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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소식
잘사는 완도! 행복한 완도!

○ 활기찬 지역개발

○ 쾌적한 환경보전

○ 생산적 복지증진

○ 신바람 행정구현

 발행처 : 완 도 군 / 주소 : 완도군 청해진남로 51 (537-830) / TEL 550-5177 / 
FAX 550-5169 / 홈페이지 주소 www.wando.go.kr / 2011년 8월 19일( 요일) / 제426호(월간)

                                      깨끗한 완도 만들기 운동!  

이달의 소식
▣ 국정 협조공지사항------------------2

 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입장료 구매 안내

 ② 디지털방송 전환 ‘디지털마당’에서 한번에 준비하세요

 ③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2011년 정부지원 안내

 ④ 9월의 6ㆍ25전쟁영웅 맥아더(MaxArthur, Douglas)원수

 ⑤ 휴가철 사고 발생시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 정보

 ⑥ 만5세 어린이 교육ㆍ보육, 국가가 책임집니다.

 ⑦ 유아학비 지원 받으세요! 우리 아이 첫학교부터

 ⑧ 유치원 돌봄교실 이용하세요!

 ⑨ 「유치원 100년 특별기획」유치원 박람회

 ⑩ 편리한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이용하기

 ⑪ 풀떼기와 함께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해하기

 ⑫ 개인정보보호 LOCK & 樂

 ⑬ 줄이면 줄일수록 돈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⑭ 이 땅의 부모님들께 드리는 마음의 카네이션 기초노령연금

 ⑮ ‘11. 10월「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안내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알림

  여름 휴가 여행지별 식중독 예방법

▣ 군정 협조 및 공지사항--------------26

 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② ′11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③ 6ㆍ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해드립니다.

  ④ 2011 남도학숙 하반기 입사생 선발요강 공고

  ⑤ 완도군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

  ⑥ 총톤수 2톤미만 어선검사 안내

  ⑦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

  ⑧ 에너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에 적극 동참합시다!

  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⑩ 2011 지역사회건강조사 시행 안내

  ⑪ 추가 예방접종· 안내

  ⑫ 수족구병

  ⑬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 기 타--------------------------43

  ① 8월의 독립운동가 (나태섭 선생)

  ② 8월의 호국인물(홍창원 중위)

  ③ 비군인 참전유공자를 찾습니다.

  ④ 재외국민도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⑥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

  ⑦ 2011학년도 2학기 든든학자금 대출 안내

  ⑧ 긴급출동 바다의 생명번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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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1. 회의 성격

  ○ 세계육상선수권 회는 IAAF가 주 하여 2년마다 개최하는 회로      

 FIFA월드컵, 하계올림픽과 함께 세계 3  스포츠 이벤트의 하나

  ○ 세계 80억명 이상이 TV 계를 시청하는 가장 권  있는 육상 회

2. 회개요

  ○ 회명칭 : IAAF세계육상선수권 구 회

                 (The IAAF World Championships in Athletics - Daegu 2011)

  ○ 회기간 : 2011. 8. 27～ 9. 4(9일간)

  ○ 참가규모 : 212개국 6,000여명(선수‧임원 3,500, 기자단 2,500)

  ○ 경기종목 : 47개 종목(남자 24, 여자 23)

    ※ 장애인 종목 별도 운영 : 남자 휠체어 400m, 여자 휠체어 800m

  ○ 회시설 : 구스타디움(주경기장), 선수 , EXCO(총회장소) 등

3. 회 상징물

포스터 로  고 마스코트 "살비(Sar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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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053) 803-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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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전환‘디지털 마당’에서 한번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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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2011년 정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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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625전쟁영웅 맥아더(MacArthur, Douglas)원수

(1880. 1. 26 ～ 1964. 4. 5)

◈ 인천상륙작 의 웅! 탁월한 략으로 일격에 세를 역 시키다 ◈

  국가보훈처는 UN군 총사령  맥아더 원수를 9월의 6․25 쟁 웅으로 선정하 다. 

  맥아더 원수는 1880년 1월 미합 국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아서 맥아더와 메리 

하디 맥아더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903년 미 육군사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소 로 임 하 다.

  이후 1930년 미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1937년 12월 역에서 은퇴하 다. 

  1941년 7월 역으로 소환된 맥아더는 그해 12월에 태평양 쟁이 발발한 후 1942년 

3월부터 남서태평양 연합군 사령 으로 수많은 투를 지휘하 으며,  1944년 12월 육군 

원수로 승진되고, 4개월 후 태평양지역 미군 총사령 으로 임명 되었으며 1945년 9월 

2일 도쿄 만(灣)에서 일본의 항복 조인식에 승 국의 표로 참석하 다.

  1945~1951년까지 일본 렴  연합군 사령 으로 재임하면서, 1950년 6.25 쟁이 발발하자 

맥아더는 UN군 총사령 에 임명되어 연합군  국군을 지휘하 다

  국군  연합군이 낙동강 지역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지하는 동안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 을 성공 으로 지휘하고 세를 일거에 역 시켜 서울탈환  북진의 

발 을 마련하 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 을 기려 1950년 9월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 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2-2020-5312



제426호 (8월)                                                                       청해진소식 ∥ Wandocounty

- 9 -

“여름 휴가 떠나시다 자동차 사고 나셨다구요?”

