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정 소식 ◦2018년 4월 국정홍보만화

◦완도군 해양헬스케어 산업(해양치유)소개 ◦건전한 화환문화 조성을 위한 신(新)화환 이용 협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신청 ◦간경화‧지방간‧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반값' 이하로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치매안심센터 홍보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안내

◦농약안정성 검사기준 대폭강화(PLS) ◦임대주택사업은 저리의 기금 융자로!

■ 도정 소식 ◦청탁금지법

◦도민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제안 참여 안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및 5월 신청 안내

◦모터 뮤직 페스타에 초대합니다.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2018년 디딤씨앗통장」정부지원 확대 ◦청소년 인터넷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2018년 재난심리 회복지원 사업 안내 ■ 이달의 역사 인물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내 ◦2018년 5월의 독립운동가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2018년 5월 이달의 전쟁영웅 

■ 국정 소식 ◦2018년 5월의 현충인물 김신 공군 중장

◦｢교육지원 한눈에｣ 사이트 개통 ◦2018년 5월의 호국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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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헬스케어 산업(해양치유) 소개

(자료제공 : 완도군청 해양수산정책과 ☎ 061-55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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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신청

(자료제공 :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 061-550-5182)

전라남도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생계지

원비를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께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신청 안내 -

 1. 관련근거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신청기간 : 연중

 3. 신청대상 :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다만, 사망·행불·상이·해직자에 한함)

* 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세대)

 4. 구비서류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통장 사본, 신분증

 5. 지원금액 : (생활지원금) 매월 13만원 지급

 6. 지급개시 : 2018. 5.부터     * 예산 범위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가능

 7. 처리절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및 통장사본 준비

➡

신청서 작성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조사 및 

결과통보

➡

지  급

 ․ 본인신청 시,

 - 관련자 증서,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관련자 증서,

   대리인 신분증 

 ․ 생계지원비 신청서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서

 ․ 생계지원비  20일

  이내 결정 통보

  

매월 말 지급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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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 수두 ·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주의

(자료제공 : 완도군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담당 ☎ 061-550-6716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부터 3일 이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5일까지 등교하지 않아야 함.(4일부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그 이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하지 않는 것을 권장)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 증가   

  ∙ 수두 :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 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 유행성이하선염 :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침샘(이하선) 부위가 붓고     
                      1주일 가량 통증을 동반,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로 전파

  ∙ 9세 이하 연령층에서 발생이 높고, 봄철 증가 시기가 다가와 유행 전 어린이의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표준일정에 따라 접종하고, 누락된 접종이 있으면 완료하여야 한다.
       ⇒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안내
 
        ※ 등원 ‧ 등교 중지기간 
        - (수두) 모든 피부병변(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및 예방접종 완료

  ∙ 초‧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후 미 접종자 예방접종

 ∙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 준수

   -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 진료
   -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환자는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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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이렇게 대처하세요!

(자료제공 : 완도군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담당 ☎ 061-550-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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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자료제공 : 완도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 061-550-5810~9)

치매에 대해 궁금하세요?
치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24시간 365일 언제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 ➊번을 누를 경우 돌봄상담
- ➋번을 누를 경우 정보상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문의전화: 550-5810~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세요.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88)하게)

       배회감지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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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자료제공 : 완도군 환경산림과 ☎ 061-55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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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
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
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구  분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사례

○ X

플라스틱용기

(페트병 등)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플라스틱류

(기 타)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비닐류

(필름류)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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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안정성 검사기준 대폭 강화(PLS)

(자료제공 : 완도군 농산물품질관리원 ☎ 061-430-8714)

 (추진배경)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PLS 제도를 도입(식약처)
  * 농약안전성 검사기준 대폭강화(Positive List System, PLS)

 PLS제도는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

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행) PLS 시행 후

설  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미설정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일본(2006), EU(2008), 대만(2008),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2019년 1월 1일 이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예정

❍ 1차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
    * 견과종실류(호두, 은행, 땅콩, 참깨, 들깨 등),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

❍ ’18년에 생산되어 ’19. 1월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 대상에 적용

< 배추에 PLS 적용 예시 >

◎ 배추에 고추 농약성분(보스칼리드)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
의 잔류농약 검출 시

  - (시행 전)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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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제안 참여

(자료제공 : 전라남도 인구정책기획단  ☎ 061-286-2821)

전라남도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구조변화로 인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 도

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민에게 필요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게시해 주

시고 타인의 게시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18. 3. ~ 4. 

