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패봉안실 및
봉안당

위패봉안실은시신을찾지못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면을 기원하고 그 분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총 3실로 되어있으며 신분별로 모시고 있다.
또한 위패는 석판에 계급, 성명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41,557위(2011년 말)를
모셨다.

십이지신상

호국수석원

십이간지의 동물머리에 관복을 입은 사람모습의 십이지신상을 조각
하여 6방위 수호신과 더불어 위패봉안실을 지키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영생을 기원하였다.

우주공간의 주골(主骨)이며 기의 원천인 바위는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로써 그 형상이 다양하다.
천지사령 중 흰색인 구형석과 용상석을 수석하고, 그 곁에 서기(瑞氣)가
깃든 흰색의 상운석을 심었으며, 언덕부에 남근형의 양석, 낮은
산록부에 음석을 심어 생과 사의 균형유지, 국가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주술적 세계관을 수석예술로 표현하였다.

안 내
참 /배 /접 /수
위패봉안실 벽면 부조

승천선녀상과 봉안당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승천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원통형 하단부는 봉안당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명용사의
유해 33위를 모셨다.

전통고유 악기를 연주하는 선녀상을 조각하여 영령의 안식과 영생을
기원하였다.

가. 접수 방법 : 문서·전화 또는 FAX, 방문, 인터넷 등
나. 접수 요령
▶ 일시 및 참배 목적
▶ 참배자/단체
▶ 헌화여부 및 연락처

참 /배 /시 /간
천신(天神)

지신(地神)

산신(山神)

해신(海神)
08:00 ~ 18:00

6방위 수호신상
천·지·산·해·목·화신 등
6방위 수호신을 세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수호하고 있다. 한 목신(木神)
화신(火神)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며
태양, 곡식, 구름, 부채, 나뭇잎, 불꽃 등을 들고 있는 모양에 따라
수호신을 구별할 수 있다.

연 /락 /처
선녀승천도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영령의 안식과 승천을 기원하였다.

국립대전현충원 전례팀 (042) 820 - 7041 ~ 2
현충문 (042) 820 - 7047 ~ 8

애족상(좌측 끝)

승리의 영광상

부상당한 민간인을 군인이 부축하고
한 여인이 보검을 높이 들어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표현하였다.

탑신의 중앙 아래쪽에 있으며, 승리의 영광을 안고 두 천사에게 안겨
승천하는 호국영령과 그분들이 영면하시기를 온 국민이 염원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애국상(우측 끝)

현충문

현충탑 출입문으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인
한옥을 본떠 만든 건물이다. 1983년 5월에
건축된 국립대전현충원 주요건물 중의
하나로 방문객들이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참배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현충문 양편에는 의전대기실과 참배안내실이
있다.

현충탑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탑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을 상징한다.
탑 높이는 43m, 넓이는 110m이며, 탑 내부
에는 시신을 찾지 못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이름 등을 석판에 기록한 위패봉안
실과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무명용사의
유해를 안치한 봉안당이 있다.

탑신과 청동투조
탑신은 3면으로 되어 있으며, 각 탑신에는 찬란한 전통문화, 자랑
스러운 현재문화, 영광된 미래문화를 청동투조로 조각하여 우리의
문화상을 표현하였다.

온 국민이 합심하여 조국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는
애국의 의지를 나타냈다.

향로와 헌시비
현충탑 앞쪽에는 향로와 제단이 차례로 놓여 있고, 제단 뒤쪽에는
헌시가 새겨져 있다. 향로의 둘레는 250cm이며, 용문양이 새겨져있어
상서로운 느낌을 준다.
또한, 헌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바치는 글로 노산 이은상
선생이 지었다.

호국상(뒤편 끝)
육·해·공군, 해병, 경찰, 학도병 등이
일심 단결하여 조국을 수호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호랑이상

공양상

예로부터 충신과 효자를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으로 현충문 좌·
우에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지키고 있다.

현충탑 앞쪽의 좌·우측에 세워져
있으며 양의 모습으로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들께 바치는
제물을 나타냈다.

현충탑 좌측 벽면 부조
첨성대 등을 조각한 과거문화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역사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으며, 끈으로 묶여진 돌, 팔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 부러져
있는 총 등을 새겼다.

태양 등을 조각한 현재문화

잡상
현충문 지붕 내림마루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잡상(동물상)은 재앙을 방지하고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다.

현충탑 우측 벽면 부조
인공위성 등을 조각한 미래문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과 풍요로운 국민상을
표현하여 약진과 번영을 이루자는 뜻을 담고 있다.
톱니바퀴, 곡식과 가마니 등을 새겼다.

위패봉안실 입구 좌·우 벽면 부조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온 국민이 상복을
입고 조의를 드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