휴가철 사고 발생시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 정보

□ 여름 휴가철!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험도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 융감독원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유형을 안내하고 이에 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빨리 사고 수 하세요!

 ◦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요하며, 보험회사에도 신속히 수하여 손해의 확 나 

사고 당사자간의 다툼을 방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

로부터 빠른 보상을 받기 해서는,

   - 손해보험 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Information/information_Q.asp)나 각 손

보사 홈페이지에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 두세요!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 본인 차량의 손해는 본인이 보험을 든 회사

에 먼  청구하세요

 ◦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에서 생길 수 있는 과실비율의 다툼으로  

인해서 보험 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해

   - 보험회사들은 상호 정을 맺어 자기회사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는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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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발생을 방하세요

 ◦ 교통사고는 물론,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  등 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 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가 나거나 커지

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뺑소니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 는 뺑소니 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나 다른 수단

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운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사망은 최고 1억원, 부상은 1  기  최고 2천만원, 후유장해 1  기    

최고 1억으로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본 돈을 보상합니다.

  - 보상청구는 13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그린화재, 흥국화재, 삼성화재, 해상, LIG

손보, 동부화재, 하이카, AXA, 더 이, 에르고다음

 휴가기간 동안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 할 경우에는 ｢단기운 자  

확 담보 특별약 ｣을 가입하세요

 ◦ 부분의 경우 운 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 할 때를 비

해서 휴가기간 동안 운 자의 범 를 확 하는 보험상품인 ｢단기 

운 자 확 보상 특별약 ｣을 가입하세요!

 ｢다른 자동차 운 담보 특별약 ｣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 ｢다른 자동차 운 담보 특별약 ｣을 가입하면 본인 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 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 인배상Ⅱ, 물

배상, 자기신체사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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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자동차 보험사기에 주의하세요 】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유형

 ① 일방통행로 역주행․불법유턴․신호 반 등 법규 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②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③ 앞차와의 안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달리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정거하여 발생하는 후미추돌사고

 ④ 휴가지 주차장 는 좁은 식당가 골목길 등에서 차량 후미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⑤ 피서객으로 붐비는 주차장 는 해변도로에서 천천히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하는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방하고 처하는 방법

 ◦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 운 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불

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침착하게 처하세요!

 < 자동차 보험사기 대처 3대요령 : 신고하고,  촬영하고,  확보하고 >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

      사고현장 및 부서진 부분 등을 사진 촬영

      사고 목격자를 확보

 ◦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시 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 화 1588-3311, 인터넷 http://insucop.fss.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02-3145-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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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집니다

  내년부터 만 5세아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수 에 계없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2년도 만5세 지원 상 : 2012년 1월 1일 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06. 1. 1. 

～ ’06.12.31. 출생자)

  지원단가는 2011년 월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 으로 지원하며, 이에 따른 

추가 인 세  부담은 없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은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

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용합니다.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용  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 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로그램을 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 명칭공모 을 통해 ‘5세 리과정’을 공식 명칭으로   

정하 으며, 올해 하반기 에 련 법령을 개정한 후, 2012년 3월

부터 ‘5세 리과정’을 면 시행할 정입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 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한 보육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02-2100-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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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받으세요! 우리 아이 첫학교부터

 

  2011년, 만 3․4세 유아도 만5세와 동일하게 소득하  70%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지원단가 액**이 지원됩니다. 

         * 4인가구 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480만원

     ** (국․공립) 월59,000원 (사립) 만3세 월197,000원  만4․5세 월177,000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부모의 실질  부담 경감을 해 유아학비 지원단가의 3%를 인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정․난민인정자 유아에게 정부지원단가를 소득수 에 계

없이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상자  종일반 이용자(1일 8시간 이상 이용)에게는 

국․공립 유치원 월 30,000원, 사립 유치원 월 50,000원이 지원됩니다. 

  인터넷에서도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를 검색하시거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로      

    들어오시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원 상이 되는 학부모님들은 해당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여 제공 (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융정보 등( 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02-2100-6554, 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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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돌봄교실 이용하세요!

유아들을 가정에서처럼 편안하게 돌봐줍니다.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경감과 유아들이 가정에서처럼 안락하고 안

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른 아침(06:30~09:00)부터 늦은 녁(17:00~22:00)까지 돌 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 교실(유치원) 교과부 선정 192개원, 시도교육청 11

개원 총 203개원 운

  유치원과 등학교간 돌 을 연계하는 유․  연계돌 교실 32개원 운

  아침(06:30～09:00)에 유아들을 돌 주는 아침돌 담교실 10개원 운

  야간(17:00～22:00)에 유아들을 돌 주는 야간돌 담교실 59개원 운

  이용 상 : 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일반 희망 유치원생도 가능, 지정 유치원 외 인근유치원․어린이집 

원아도 이용 가능

  이용요  : 식비 등 수익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에 팝업창을 통해 

지정유치원 황을 알 수 있으며 시도자체 운 은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게 문의를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돌  련 시도교육청 연락처(유아교육 담당자) >    