○ 방    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접속 후 상단배너 1번   

                이미지 또는 메인 상단 (참여와소통>도민․제안 참여>도민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클릭 후 로그인 후 주제별 의견달기  

○ 분     야 : 6대 중점 과제 

  - 광주근교권 인구유입 전략, 섬․어촌 등 젊은 층 유도 방안, 고령화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 출산율 제고가 비교적 유리한 도시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 외국인 근로자, 다  

 문화 가족 정책, 산단 이나 전남 이전 공공기관 등 도내 거주 근로자의 주민등  

 록 유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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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뮤직 페스타에 초대합니다.

(자료제공 : 전라남도 모터스포츠담당관실  ☎ 061-286-7923)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터스포츠를 주제로 국내 정상급 공연과 다양한 체
험 프로그램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5. 5.(토) ~ 5. 6.(일)까지 영암 국제
자동차경주장에서「2018 모터 뮤직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8 모터 뮤직 페스타

    - 기간/장소 : ‘18. 5. 5.(토) ~ 5. 6.(일)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 주요 프로그램

      ∘ 뮤직 페스타 : 싸이(PSY), 빅뱅 승리, 크라잉넛, 도끼 등 12개팀

      ∘ 모터스포츠 : CJ슈퍼레이스(2라운드), 모터사이클 대회

      ∘ 체험 프로그램 : 슈퍼카 택시타임, 모터사이클 점프쇼, 불꽃축제, VR레이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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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디딤씨앗통장」정부지원 확대

(자료제공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286-593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

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 12세이상 만 18세 미

만 아동

※ 만 18세 미만 : 2002.01.01.이전(2001.12.31.까지) 출생 아동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아동명의 디

딤씨앗통장 적립 시 정부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

용 가능, 만 24세 이후 제한 없이 전액 인출 

※ 적립금 사용 용도 외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 시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불가

○ 변경내용

-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 아동 가입 연령 확대

(‘17년) 만 13세까지 → (’18년) 만 17세까지

․ '18년 신규 가입 대상 : 만 12세 ~ 만 17세(2006.1.1. ~ 2001.12.31.출생)

○ 협조사항 

- 지원대상아동 선정

․ 가입 대상 아동에 대한 관리 및 사업 안내로 대상 아동 누락 방지

․ 아동의 적립 실적 주기적 점검 

- 후원 및 홍보 확대

․ 지역 후원 적극 발굴 및 적립 어려운 아동 연계 협조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저축 및 경제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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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난심리 회복지원 사업 안내

(자료제공 : 전라남도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 061-28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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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내

(자료제공 : 전라남도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 061-286-303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란?

◇ 대규모 사고 및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비하여 골든타임 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

○ 기    간 : 2018. 5. 8.(화) ~ 5. 18.(금) [2주간]

○ 훈련방향

-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 확대로 안전문화의식 확산

- 중앙부처, 도, 시·군 통합연계훈련 실시로 대규모 재난대비 대응체계 확립

- 불시 및 상시훈련 실시로 비상시 재난상황 대처능력 배양  

○ 도, 시·군 중점훈련

-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 통합연계훈련(조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대응훈련)

※ 5. 15.(화) 14:00 / 여수시 신항·오동도 일원

- 22개 시·군 개별 재난유형 대응훈련(화재대피, 해양선박사고 등)

○ 주민참여훈련

- 전국 단위 지진대피훈련 / 2018. 5. 16(수)

※ 실내대피 이후 건불 밖 대피장소로 이동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2018. 5. 14.~5.18, 전남도 일원)

