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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

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최근(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ʻ해상국가들의 깃발

(Flags of Maritime Nations)ʼ에 실려 있는 이른바 ʻEnsignʼ 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

(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ʼ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ʻ태극･4괘 도안ʼ의 ʻ태극기ʼ(太極旗)를 국기

(國旗)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승계한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었으며,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제정･시행되어 오다가, 최근 

｢대한민국국기법｣(2007. 1월)과 동법 시행령(2007. 7월) 및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9월)이 제정되면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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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ʼ(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乾坤坎離)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

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양⎯)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 : ☰)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

(坤卦 : ☷)는 땅을, 감괘(坎卦 : ☵)는 물을, 이괘(離卦 : ☲)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문화재 등록 태극기 15점(2008.8.12. 문화재청 고시)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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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

할 수 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ʼ07.7.27 개정)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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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태극기의 표준색도

색이름
색표시방법

빨간색 파란색

C  I  E 

색 좌 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y = 0.1354

Y = 6.5

Munsell

색 표 기
6.0R  4.5/14 5.0PB  3.0/12

Pantone 가이드(1996~1997, 제9판)에서 태극기의 빨간색은 186C를, 태극기의 파란색은 

294C에 가까운 색으로 추천

위 표준색도는 백색아트지(120g)에 별색 잉크로 구현하여 한국표준과학원에서 표준광원 C로 

측색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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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게양

 국기를 게양하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

    ∙ 3월 1일(3･1절)              ∙ 7월 17일(제헌절)

    ∙ 8월 15일(광복절)            ∙ 10월 1일(국군의 날)    

    ∙ 10월 3일(개천절)            ∙ 10월 9일(한글날)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조기(弔旗) 게양

    ∙ 6월 6일(현충일)    

    ∙ 국장기간(國葬期間)    ∙ 국민장일(國民葬日)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는 곳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는 곳

       ∙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가정이나 기타 모든 장소 및 건물에도 일년내내 국기를 게양할 수 있음

 국기를 게양하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한다.(국기 게양 및 강하를 매일 실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 게양 시각 : 오전 7시

           -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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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의 게양방법

경축일 및 평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현충일･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함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ʼ08.7.17 이후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한 게양대) 

게양대가 3개인 경우 게양대가 4개인 경우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

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동 규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개정(ʼ08.7.17) 이후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

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③ ②① ① ③ ④



`

8 행정안전부

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ʼ08.7.17 이전에 설치한 게양대)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 때 다른 기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 때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3개와 함께 달 때

    
② ① ③ ① ② ③ ④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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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국기의 게양 위치

단독주택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공동주택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실내게시용 국기틀은 2002년 정부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태극기 사랑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고유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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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틀의 규격 및 종류 

 국기의 규격 등 

∙ 국기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300㎜)

∙ 국기의 표면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국기틀의 규격 등 : 1종(2개 색상) 

형 태 크  기 재 질 색 상

좌우보필형

 밑판  574×350㎜

 원형목  32㎜(지름)

 두께(국기부분) 18㎜

목 재
밤색,

연한밤색

∙ 국기틀 사진

(밤색) (연한밤색)

 국기틀의 색도

∙ 밤     색 : pantone 18-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1327TP

 국기 및 국기틀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기는 3 : 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틀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게시 위치

  주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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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와 일반 게시물의 게시 예(벽면을 바라보아) 

 2종의 경우

게시물

 3종의 경우

게시물1 게시물2

 4종의 경우

게시물1 게시물2 게시물3

 횡･종 혼합형(3종)

  

게시물1 게시물2

게시물1 게시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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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관리 등  

 국기의 보관･관리

∙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

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 국기(게양용, 차량용, 수기용 등 모든 종류)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등 각종 물품

∙ 다만, 국기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안내하도록 한다.  