시도교육청 연락처 시도교육청 연락처

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457 경기도교육청 031-2490-146

부산 역시교육청 051-8600-322 충청북도교육청 043-290-2132

구 역시교육청 053-757-8372 충청남도교육청 042-580-7403
인천 역시교육청 032-420-8190 라북도교육청 063-239-3335

주 역시교육청 062-380-4316 라남도교육청 061-260-0327

역시교육청 042-480-7618 경상북도교육청결 053-603-3272

울산 역시교육청 052-210-5422 경산남도교육청 055-268-1152

강원도교육청 033-258-5433 제주특별시자치도교육청 064-710-0226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02-2100-6554,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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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100년특별기획」유치원 박람회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 하는

   「유치원100년 특별기획」유치원 박람회가 SETEC(서울무역 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100년 역사 속에서 발 해 온  

유아교육의 성과와 우수한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유치원   

역사 속에서 거듭 발 하는 유아교육의 우수성을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박람회는 체 으로 개막행사, 시행사,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시  : 과거 사료 시  100년 유치원 역사 체험 

   ○ 재 시  : 창의성 개발을 한 다양한 놀이 체험 

   ○ 미래 시  : 선진화된 미래의 우수교육 정책에 한 정보 시

   ○ 홍보 시  : 16개 시․도 교육청  학회 유아 련 자료와 정책 홍보 

  「유치원 100년 특별기획」유치원 박람회는 8월 19일( )부터 

8월 21일(일) 오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이나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02-2100-6554, 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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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이용하기

○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에스컬 이터 안 하게 이용하기

   * 2010년 승강기 사고중 에스컬레이터가 84% 차지(전체 129건중 109건)

어린이와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기 손잡이는 안전벨트

○ 여름철 어린이 신발 끼임과 빗물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주의

스폰지 샌들 끼임 사고 주의 미끄럼 사고 주의

 문제 : 에스컬 이터는 빨리가기 한 시설인가요?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2-2100-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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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떼기와 함께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해하기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 ☎ 02-21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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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월 국정만화 홍보자료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광고과  ☎ 02-3704-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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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광고과  ☎ 02-3704-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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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부모님들께 드리는 마음의 카네이션

기초노령연금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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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가정에서 생활하는(생활시설 입소자 등 제외) 만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1급 장애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월 8일부터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월 8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제도안내부터 신청접수까지 적극 지원하여 드립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선정절차 

  활동지원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각 가정에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군 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이용가능한 활동지원급여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한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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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안내

□ 통계청에서는 여성가족부의 탁을 받아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련된 생활 

실태를 악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수  측정은 물론, 련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해 3년 주기로「청소년종합실태조사」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만9~24세, 1986.8.1 ~ 2002.7.31)이 있는 

가구를 상으로 2011. 8.26. ~ 9.9. 기간 에 실시하오니,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응답가구의 극 인 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명 :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조사 상

    - 성  인 : 조사청소년의 부모(주양육자) 2,200명

    - 청소년 : 만9세 ~ 24세 

  ○ 조사방법 : 면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아울러 귀 가구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 에만 사용되고, 아래 통계

법 제33조(비 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 드립니다.

통 계 법

※제33조(비 의 보호)

①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 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자료제공 : 통계청 통계대행과  ☎ 042-48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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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알림

□ 비보호 좌회  교차로에서는?

 ○ 비보호 지시표지  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시( ) 맞은편 차량에 

주의(직진차량 우선)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적색신호시( )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특히,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 회  교차로에서는?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야 하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회전교차로 진입 전 양보선과 양보

표지를 확인하시고, 항상 주의운전

하십시오.

< 회전교차로-제주 >

□ 멸신호 교차로에서는?

  ○ 황색점멸 신호에서는 횡단하는 보행자 및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야 합니다.

  ○ 적색점멸 신호에서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횡단하는 보행자 및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적색점

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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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별 식 독 방 요령>

○ 도시락을 비할 경우 

 1) 가  1회 분량으로 조리 

 2) 음식물은 완 히 식힌 후 구분하여 도시락 용기에 담기  

○ 차량 등으로 음식물을 이동할 경우   

  1) 음식물은 아이스박스를 사용하거나, 서늘하고 햇볕이 닿지 않는 

곳에 보   

    ※ 자동차 트 크는 온도가 높으므로  보 지 

  2) 비한 음식물은 가  짧은 시간 내 섭취  

○ 해수욕장  유원지 등 다 이용시설에서 

 1) 김밥, 샌드 치, 도시락 등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음식물의 조리시간을 확인하여 구입

 2) 구입한 후에는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할 것  

 3) 길거리 노 상 등의 생 취약 음식물 섭취를 가  자제 

여름 휴가 여행지별 식중독 예방법  

□ 피서지에서는 외부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하기 때문에 음식물 취

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여행 에도 식사 , 조리 시,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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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에서 

  1) 식재료는 먹을 수 있는 양을 미리 세척하여 비

  2) 캠핑장에서는 식품의 냉장·냉동 보 이 어렵기 때문에 

비한 식재료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 하고 가  빨리 섭취

 3) 미생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하여 익히지 않은 고기와 생으로 

먹는 채소류는 서로 닿지 않게 분리하여 보  

 4) 바비큐 등을 먹을때는 내부가 선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익 서 

섭취 ( 심온도가 85℃에서 1분 이상 가열)