- 소방안전교육(소·소·심) 실시 / 22개 시·군 일원

○ 훈련정보 확인

- (TV, 매체, 홍보물) 방송국 홍보영상 및 홍보 리플릿 등 배부

- (인터넷, 웹사이트) 전남도, 시·군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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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자료제공 :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 061-286-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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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 및 지원정책 통합조회 플랫폼    

「교육지원 한눈에」사이트 개통

(자료제공: 교육부 소통지원팀  ☎ 044-203-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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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단위 지진 대피훈련(5.16) 실시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044-205-5192)

□ 훈련 개요

  ○ (일시‧지역) 2018. 5. 16(수) 14:00∼14:20(20분간), 전국 일원

  ○ (훈련내용) 실내대피(책상ㆍ탁자 아래 대피) 이후 건물 밖 대피장소로 이동

  ○ (훈련방법) 공공기관(의무참여) 및 민간(중점훈련대상 시범훈련 및 

자율참여) 참여를 통한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실시

※ 차량통제 미 실시,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정상 운행, 병원 정상 진료

□ 훈련 진행 

지진발생(훈련상황)

(14:00)

 ㆍ 대규모 지진 발생(진원이나 규모 등은 미포함)

  ※ 지진발생 상황은 라디오 방송*, 재난위험경보 등을 통하여 전파
    * KBS 라디오 등 11개 방송사를 통한 훈련 상황 실황방송

⇩
실내 대피

(14:00~14:02)
ㆍ 책상 및 탁자 아래에서 몸을 보호(2분)

⇩
야외 대피

(14:02~14:15)

ㆍ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야외 대피장소로 대피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피시간 조정 가능

⇩
행동요령 교육

(14:15~14:20)
ㆍ 지진행동요령 교육 후 훈련 종료

□ 협조 사항(지방자치단체, 주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지진 대피훈련 참여 협조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주민 등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교

육 및 지진 대피훈련 적극 참여 협조

  ○ 훈련 안내,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아파트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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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지진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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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국정홍보만화 (새 학기 부정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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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국정홍보만화 (진술조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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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화환문화 조성을 위한 신(新)화환 이용 협조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

□ 추진배경

○ 경조사 화환의 20~30%가 재사용* 화환인 것으로 추정, 절화 소

비 감소로 농가 소득증대 저해 등 화훼산업 위축

* 경조사에 연간 약 700만개의 화환이 사용되며 이중 140～230만개가 재사용 추정

◈신화환 보급 확대를 통해화훼 농가 소득안정및 화환 문화 정착기여

□ 추진현황

○ (화환대 개발) 신화환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슬

림(slim)한 화환대 개발 연구용역 추진

○ (신화환 전시) 신화환 홍보 및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다양

한 가격대의 신화환 모델 개발 및 전시회 개최(‘18.1.31~2.2, aT)

○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직원 애경사시 신화환 사용 협조 요청(3.8)

* 신화환 전시회 우수 신화환 모델 카달로그 제작 배포(1만부)

□ 협조사항

○ 애경사 또는 공식 행사 등에 조화(造花)가 아닌 생화(生花)로 만

들어진 신화환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신화환 주문처 : (사)한국화원협회(1588-1222) 또는 가까운 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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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반값' 이하로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되어, 4월 1일부터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

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

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

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

파*로 구분됩니다
* 간암 또는 악성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이하 기존 급
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

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

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

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

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 됩니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

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162억원 중 단순 초음파 5억원(3%)

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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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7)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소

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실제 성매매는 없었으나 성을 팔도록 권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주변에 그런 경

우가 있었나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

◆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을 수사기관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의 사람(‘18년 기준 ‘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
련된 사람 제외(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조)

◆ 범죄 신고방법

·전  화 : 112      ·방  문 :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온라인 : 경찰청 ‘안전Dream’홈페이지 (www.safe182.go.kr) 

◆ 포상금 신청방법 

   수사기관에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지급신청서 다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주제별정보 → 인권보호 → 아동청소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 지급신청서 제출

- e메일 : cyprotection@korea.kr (e메일 송부후 반드시 전화 확인)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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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금 지급 절차