 

 국기의 구입

∙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우체국쇼핑(상품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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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제정 2007. 1.26 법률 제827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3.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

坤:☷, 坎:☵, 離:☲)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

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통령령이 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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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 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 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장기간 및 국민장일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 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 의 주된 게양 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         

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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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

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靈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

(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단체 등에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제8272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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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7.17 대통령령 제2091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 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지원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 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고 국기를 주목

(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국기에 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

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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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

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을 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

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③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離:☲)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

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

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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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

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금실의 부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국가를 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

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

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①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 (이하 “국기게양 ”라 한

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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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기게양 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 등에 국기의 게양식·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치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

앞면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국기게양 를 다른 기의 게양 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 를 다른 기의 게양

보다 높게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17>

  1. 국기게양 를 포함하여 게양 를 2개 설치하는 경우

  2. 국기게양 와 유엔기･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 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④제3항 본문에 따라 게양 를 설치하는 경우 그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 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신설 2008. 7. 

17>

⑤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 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 의 높이는 다른 게양 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신설 2008. 7. 17>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시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1. 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국기는 깃  또는 국기게양 에 게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1. 실내 여건, 교육 목적 등으로 실내 벽면에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2. 경축 등의 목적으로 건물의 벽면 등에 형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②국기는 그 깃면의 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건괘와 이괘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 에 접하도록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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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기의 게양 및 강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게양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깃면을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려 게양한다.

      2. 강하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①제5조에 따라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로서 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 국기의 건괘가 왼쪽 위에 오도록 한다.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국기를 가장 높은 깃 에 게양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게양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

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개정 2008. 7. 17〉

②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①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

회의･체육 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③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 는 외국기의 깃  앞쪽에 오도록 한다.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①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문과 공동주택 각 세 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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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

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 ①법 제8조제4항의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 는 그 주된 

국기게양 의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때에는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사유로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9조의 게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연주에 맞추어 행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법 제9조의 국기 게양식 또는 강하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기에 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그 밖에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2. 건물의 울타리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차량을 멈추고 앉은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제21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靈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괘가, 왼쪽에 이(離:☲)괘가 

오도록 한다.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

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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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20204호, 2007.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폐지) ｢ 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까지 생략

<39> 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제20915호, 200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기게양 를 새

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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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제7조 관련)❘
호수 깃면의 표준규격(길이×너비) 비고

특호 540㎝이상×360㎝이상

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 7호 또는 8호

∙차량용 : 9호 또는 10호

1호 450㎝×300㎝

2호 306㎝×204㎝

3호 270㎝×180㎝

4호 225㎝×150㎝

5호 180㎝×120㎝

6호 153㎝×102㎝

7호 135㎝×90㎝

8호 90㎝×60㎝

9호 45㎝×30㎝

10호 27㎝×18㎝

별표 2

❘국기의 표준색도(제8조 관련)❘
색이름

색표시방법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  색

C  I  E 

색 좌 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y = 0.1354

Y = 6.5

- -

Munsell

색 표 기
6.0R  4.5/14 5.0PB  3.0/12 N 0.5 N 9.5

비고 1.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 

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 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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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깃봉의 제작방법(제10조 관련)❘

1. ㄱ-바를 짧은 축의 반지름으로 하고, ㄱ-ㄴ을 긴 축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타원형이 

꽃봉우리임(ㄱ-바는 깃면너비의 1/20, ㄱ-바 : ㄱ-ㄴ = 7 : 8 임)

2. ㄴ-ㄷ･ㄴ-ㄹ은 각 ㄱ-ㄴ의 1/8

3. 꽃받침의 두께(바-가의 길이)는 ㄱ-바의 1/10

4. 가, 나, 다, 라, 마는 정오각형의 위치에 있음(각 점간 각도는 72°)

5. ㄱ을 중심으로 ㄱ-가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半)구형을 그려 꽃받침을 이룸

6. ㅅ은 ㄱ-ㅇ, ㄱ-ㅁ의 각각의 중간점에서 수평, 수직된 선의 교차점임

7. ㅇ-ㅈ은 ㄱ-바의 1/3

8. ㅈ-ㅈ′: ㅊ-ㅊ′= 5 : 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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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제14조 관련)❘