 5) 생고기용 젓가락은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데 사용 지 

○ 바닷가에서 

 1)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여름에는 장염비 리오균이 빠르게 증식하므로 

어패류 등은 수돗물로 2-3회 세척하여 손질(※ 바닷물로 세척 지) 

 2) 장염비 리오균이 많이 있는 내장  아가미 부 는 취  주의

 3) 낚시로 직  잡은 어류는 가능한 신속하게 조리하여 섭취하고, 필요시 

반드시 냉장 보

 4) 어시장 등에서 어패류 구입 시 신속히 냉장 보

 ○ 계곡, 산에서 

 1) 민물고기  민물패류는 기생충의 간숙주 이므로 반드시 잘 

익 서 섭취 

 2) 지하수나 샘물 등을 마실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음용  

 3) 독버섯을 식용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경우 있으므로 야생  

식물은 채취나 섭취를 자제

  4) 설익은 과일 등은 섭취 지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 043-71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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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1. 신청기한 : 2011년 11월 30일까지 (당초 2011년 6월 30일까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청기한이 변경됨

2. 신청대상 

지 상 해당요건

희생자

(법제2조제3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의 의하여 군인․군무원 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 사할린 지역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생환자  생존자

(법제2조제4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존자

미수  피해자

(법 제2조제5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가로 일본국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 받을 수 있었던 료, 여러 가지 수당, 조  는 부조료 
등을 지 받지 못한 사람

3. 신청자격

  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라.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 범   순  : ①배우자  자녀 - ②부모 - ③손자녀 - ④형제자매

4.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접수처(시 군 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5. 지급기준

구분 지 상 지원내용

로

사망자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 일민간청구권 보상에 한 법률(‘75)에 의해 30만원을 수령한 자는 

234만원 공제

부상자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1인당 최고 2천만원에서 최  3백만원

의  료
지원

생환자
생존자,

희생자
생존자

․치료 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 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

미수
지원

미수
피해자

․미수  당시 1엔 → 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
․미수 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용



제426호 (8월)                                                                       청해진소식 ∥ Wandocounty

- 27 -

6. 제출서류

  가. 해당 신청서 1부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②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③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환자중 생존자)

    ④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미수금 피해자)

  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1부

  라. 다수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마.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선정 시) 1부

  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사.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 피해자만 제출)

  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7. 지급절차 

신청 수
⇨

신청서 송부
⇨

지

심의․결정 ⇨
결정서 송달

⇨
지  청구

⇨
지  

시군구 시군구→ 원회 원회 원회→신청인 신청인→ 융기 융기 →신청인

8. 지급 제외대상(법 제7조)

  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일제강점하 반민

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률」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족

  다.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9. 위로금 등의 환수(법 제34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문의처 :  완도군청 총무과 ☎ 061-550-5174(해당 읍․면사무소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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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우리 지역 출신 학생에 한 정부보증 학자  출이자 차액

보 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 으로써 경제  여건에 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11. 8. 5. ~ 9. 15.

   신청자격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  출자

   신청요건

      - 타시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수 처 : 각 시군(읍면동), 남인재육성재단, 각 학

   신청방법 : 직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남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지원내용

   지원규모 : 리1종, 리2종은 정부지원 리를 제외한 본인부담

 액 일반 출은 3%까지

   지원기간 : 학 재학기간( 출일~졸업시까지)

 향후 추진 일정

   학자  출이자 지원 신청서 수  : ‘11. 8.  5. ~ 9. 15.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 ‘11. 9. 16. ~ 9. 30.

   정부보증 학자  이자 차액 지원  : ‘11. 10. 1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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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남도학숙 하반기 입사생 선발요강 공고

 우리 주 남을 선도해 나갈 인재양성의 요람인 서울 『남도학숙』의 

2011년도 하반기 입사생(남자)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사장

----------------------------------------------------------------------------------------------

1. 2011년도 하반기 선발인원(남자)

   

구분 계 주 남

선발인원 남자 명 남자 명 남자 명

   ※ 입사자격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지원자 원 비인원으로 리하며 군입  

      등으로 도 퇴사자 발생시 비자 순 에 따라 연  입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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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가. 지원할 수 있는 학생

   (1)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이상 대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원생 (석사과정)      

  이어야 함.

   (2)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3) 아래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구     분 학  업  성  적  기  준

재 학 생
대학원생

 전체학년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3.0/4.5만점, 2.7/4.3만점)

 ※ 보호자(부, 모)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광주·전남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함.

    양쪽 모두 지원할 경우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탈락 처리됨.