수사기관
(검찰,경찰)에

신고
→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

여성가족부
검토

(수사결과
확인)

→
포상금
지 급

(신고자 수령)

*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지급 사례(예시)

위반범죄 지급 사례 포상금액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

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과 성행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0만원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 채팅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하거나 성매수하기 위하여 유인한 행위

· 인터넷TV에서 방송중인 여자청소년에게 또래 

청소년이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70만원

제14조 아동·청소년에게 대한 강요행위 등

강요행위(폭행·협박, 채무, 위계·위력, 업무·고

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또래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 청소년으로 하여금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하여 조건만남  

(성매매)을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갈취한 행위

100만원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

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 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영업한 행위

· 성매매알선업을 목적으로 원룸을 임차하여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유인한 남자손님들에게 유사성행

위를 하도록 한 행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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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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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 ! 청소년어울림마당 !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48)

○ 청소년어울림마당이란?
- 청소년들이 공연, 경연, 전시, 스포츠,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주민

과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 입니다

- 특히,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

지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 ‘어울림마당’은 순우리말로, ‘청소년이 활동을 통하여 상호 소통하는 장’이라는 뜻이 담
겨있음

○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에 참여하려면?
- 가까운 시군구의 청소년동아리 담당자께 문의하여 신청해주세요.

- 우수한 활동을 한 청소년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수여되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언제 어디서 열려요?

- 어울림마당 행사는 청소년들이 접근이 쉬운 곳에서  연중 주말에 열립니다.

- 행사 정보는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어울림마당 참여조건은?

- 청소년어울림마당은 학교재학여부에 상관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동아리는?
- 공통의 관심과 취미를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공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알

리는 부스운영도 해볼 수도 있어, 창의성은 물론 인성과 사회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려면?

-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www.youth.go.kr)을 이

용하면 됩니다

- e-청소년의 <청소년활동>에서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선택하면, 전국에서 운영되

는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선택해 담

당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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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안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044-201-4868)

○ 임대사업자의 정의

- 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등

록한 주택을 말함

○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주택 자금지원 안내는 우리은행(1599-0800)을 통해 받을 수 있음

《임대사업자 주요세제 혜택(‘18년 4월 이후)》

구분(관할) 세금종류 주요 세제혜택

국세
(세무서)

양도소득세 ㅇ 준공공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ㅇ 단기임대 30%, 준공공임대 75% 감면

종합부동산세 ㅇ 합산배제
지방세
(시,군,구청)

취득세 ㅇ 취득세 면제(60제곱미터 이하)
재산세 ㅇ 재산세 면제(40제곱미터 이하)

*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지방세과에 문

○ 임대사업자 등록시 의무

-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본인거주 불가, 매
각 제한)하여야 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따름

<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

ㅇ (임차인 보호)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거절 불가능
ㅇ (임대료 증액제한)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
ㅇ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체
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ㅇ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임대
주택을 양도할 수 없고, 본인이 거주 할 수 없음

○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를 신청,
사업자 등록증(신청후 3~10일 후 발급)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별도 세금 감

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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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은 저리의 기금 융자로!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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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044-200-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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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및 5월 신청 안내

(자료제공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 044-204-3818)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

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아래요건을모두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등

○ 신청기간 : 2018. 5. 1.∼ 5. 31.까지

○ 신청방법 : 홈택스(인터넷, 모바일앱), ARS(1544-9944), 서면 신청

○ 지급시기 : 신청요건 심사 후 9월 말 지급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

(①또는②)

① ’17.12.31.현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을 것

② 신청자가 30세 이상일 것(’87.12.31.이전 출생)

부부합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 가구 1,300만원 미만 3∼85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3∼2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3∼250만원

재산요건 ’17.6.1.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17.12.31.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부합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자녀 1인당)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30∼50만원
맞벌이 가구

재산요건 ’17.6.1.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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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자료제공 : 통계청 고용통계과 ☎ 042-481-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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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 02-3704-0554)



                                                                     

- 34 -

(자료제공 : 한국자산관리공사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추진단 ☎ 051-794-4571)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자의 채

무정리를 지원합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란!