늘인 부분
(필요한 만큼)

별표 5 <신설 2008. 7. 17>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때)(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게양대가 3개인 경우

  게양대가 4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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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 2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별표 6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제16조제2항 관련)❘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별표 7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방법(제16조제3항 관련)❘

C국 국기 A국 국기 B국 국기 D국 국기

A국 국기 B국 국기 C국 국기

③

④ ② ③ ⑤

② ④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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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9.10 국무총리훈령 제5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 한민국국기법｣ 및 ｢ 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

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른기”란 국기를 제외한 외국기, 단체기, 군집기(群集旗)를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3. “차량기”란 차량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깃 형”이란 실내에서 이동식 깃 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시형”이란 실내에서 벽면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6. “탁상형”이란 실내에서 탁상 위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기의 게양

제3조(국기게양대 설치 기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사, 공항, 호텔, 형건물, 경기

장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국기를 게양하기 위하여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 (이하 “국기게양 ”

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국기게양 의 설치 장소별 권장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 : 지면에서 7 미터 이상. 다만,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5 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옥상 및 차양 (遮陽臺) 위 : 옥상･차양  바닥에서 3 미터 이상

3. 건물벽면 : 조기(弔旗) 게양이 가능하도록 게양할 국기 세로 너비의 3배 이상

② 건물 및 건물 주변에 국기게양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국기게양  사이에 충분한 거리

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국기가 건물에 닿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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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③ 국기게양 를 포함한 여러 개의 게양 를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게양  간 간격은 최소한 게양

하는 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서로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강하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 의 주된 국기게양 에는 매일 낮에만 게

양하며,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는 모든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도록 계도 하는 데에 최 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옥외 국기 게양 규격) ① 옥외 국기 게양 규격은 영 별표 1에 따른 규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고층･ 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 한 

형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다.

   1.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 3호기(270센티미터×180센티미터) 이상

   2. 시･군･자치구,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5호기

(180센티미터×120센티미터) 이상

   3. 읍･면･동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7호기(135센티미터×90센티미터) 

이상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① 외국기, 단체기 또는 군집기(이하 “다른기”라 한다)를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며, 다른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각선의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 를 다른기의 게양 보다 높게 설치한 경우에는 국기를 높은 

게양 에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그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다른기의 게양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 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이 차순위, 국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국기에서 멀어

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 를 바라보아 국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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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국기게양 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④ 게양 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의 국기 게양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 중앙

2. 게양할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 를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의 경우에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

양하는 다른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조기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게양하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거나 깃 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 한 내려 단다.

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

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① 국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경우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청사의 주된 게양 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울타리 등 많은 깃 가 함께 설치

된 장소에도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와 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국기게양 에도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③ 야간조명등은 방수등(防水燈)으로 하며 국기의 색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메탈할라이드 계통을 

사용하되, 전력량당 광량(光量)이 많은 것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명이 길며 빛의 색

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④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기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하며,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다른기도 함께 조명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가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며,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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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에 게양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2. 국군의 날

  3. 그 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다.

③ 가로기용 국기꽂이는 Ⅴ자형 꽂이(표준규격의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 Ⅴ자형으로 설치한 국기

꽂이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배너형 꽂이(국기의 깃면을 필요한 만큼 늘여서 수직으로 게양

하기 위해 설치한 국기꽂이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설치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Ⅴ자형 꽂이를 설치할 때는 Ⅴ자형 꽂이의 방향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과 나란히 하여 기둥의 

도로 방향 쪽 면에 하나의 몸체로 설치하고 Ⅴ자의 내각은 90도 이내로 하여 부채꼴모양이 되도록 

한다.

⑤ 하나의 기둥에 Ⅴ자형 꽂이와 배너형 꽂이를 함께 설치할 때에는 Ⅴ자형 꽂이를 배너형 꽂이

보다 높게 설치하고, 이 경우 국기를 다른기보다 아래쪽에 게양해서는 아니된다.