나. 지원할 수 없는 학생

   (1) 퇴학, 휴학, 정학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학생

      (단, 휴학생 중 2011학년도 2학기 등록예정자는 입사가능)

   (2) 생활성적 미달, 사생수칙 위반으로 남도학숙에서 퇴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학생

   (3) 전염성질환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학생

   (4)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중인 자

   (5) 학숙 생활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지가 없는 학생

   (6) 금연서약을 할 의사가 없는 학생

3. 원서 교부  수

 가. 원서교부 : 2011.7.18(월)～8.10(수)

 나. 원서 수 : 2011.7.18(월)～8.10(수)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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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부  수 장소

  (1) 원서교부 : 남도학숙, 주 역시, 라남도 홈페이지 내려받기

  (2) 원서 수 : 남도학숙 장학부

     ※ 보호자(부, 모)의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광주·전남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함

        양쪽 모두 지원할 경우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탈락 처리됨

  (3) 수방법 : 방문  우편 수

     ※ 우편접수시 '11.8.10(수)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 (우)156-807,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길 48 (대방동 20-112)

4. 구비서류 (2011.7.1이후 발 된 서류에 한함)

 가. 입사원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을 경우 각각 제출)

 다. 재학여부 확인서류

   - 재학생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휴학생은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하되 입사등록시 재학증명서 제출바람

 라. 성  확인서류

   - 재학생  대학원생 : 전체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신입생은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편입(예정)자는 前대학 성적증명서

 마. 생활정도 확인서류

  (1)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주택·토지·건물) 부 모 각각 1부

    반드시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씩 제출해야하며 과세액이 없는 경우는 미과

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2011년(1월∼6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구분 준 비 서 류

부 모 모두 가입
(맞벌이부부 등)

①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②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중 한분 가입 ①가입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②미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부 모 모두 미가입 ①해당 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②부모 각각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생활정도 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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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가 특례 상자 추가서류(①～⑤택일)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1부

   ② 국가유공자 증명 1부

   ③ 광주민주화유공자 증명 1부

   ④ 장애인 증명 1부(시각 4급, 일반 3급이상)

   ⑤ 고교졸업증명서( 남만해당-관내고교졸업생 가점대상자)

5. 입사 상자 발표(인터넷 홈페이지) : 2011. 8. 18(목) 13:00

   가. 남도학숙 홈페이지 : http://www.ndhs.or.kr

6. 부담  납부기한 : 2011. 8. 19( )∼25(목) 까지

   가. 입사부담  : 66만원(입사비 10만원, 2학기분 부담  56만원)

      ※기한내에 미입금시 포기자로 간주함.

   나. 납부계좌 : 농  083-01-253628 주 : 남도학숙

     

7. 입사등록일 : 2011. 8. 27(토) 09:00∼18:00

   가. 등록장소 : 「남도학숙」장학부(☏ 02-820-3213～5)

                 서울 동작구 문화길 48(대방동 20-112번지)

   나. 필요서류 : 사진 1부, 건강진단서 1부

8.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교육 : 2011. 8. 31(수) 20:00

9. 기타사항

 가. 구비서류는 2011.7.1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상담 및 문의처 전화번호 : 남도학숙 장학부 : (02) 820-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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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로명주소 본격사용

Ⅰ 도입배경

  ○ 도시개발과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지번주소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집주소나 치를 찾아가기 어려움

    ※ 10번지 에 501번지 존재, 하나의 지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존재

  ○ 선진국에서 국제 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의 도입 필요성 증

Ⅱ 도로명주소 사용시기

  ○ 도로명주소 국 동시고시 : 2011.7.29  공법상 주소로써 효력발생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 2011.7.29 ~ 2013.12.31

  ○ 도로명주소 의무사용 : 2014. 1월부터 

Ⅲ 기타사항

   개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 면허증)을 교체해야 하는지?

     신분증 뒷면의 주소변경 란에 새주소 스티커를 일  발 하여    

       부착하게  됨으로 신분증 교체는 하지 않음.

    공 장부의 주소를 개인이 신청해서 바꾸어야 하는지?

     공부 리 해당부서에서 도로명주소로 자동 변경하게 됨.

    토지 장 등에 표기된 주소변경으로 소유권의 혼란은 없는지?

     부동산의 표시는 행과 같이 토지지번을 그 로 사용하고,

       부동산에 한 권리자의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바 는 것임

    부동산거래계약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는지?

     부동산의 표시는 토지지번 사용, 주소의 표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문의처 : 민원봉사과 새주소관리담당 ☎ 061-550-5376(해당 읍면사무소 민원실)



제426호 (8월)                                                                       청해진소식 ∥ Wandocounty

- 35 -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한”

총톤수 2톤미만 어선검사 안내

 어선검사, 왜 필요할까요?

   어선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어선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선검사 대상은?

  2008. 10. 1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총톤수 2톤미만 모든 동력선

 어선검사 시기는 언제인가요?

  배의 길이 6미터 미만    :  2011. 4. 1~ 2012. 3. 31까지

  - 배의 길이 7미터 이상 :            2010. 3. 31 종료

  - 배의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 2011. 3. 31 종료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어떠한 조치를 받습니까?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자는 3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어선검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어선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완도지부(☏ 061/554-1474)    

 직접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준비사항(선적증서,어업허가장 및 관리선지정증,구명장비,소방장비,수수료)

  어선검사는 최초의 정기검사이며 5년에 한번 검사를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완도군청(민원봉사과 수산민원담당 ☎ 061/ 550-5392~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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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

▣ 목  

   구제역 방 종과 거래 가축에 한 방 종확인서 휴 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발생을 방

▣ 용 상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 포함), 염소

▣ 방 종 실시  기록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는 리자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하여 구제역   

방 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 종시기  종량은 다음과 같음

축 종  방    종  시 기 종량(1회)