  ㅇ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으나,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어서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채무원금(이자 제외) 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곳에 

빚이 있어 그 합계가 천만원보다 많더라도 하나의 금융기관에 천만원 이

하의 빚이 있으면 그 채무만 별도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분에 한하여 지원해드

리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금융기관 보유 채무는 그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요?

  ㅇ 인터넷(www.oncredit.or.kr)에서 접수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

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신청기간 : ’18.2.26 ~ 

’18.8.31(6개월)) 

  ㅇ 방문하여 접수할 때는 신분증 외 필요 서류가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

으니 꼭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당신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세요



                                                                     

- 35 -

참 고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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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의 독립운동가 신건식․오건해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71)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신건식(申建植, 1889. 2. 13.～1963. 12. 8), 오건해(吳建海,

1894. 2. 29.～1963. 12. 25) 선생 부부를 2018년 5월의 독립운

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신건식 선생은 1889년 충북 청원군에서 출생하여 덕남사숙

에서 공부하다 상경하여 무관학교와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영문

학과를 졸업하였다. 1911년 형 신규식을 따라 상하이로 망명한 

후 항저우에 있는 의약전문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

1912년 신채호, 신규식 등이 국권회복을 위해 조직한 동제사(同濟社) 활동에 참여하고 1925년 

저장성 육군형무소 군의관 및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황포군관학교) 외과주임으로 근무하며 난징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와 학생 등의 숙식 경비를 지원하였다.

1937년부터 난징에서 광복진선선전부에 소속되어 선전활동에 주력하였고, 1939년 제31회 의정

원회의에서 충청도의원으로 당선되며 임시정부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1942년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한국광복군의 지휘권을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간섭하자 

의정원 동료의원과 합심하여 이를 되찾아 왔다.

1943년 재무부 차장으로 선임되었고, 의정원 분과위원으로 재정, 예산, 결산을 담당하며,

재정분야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오건해 선생은 1926년 경 남편 신건식 선생이 있는 중국으로 이주하여 이동녕, 박찬

익 등 독립운동가의 뒷바라지에 힘썼다. 1938년에는 ‘남목청사건’으로 총상을 당한 김구 

선생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여 소생시켰다.

아울러, 1940년 한국역명여성동맹과 1942년 한국독립당에 의욕적으로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신건식․오건해 부부는 그들 자신이 독립운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딸 신순호, 사위 박영

준, 형 신규식, 조카 신형호, 사돈 박찬익 등 가족이 모두 독립운동에 나선 명문가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부부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77년과 201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

과 애족장을 추서 하였다.

 

신건식․오건해 선생 가족사진
(왼쪽부터 오건해, 신순호, 신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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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의 6․25전쟁영웅 김현숙 육군 대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7)

◈ 나라를 위한 고귀한 충정, 대한민국 여군의 새 역사를 쓰다 ◈
국가보훈처는 ‘김현숙’ 육군 대령을 5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김현숙 육군 대령
(1915.7.4.∼1981.11.7.)

상훈 : 미대통령 공로훈장(’54)

 • 김현숙 대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여자의용군 교육대를 창설하여, 초대 교

육대장으로서 여자의용군 874명을 양성하고 각 부대에 배치하여 정보 및 첩보

수집, 모병업무 등 임무를 수행하였음

○ 김현숙 대령은 1915년 7월 4일 평양에서 출생하여 일본 동경체육전문학

교를 졸업하고 평양 강동여자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다. 1949년 예비

역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이후 국방장관실에 보직되어 지리산 공

비토벌작전 때 생포한 여자공비의 전향을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하던 

중 6․25전쟁을 맞았다.

○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어린 남학생들이 군에 입대하는 모습을 보고 

여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

자의용군 모집을 건의했고, 1950년 8월에 여자의용군 모집에 관한 담화를 

직접 발표했다.

