사진으로 보는 이 달의 뉴스

“고맙습니다”
유엔 참전국 대표들에게 감사패 전달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

60년 전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전 세
계 21개 나라가 발벗고 나섰고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6월 25일 거행된 6ㆍ25전쟁 60주년
기념식에서 유엔 참전 21개국 대표와 국군 참전용사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고 참전국들과의 우호, 신뢰를 쌓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이 달의 뉴스

▲ 캐나다

토론토서 한ㆍ미 정상 악수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7일(한국시간) 토론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전수영 기자

사진 / 아리안스페이스 제공

▲‘겨레의

큰 스승’ 백범을 추모하며

6월 26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61주
기 추모식에서 숙명여대 합창단이 추모가를 합창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 부산에

모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린 6월 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은행 총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 국내

첫 기상위성 ‘천리안’ 발사 성공

국내 기술진의 연구, 개발에 의해 제작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을 탑재한 아리안-5ECA 발사체가 6월 27일 오전 6시 41분(현지
시각 6월 26일 오후 6시 41분) 남미 프랑스령 가이아나우주센터에서 발
사되고 있다.
아리안스페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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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기다리는 많은 팬들

한국 비하글 논란 후 미국으로 떠났던 인기그룹 2PM
출신의 재범이 6월 18일 한미합작영화 ‘하이프 네이션’
촬영을 위해 입국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팬들이 입
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홍기원 기자

▲ 6ㆍ25

대한해협 해전 승리 60년 만에 재연

우리 해군 백두산함이 6·25 전쟁 당시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시킨 대한해협 해전 전승 60주년을 기념하는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이 6월
25일 부산 앞바다에서 열렸다. 조정호 기자

◀ 한산한

제2롯데월드 부지

서울시가 6월 23일 제2롯데월드 건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제2
롯데월드 건축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지은 기자
▶ ‘아이폰4’

출시 일본 애플 매장 ‘문전성시’

일본에서 ‘아이폰4’가 출시된 6월 24일 아이폰을 구입하려는 고
객들이 도쿄 긴자 거리의 애플 매장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삼성

갤럭시S, “아이폰 비켜라”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S’가 출시된 6월 25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SKT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갤럭시S’ 제품을 살펴
보고 있다. 신준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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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야

가라”

한여름 날씨를 보인 6월 6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에서 사람들이 시
원한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잊고 있다. 신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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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반

위를 수놓은 화려한 요정들

6월 6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X ‘메달리스트 온 아이스’에서 일본의 아사다 마오 등 출연진이 마지막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안정원 기자

▲ 월드컵으로

텅 빈 야구장

축구대표팀의 남아공 월드컵 경기를 몇 시간 앞둔 6월 22일 오후 서
울 잠실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이 텅 빈 스탠드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상학 기자
◀ “이들은

누구일까요?”

유니버설발레단이 6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월 공연될 모던
발레의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 31년

묵은 기록 깬 전력 질주

6월 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
자 100m 준결승에서 김국영이 전력으로 달리고 있다. 김국영은 10
초23을 기록해 1979년 서말구가 세운 한국 신기록(10초34)을 31
년 만에 갈아치웠다. 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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