소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종

②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종
2ml/두

돼 지

① 모돈 : 분만 3∼4주  종

②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종

③ 자돈 : 2개월령 1차만 종

④ 종돈장의 자돈  암컷(후보 모돈 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종

2ml/두

염 소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2차 종 5∼6개월 후 보강

② 1세이상 : 1년 간격으로 종

1ml/두
 

   구제역 방 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은 소의 경우 탁기 (완도축 )에   

통보하여 쇠고기이력제에 방 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돼지·염소

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직  축종별로 구제역 방 종실시 장에 방 종 

상황을 기록, 이를 3년간 보

▣ 방 종확인서 발   휴

   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시 

구제역 방 종 확인서를 발 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 하도록 함

   방 종 확인서를 발 한 소유자 등 는 이를 인계받은 구매자 등은 방

종 확인서를 소·염소의 경우 발 일로부터 3년간, 돼지의 경우 1년간 보

▣ 반할 경우

  가축 염병 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제역 

방 종 미실시 농가 구제역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 을 차등 지

문의전화 :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완도군청 축산담당(☎550-5740, 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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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물놀이 활동시 지켜야 할 사항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 을 하기 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해 반드시 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신 후 들어간다.

  ○ 수 도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구조 이 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 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 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  주 의 물건들(튜 스티로폼, 장  등)

을 이용한 안 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 거나 식사 후에는 수 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 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 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 하지 않는다.

문의사항 : 건설방재과 복구지원담당  ☎ 550-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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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역사회건강조사 시행 안내

 2008년도부터 시작한『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를 한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심의 보건사업 수

행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를 생산하기 해  

매년 국 으로 실시합니다.

□ 주요내용

  조사기간 : 2011. 8. 16 ~ 2011. 10. 31

  조사 상 : 19세 이상 성인 900명 / 국 총 222,700명

  조사 상가구 선정방법 : 모든 주민을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건물유형정보와 연계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조사 상 선출. 선출가구는 주변의 다른 가구를 표함. 

    조사 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19세이상 세 원 모두 조사

  조사내용 : 가구조사,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신체활동, 양, 비만, 

체 조 ), 질병이환(만성질환 유병여부, 주요 질환 리 수  등), 방 종,  

사고  독, 보건기  이용 등 18개 역 핵심질문 247개

  조사방법 : 조사원이 선정가구를 직  방문하여 컴퓨터로 면 조사

  조사주  : 보건복지부(질병 리본부), 완도군(보건의료원)

  결과공표 : 2012. 3월말 정

  ※ 귀 가정을 방문한 조사원은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므로 조사원을 믿으시고

     조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만일 조사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완도군보건의료원

     (☏ 550-6741~ 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완 도 군 보 건 의 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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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예방접종 안내

 

  □ 추가 방 종의 요성

   방 종은 감염병 방에 가장 효과 이고 안 한 수단으로  방 종을 받으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자녀들을 보호하며, 감염이 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에 한 방어면역이 차 약해지고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받아야하는 

추가 방 종을 소홀히 하면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피해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방 종 일을 잊지 말고 미리미리 

확인해주세요.

   □ 아동 필수 방 종 일정 

연  령    예방접종 일정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접종시간

0세
 결핵(1회, 4주 이내),  B형간염(3회, 0-1-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3회, 2-4-6개월)
 폴리오(3회, 2-4-6개월)

월 ~ 금
9:00 ~ 11:30

만1세
 수두(1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회),  일본뇌염(2회)

만2세  일본뇌염(1회)

만4~6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회),  폴리오(1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일본뇌염(1회)

만11~12세  Td(1회),  일본뇌염(1회)

  ※ 자녀 방 종 기록은 방 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 비용

      - 보건기  : 무 료

      - 의료기  : <필수 방 종 백신비 지원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에게 

국가필수 방 종 8종 종비용  백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잊지 않는 작은 실천.  건강한 내일을 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 완도군 보건의료원 (550-6765 ~ 6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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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족  구  병

  수족구병(Hand, Foot,& Mouth Disease)이란? 

   주로 여름철과 가을철 면역력이 약한 ․유아에게 발병하며 어린이가       

 많이 모인 곳에서 속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손발에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 

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족구병이 진단된 환자와의 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  원  체

   장내바이러스 - 콕사키, 에코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71 

  잠  복  기

   3 ~ 5일이며 발병 1주일이 가장 염력이 강함

   감염된 사람의 변 는 호흡기 분비물(침,가래,콧물)을 통해서  

  주요 증상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으로 시작

   발열후 1~2일째에 수포성 구진이 손바닥, 손가락, 발바닥에 생김

   구내병변은 볼의 막, 잇몸이나 에 나타남 

   감기증상이 부분이지만, 면역체계가 완 하지 않은 생후 2주 이내의 신생아가     

감염될 경우, 드물게 사망하는 도 있음

  치     료

   특별한 치료법은 없음 

   증요법으로 열을 조 해 주거나 구강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예방 수칙

   환자는 의심되면 즉시 진단하여 격리하여야 함

   손씻기 등의 개인 생과 배설물처리 등 환경 생에 주의함.