⑥ 국가적 경축일에는 국기만을 가로기로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1. 외국의 주요 국빈 방문이나 국제적 행사기간과 겹칠 때

2. 지역축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축일과 겹칠 때

3. 기타 민방위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사와 겹칠 때

⑦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국기는 왼쪽, 다른기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기둥에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한다.

⑧ 가로기의 게양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① 단독주택의 문과 공동  주택의 각 세  난간에는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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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물 또는 건물 주변에 국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건물의 중앙

이나 왼쪽 지상, 건물 옥상의 중앙이나 왼쪽 또는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수직으로 게양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에 하늘을 향해 경사지게 게양할 수 있다.

③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①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 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실내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격으로 게양하되, 사무실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깃 형 : 5호부터 8호까지의 규격

   2. 게시형 : 8호부터 9호까지의 규격. 이 경우 가급적 별표 4에 따른 실내게시용 국기틀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탁상형 : 9호부터 10호까지의 규격

   ③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장소는 별표 5에 따르되, 시･군･자치구 이상의 기관의 기관장실에는 

가급적 깃 형을 설치하도록 한다.

④ 깃 형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⑤ 국기의 게양 유형별 게양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 형의 경우

        가. 기관장실,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

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 게시형의 경우

       가.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 국기를 다른 게시물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게시물보다 낮게 게시해서는 안되며 

별표 6과 같이 게시한다.

   3. 탁상형의 경우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① 행사장별 국기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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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외행사의 경우 : 이미 설치된 옥외의 주된 게양 에 형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단상에 참석한 사람들이 옥외 게양 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임시 국기게양 를 설치한다.

      2. 옥내행사의 경우 : 실내체육관 등 중･ 형 행사장은 형 깃면을 단상 뒤쪽 중앙 벽면에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깃면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3. 회의실 등 소규모 행사장의 경우 : 탁상형 국기를 게양하되,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게양하도록 한다.

   ②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

니된다.

제3장 국기의 관리 및 선양

제13조(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는 쉽게 오염되지 않고 약한 바람에

도 잘 나부끼며 심한 비･바람 등의 날씨에도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맞는 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같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코팅 등 특수처리를 하거나 다른 소재의 천을 사용할 수 있다.

  1. 소재 : 폴리에스테르 섬유 100퍼센트

  2. 무게 : 1제곱미터당 53그램 이상

  3. 밀도 : 5센티미터당 경사 165본 이상, 위사 131본 이상

제14조(국기의 염색 및 가공) ① 국기는 그 색상이 변색 또는 퇴색됨이 없이 선명하게 오래 지속

되는 방식으로 염색하여야 한다.

② 국기의 염색은 앞뒤 양면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태극의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겹치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기는 그 가공과정에서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발수가 잘 되도록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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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국기는 그 깃면의 테두리를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쉽게 터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기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관련단체, 국기

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 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 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

기의 깃 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기를 

선양할 목적으로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을 장려하되,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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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안내하

도록 한다.

      1.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기 또는 국기문양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19조(국기의 선양)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

기에 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 회, 그림 그리기 회, 

사진 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상으로 전개하는 국기 선양 운동에 적극 참여하

여야 한다.

③ 학교는 국기 그리는 법과 게양방법 및 국기에 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국기에 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국경일, 기념일 등 모든 국

민이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시기에는 특별히 국기 게양방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국기 선양을 위한 각 기관별 추진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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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위치(제6조제5항 관련)❘
1. 국기 게양 방법

국경일 ･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

2.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2008. 7. 17. 부터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할 기의 수가 2개인 경우 게양할 기의 수가 3개인 경우

           

A국 국기 A국 국기

②               

B국 국기

③   

①② ③

① ③② ①②  ③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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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2008. 7. 17. 이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 때 다른기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 때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여러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중앙)