“국민으로서 여자만이 안일하게 국난을 방관하는 태도로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

므로 앞으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니 일반의 협조를 바란다. (중략) 남녀를 막

론하고 이 시국을 재인식하여 국가총력으로 최후의 평화를 획득할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여자의용군 모집 담화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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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9월 육군 제2훈련소 예속으로 여자의용군교육대를 창설하고 초대 

교육대장으로 취임했으며, 여자배속장교 출신들을 규합하고 지휘관, 참모 

등의 임무를 부여하여 여자의용군 1, 2기 874명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6․25

전쟁기간 동안 국군의 일원이 되어 정보 및 첩보수집, 선무활동, 모병업

무 등의 현장에서 국가를 구한다는 신념으로 전방위 활약을 펼쳤다.

○ 조국이 위태로울 때 기꺼이 응답했던 여자의용군을 직접 가르쳤던 김현숙

은 1953년 3월 한국 여군으로서는 최초로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같은 해 

9월 여군창설 3주년 기념식에서 최초의 여군기를, 1954년 8월에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공로훈장을 받았으며, 1960년 9월 초대 여

군처장으로 전역하기까지 여군창설과 발전의 주역이었다.

○ 김현숙 대령은 1981년 11월 7일 지병으로 향년 66세에 별세했으며, 동작

동 국립현충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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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의 현충인물‘김신 공군 중장(애국지사)’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2)

m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6.25전쟁 당시 승호리철교 폭격 주역인 김신

(1922.9~2016.5) 공군 중장(애국지사)을 5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m 김신 공군 중장(애국지사)은 1922년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김구주석

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조모 곽낙원 여사를 따라 귀국하였다가 1933년 중국으

로 망명했다.

m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임시정부의 비밀연락과 임정 요인들 간의 주요연

락 및 정보수집 임무를 맡아서 수행했다.

m 중국과 미국에서 공군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한국독립당원, 1947년 조선

국방경비대 활동 및 6.25전쟁에서 대한민국 공군 지휘관으로 1952년 1월 승호

리철교 폭격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m 김 중장은 이후에도 공군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독립기념관 이사

장, 백범김구기념관 관장 등을 역임했다.

m 정부는 김신 공군 중장(애국지사)의 공로를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 무공훈장(충무,

을지, 화랑) 등을 수여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 377호에 잠들어 계신다.

김신 애국지사(공군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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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호국인물 이천 장군 (1376 ~ 1451)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홍보팀  ☎ 02-709-3109)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조선시대 무관이자 과학자로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이천(李蕆) 장

군을 2018년 ‘5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이천 장군은 1376년(우왕 2) 경상도 예안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예안(禮安), 호는 불곡

(佛谷)이다. 장군은 1393년(태조 2)에 17세 나이로 별장(別將)에 임명되었고, 1402년(태종 2)

에 무과에 급제했다.
  

 1419년(세종 1) 우군부절제사가 된 장군은 대마도 정벌에 종군한 공로를 인정받아 좌군동

지총제로 제수되었다. 이후 대마도에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경상도로 파견되었으며, 황해

도 안흥량에서 노략질을 하던 왜적이 대마도로 돌아가자 이들을 소탕하는데 큰 공적을 세워 

충청도 병마도절제사에 올랐다.
  

 무예 외에 과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였던 이천 장군은 1420년 세종에게 발탁되어 ‘경자

자(庚子字)’라는 활자를 제작했고, 이후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 제조, 사륜차(四輪車) 

제작 등에도 참여했다. 또한 1433년에 혼천의(渾天儀) 등 천문기구를 만들었고 이듬해 금속

활자 갑인자(甲寅字)를 제작해 조선의 인쇄술 발달에도 큰 기여를 했다. 

 1436년(세종 18) 평안도 도절제사가 된 장군은 이듬해 7월 8천 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여

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여진족들의 주 근거지인 파저강(波猪江) 유역을 정벌했다. 이후 장군

은 4군의 안정적인 구축과 북방 안정에 힘을 썼으며, 토벌 당시 여진족에게 얻은 중국의 제

철기술을 활용해 대포를 만드는 등 화포 개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천 장군은 조선시대 국방 · 외교 ·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웠으며 1451년 77세 나

이로 별세했다.  

 5월 3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종중 및 유관단체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이천 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