문의사항 : 보건의료원 예방의약담당  ☎ 550-6760 ~ 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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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문의사항 : 보건의료원 예방의약담당  ☎ 550-6760 ~ 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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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독립운동가 나태섭(羅泰燮) 선생

(1901.12.16 ～ 1989.5.9.)

◈한국 복군 창설의 숨은 주역◈

  국가보훈처는 복회․독립기념 과 공동으로 한민국 임시정부 군사특 단으로  

 서안에 견되어 한국 복군 창군을 비하고, 복군 제2지  간부, 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총무과장, 군사학편찬 원회 간사로 복군의 군사 활동을 지원한 나태섭 선생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 다. 

 선생은 1901년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다. 1919년 동학교 재학  3․1만세운동에 

참여 후 교육을 통한 구국활동에 뜻을 품게 된 선생은 이듬해 졸업 후 안악군 삼학교 

교사로 재직하여 인재 양성에 진력을 다하는 한편 독립운동 자  모 운동과 더불어 

동지 포섭활동을 개해 나갔다. 1923년 활동이 탄로나 원산으로 피신하 으나 더 이상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자 망명을 결심하게 되었다.  

 1927년 5월 국 상해로 망명한 선생은 한민국 임시정부 주변 독립운동 단체와 계를 

맺고 1934년 2월 앙육군군 학교 낙양분교 한인특별반에 입교하여 독립운동 간부의 

길을 걷기 시작하 다. 이후 1934년 8월 남경의 앙육군군 학교 10기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재학  1934년 12월 한국특무 독립군 제1 장으로 선임되었다. 

 

 1936년 6월 앙육군군 학교 10기생 보병과 졸업 후,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황해도 지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보궐 선출된 선생은 같은 해 7월 한국국민당 청년단의 단장으로 

선출되어 임시정부 주변의 각 독립운동 단체의 단원들에 한 보호  일정보 수집, 

동지 규합, 인쇄물 등 선 활동, 친일분자  일본인 정보원 처단의 임무를 수행하 다. 

 1937년 일 쟁 발발 이후 임시정부는 시체제에 한 비와 보다 극 인 군사활

동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 이에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을 담하기 한 기구로 군사 원

회가 설립되었다. 선생은 군사 원회 상임 원으로 군사활동에 한 종합  계획을 수립

하는 한편, 군사특 단의 일원으로 최 선인 서안에 견되어 모활동을 개하는 등 

복군 창설의 실질  비 작업을 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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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복군 총사령부 참모  서안총사령부 부 으로 활동한 선생은 1944년 군무부 

산하의 군사학편찬 원회 간사로 임명되어 한국 복군의 각종 군사학서 을 편찬하고, 

군사법규를 기 하 다. 이를 통해 국군사 원회 측의 일방 인 통보로 제정된 속

인 내용의 ‘한국 복군행동9개 승’을 취소하고 1945년 4월 ‘원조한국 복군 법’을 마

련하기까지 복군의 독립성 확보를 해 혼신을 다하 다. 

  1945년 9월 화 한교선무단에서 활동하면서 화 지역 한인들의 생명보호와 안 한 

귀국, 구호활동 등의 활동을 개하다가 1946년 5월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환국하여, 

1948년 육군사 학교를 졸업하고 국군으로 복무하다 1956년 편하고, 1989년 5월 서거

하 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로를 기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 다.

 



제426호 (8월)                                                                       청해진소식 ∥ Wandocounty

- 45 -

8월의 호국인물 홍창원(洪昌源) 육군 중위

(1932. 2. 3 ～ 1952. 9. 7)

    

  쟁기념 은 6․25 쟁 당시 수도고지를 사수하고 장렬하게 산화한 홍창원(洪昌源) 

육군 를 2011년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홍창원 는 6․25 쟁 이던 1951년 6월 10일 육군보병학교 갑종간부   

제6기로 입교했다. 6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1951년 11월 24일 육군   

소 로 임 , 수도사단 26연  2  5  1소  소 장으로 복무했다.  

  휴 상이 포로송환 문제로 1년이 지나도록 진 을 보지 못하자 은 상에    

우 를 하기 해 강력한 국지공격을 감행했다. 1952년 9월 6일, 공군 35

사단은 북한강과 성천의 합류지 에 치한 요충지인 수도고지를 확보하기 해 

맹렬한 포격과 함께 인해 술로 공격해 왔다. 

  장으로부터 진지 사수명령을 받은 홍창원 소 는 을 맞아 선두에서   

소 원을 독려하며 치열한 방어 을 펼쳤다. 그러나 과부 으로 려오는   

을 맞아 고군분투하던 홍소 는 와 통신마  두 되자 진지 사수를 한   

최후 수단으로 진내 사격을 긴  요청했다. 당시 수도고지를 비롯한 각 고지와   

주 진지 사이에는 87회선이나 되는 통신망이 매설되어 있었으나 하루밤새 모두   

두 되었으니 당시 공군의 상공세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진내사격 요청을 받은 아군은 5분간 고지 부근에 포사격을 실시했고 홍소 는 아군

의 포사격 가운데서도 백병 을 벌여 무수한 을 사살한 후 장렬하게 산화했다.   

홍소 를 비롯한 1소 원의 살신성인으로 아군은 수도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 을 기려 1952년 충무무공훈장, 1954년 화랑무공훈장과   

함께 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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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인 참전유공자를 찾습니다.