C국 국기

④        

A국 국기

②        ①        

B국 국기

③        

D국 국기

⑤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왼쪽)

①             

A국 국기

②             

B국 국기

③             

C국 국기

④   

② ① ③

①② ③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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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가로기의 게양 방법(제9조제8항 관련)❘
1. 국기만 게양할 때(차량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2.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때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비고 : 하나의 기둥에 꽂이를 달리하여 위 그림과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함



38 행정안전부

별표 3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1.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2.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3.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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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제11조제2항 관련)❘

1. 구성 : 국기, 국기틀

2. 국기의 규격 등

○ 국기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 × 300㎜)

○ 국기의 표면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3. 국기틀의 규격 등 : 1종(2개 색상)

형 태 크  기 재 질 색 상

좌우보필형

 밑판   574×350㎜

 원형목  32㎜(지름)

 두께(국기부분) 18㎜

목 재
밤색,

연한밤색

  ○ 국기틀 사진

(밤색) (연한밤색)

4. 국기틀의 색도

○ 밤     색 : pantone 18-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1327TP

5. 국기 및 국기틀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국기는 3 : 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틀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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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실내 게양(게시) 범위(제11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구 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유무 ○ □ ○ □ △ △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 의무, □: 권장, △: 자율)

2.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구 분 단체장실 부단체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유무 ○ □ ○ □ △ △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 의무, □: 권장, △: 자율)

3.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구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교무실 교실

유무 ○ □ ○ □ △ △ □ ○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 의무, □: 권장, △: 자율)

4.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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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국기와 일반 게시물의 게시 예(제11조제5항 관련)❘
1.  횡으로 배치 시

 2종의 경우

국 기 게시물1

 3종의 경우

게시물1 국 기 게시물2

 4종의 경우

국 기 게시물1 게시물3게시물2

2.  횡･종 배치 혼합형

 3종의 경우

국 기

게시물1 게시물2

또는
국 기

게시물1 게시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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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종의 경우

국 기 게시물1

게시물2 게시물3

또는

게시물1

국   기

게시물2 게시물3

3.  종으로 배치 시

국   기

게시물1

게시물2

게시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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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제14조제5항 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가. 일광견뢰도

나. 세탁견뢰도

 - 변   퇴

 - 오   염

다. 발  수  도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90 이상

1~8급

1~5급

1~5급

0, 50, 80, 90, 100

비고 : 등급은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등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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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국기선양을 위한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제19조제4항 관련)❘
 

1.  각 부처 공통사항

  ○ 부처별 각종 행사시 실내의 경우라도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여 TV중계나 보도사진 

등에 국기가 잘 보이도록 한다.

  ○ 각종 임명장 수여식, 기자회견(예 : 기자회견장의 배면 장식)이나 회의시에도 TV화면

에서 국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단체, 교육원 및 학교 등의 시상품 또는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 

세트를 증정한다.

  ○ 독립건물을 가진 각종 협회, 사회봉사 및 시민운동단체 등 산하 유관단체의 건물과 

민간대형건물에 매일･24시간 국기 게양을 권장한다.

  ○ 각급 기관･단체명의로 제작･배포하는 수첩･달력 등에 국기 수록 및 국기 다는 날을 

표시하도록 한다.

  ○ 각 부처 발간 정부간행물의 표지에 국기문양 등 국가상징물을 활용한다.

  ○ 국기게양대 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대형국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한다.

  ○ 모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보급 국기를 구입･활용한다.

다만, 조달청에 해당 호수의 국기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와 

조달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2.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부처 공통 추진사항

  ○ 기관 홈페이지, 구내방송, 직원조회, 게시판 등을 활용하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산하 각급 기관･단체 및 관련 기업체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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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소  관  사  항 비 고

행정안전부

◦국기 보급 및 선양 계획 수립･총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한 지도･지원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및 관리 실태 점검

◦국가상징 선양사업 추진 및 우수기관(개인) 포상 실시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추진

  - 국기 달기 계획 수립･통보

  - 관보에 국기 달기 홍보

  -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 국기 달기 안내 방송 실시 및 

전광판 홍보

각급

기관

및

단체

문화체육

관광부

･
방송통신

위원회

◦국가상징 선양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 국경일 계기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 공익방송 및 공익광고 등 활용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언론사(방송･신문)에 국기 달기 홍보 협조 요청

   ･ TV 방송 진행자 코멘트 협조

   ･ TV 자막 방송

  - 옥외 전광판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국기 달기 홍보 등

◦문화CI, 관광CI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 활용 연계

  -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보급 등

◦각급 관광호텔의 매일･24시간 국기 게양 권장

방송사

및

언론사

교육과학

기술부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국기 교육 실시

  - 국기의 뜻과 유래, 국기 게양방법 등 교육

  - 그림 그리기, 글짓기 등 활용

  - 게양･강하식에 학생 참여

  -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국기에 관한 내용 반영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

   ･ 부모님과 함께 국기 달기 참여 유도

   ･ 국기 달기 ʻ가정통신문ʼ 발송

   ･ 국기 달기에 대한 소감문 발표 유도

각 시･도
교육청

 3. 부처별 소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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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소  관  사  항 비 고

지식경제부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상설 국기 판매대 설치 및 

통신판매 확충

◦민간기업체의 고객사은품으로 국기 증정 권장

◦생활용품 및 학용품 등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개발

◦각 기업체의 고객 사은품･기념품으로 가정용 국기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국기 달기 홍보 문안 

삽입 권장

경제

5단체

및

전국은행

연합회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및 우체국판매 

상품카탈로그를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

우정

사업

본부

국토해양부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등에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간 간격 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국제공항 등에서의 매일･24시간 국기 게양

◦항구･선박 등의 매일･24시간 국기 게양

◦터미널･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

◦단독 및 공동주택 신축 또는 증･개축 시 국기꽂이 설치 확인점검

 ※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철도･전철 구내방송을 통한 국기 달기 홍보 안내 방송 

실시

법무부 ◦외국인 귀화시 국기 증정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재외동포 국기 나눠주기 운동｣ 추진

조달청
◦매일･24시간 게양에 따른 태극기 재질기준 제고

◦가로기의 조달 물품화 추진

지방자치단체

◦연중게양 대상 확대

  - 대형 할인마트･백화점･호텔･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장소

  -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울타리기, 시･군･구의 도로변 및 

농촌마을 입구의 군집기 등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47

부처명 소  관  사  항 비 고

지방자치단체

  - 운동장･공원 등 다중집합시설의 국기게양대

◦국기의 대형화와 게양위치 조정

  - 대형건물에 걸맞는 대형 국기 게양

  - 국기가 잘 보이도록 건물 형태별 게양위치 조정

  - 대형국기에 걸맞는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 간 충분한 

간격 확보

◦일선 행정기관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등

 ※건물용･가정용 국기 비치

◦백화점 등 상업시설에 국기판매 권장

◦신축건물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계도

◦주된 국기게양대가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국기게양대 설치 계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대책 수립･시행

◦노후된 게양대 및 깃봉의 도색 등 주기적 정비 실시･계도

◦오염･훼손된 국기의 신속한 교체 실시･계도

◦현행 V자형 꽂이를 가급적 배너형 꽂이로 교체 또는 V자형 

꽂이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혼인신고 또는 전입 신고시 국기세트 선물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추진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 국기 게양 홍보 강화

  ･ 통(반)･리장 등 일선 조직을 활용 각 가정 국기달기 독려

  ･ 아파트단지･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게시판 부착, 안내 방송 실시

  ･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설치 권장

  - 택시･버스 등 차량에 국기 달기 운동 전개

  -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버스)내 홍보 방송 실시

  - 관내 주요 도로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철저

  ･ 오염･훼손된 국기가 게양되거나, 깃면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철저

  ･ 게양된 가로기의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오염･훼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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