    상 : 6.25 쟁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 하신 분

   * 비군인 : 학도의용군, 유격 원, 군속, 징용된 노무자, 국민방 군 등

    차

    참 사실확인신청서와 입증자료(귀향증, 종군기장수여증, 사진 등)

     는 인우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국방부에 신청

    국방부 심의 후 참 사실확인서를 발 받아, 할 보훈(지)청에

     참  국가유공자 등록

   * 군인신분으로 참 하신 분은 읍•면•동사무소( 는 병무청)에서 

    병 증명서를 발 받아 할 보훈(지)청에 참  국가유공자 등록

   우  지원

    참  명 수당 지  : 월12만원(65세 이상)

    고궁, 능원, 독립기념 , 쟁기념  등 이용시 입장료 면제

    사망시 국립호국원( 천, 임실, 이천) 안장 지원 등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www.mnd.go.kr)>국방정보공개>

  업무분야별 자료>비군인 참 사실확인 신청 안내(167번자료) 안내 참조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예비역정책발전TF  ☎ 02-748-5123,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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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 배경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외 일시체류( 정)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르더라도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 2009. 2. 12.「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2012. 4. 11.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2012. 12. 19. 실시하는 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외 거주 체 재외국민은 약 287만명으로, 국내와 같이 재외국민수의 80% 정도를 유권자로 

상하면, 약 230만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재외선거 일정표 ▣

◈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   시   사   항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1. 10. 14. 부터 
´12. 05. 11. 까지

´12. 06. 22. 부터
´13. 01. 18. 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중앙선관위에>
  국외부재자신고<구 시 군의 장에게>

´11. 11. 13. 부터
´12. 02. 11. 까지

´12. 07. 22. 부터
´12. 10. 20. 까지

  재외투표용지 및 재외선거안내문 등 송부
   <재외선거인/국회부재자신고인에게>

´12. 03. 17. 까지 ´12. 11. 24. 까지

  재외투표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로 정하는 기간

´12. 03. 28. 부터
´12. 04. 02. 까지

´12. 12. 05. 부터
´12. 12. 10. 까지

  개    표(선거일) ´12. 04. 11. ´12. 12. 29.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및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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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

○ 국민연 에서는 국민의“행복한 노후” 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 소득보장과 

노후생활 련 종합 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님 여건에 맞는 노후 필요자 을 추정하고, 국민연  상연 액을 포함한 노후 

비자 을 확인한 후, 노후 부족자 을 산출하여 노후 비 정도를 진단해 드립니다.

※ 노후설계상담 신청

  - 국민연  행복노후설계센터(해남) : 061) 530-2320, 2322, 2301

  - 노후설계 문사이트 “내연  http://csa.nps.or.kr”

인터넷카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세요!

< http://cafe.daum.net/mylife337 >

○ 이런 분들은 꼭 회원가입하셔서 이용하세요!

 - 은퇴 비·노후생활에 련한 생생한 정보를 얻고 싶다

 -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얻고 싶다

 -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얻고 싶다

 - 노후 비에 심있는 사람들과 친목도모를 하고 싶다

※ Daum카페 검색창에서“행복한 미래를 비하는 사람들”을 입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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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든든학자금 대출 안내

  지난 7월 6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  출제도인 2학기 ‘든든학자 ’ 

신청 수가 시작되었다. 경제 인 어려움으로 학업 단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시 은행보다 훨씬 낮은 4.9%의 리로 학자 을   

출 받을 수 있다. 

  평균 B학  이상, 가구소득 7분  이하의 학생이면 구나 신청 가능하다. 

2011학년도 2학기 학자  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9월 30일 이 에 학별 

등록  납부기간에 맞춰 출신청을 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일반상환 학자  

출제도 등 다양한 국가지원 학자  출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상담 화(1666-5114)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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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바다의 생명번호 122

◈ 해양긴 신고번호 122란?

   ○ 122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를 신고하는 긴  재난안     

화번호입니다.

   ○ 해양에서 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번없이 122를 르면 곧바로 사고  

장에서 가장 인 한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122해양경찰 구조 로 연결돼 

신속하게 출동, 구조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 119나 112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 최  해양사고 발생시 119(소방), 112(경찰) 등 다른 재난번호로 신고할  

경우 신고받은 기 에서 다시 해양경찰 122번으로 달되므로 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 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 해양사고 발생시 부분 응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  4~5분 사이  

한 응 처치를 제공받지 못해 심각한 뇌손상을 당하거나 소 한 생명을 

잃게될 수 있습니다.

◈ 해수욕장에서도 122로 신고하면 되나요?

   ○ 당연히 해수욕장에서도 12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해양경찰청은 국 해수욕장의 안 을 책임지는 총 기 입니다. 해양경

찰청은 1,500여명의 해양경찰 과 수상오토바이와 고속보트 등 연안구조

장비 159 를 동원하여 해역별 주요해수욕장에 각각 여름해양경찰서를 개서

하고 나머지 272개 해수욕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 특히 올해는 여성피서객에 한 구조과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해 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한 여성해양경찰  855명을 

배치해 여성피서객에 한 인명구조는 물론 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 방과 

미아찾기 등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 032-83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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