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정 소식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협조 요청

◦한여름 바닷속을 조심해! - 비브리오 패혈증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안내

◦치매환자 가족상담 ◦5월 농산물(토마토, 양파) 소비 촉진 협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 주민 홍보 ◦건전한 화환문화 조성을 위한 신(新)화환 이용 협조 

◦완도군 사이버교육센터 신규 강좌 개설 안내 ◦기초연금 신청여부 확인하세요.

◦농약안정성 검사기준 대폭강화(PLS)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 도정 소식 ◦201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2018년 한옥사업 신청 하세요 ◦2018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임대주택사업은 저리의 기금 융자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하세요! ◦｢자동차365｣ 서비스 운영

◦전라도 관광100선 ‘모바일 스탬프투어’ 홍보 ◦우리집 에너지 사용량,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로 확인하세요!

■ 국정 소식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현충일에 조기를 달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립시다. ◦2018년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이달의 역사 인물

◦올바른 무선국 이용 안내 ◦2018년 6월의 독립운동가 이대위 선생

◦군사법정 견학안내 ◦2018년 6월 이달의 전쟁영웅 임부택 육군 소장

◦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2018년 6월의 현충인물 김성은 해병 중장

◦2018년 5월 국정홍보만화 ◦2018년 6월의 호국인물 윤길병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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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바닷속을 조심해! - 비브리오 패혈증

(자료제공 : 완도군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담당 ☎ 061-550-6767)

□ 비브리오패혈증이란?

-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에 의한 급성패혈증으로 주로 여름철에 해수   

온도가 18~20℃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 것 또는 덜 익혀서 먹은   

경우 또는 상처난 피부로 오염된 바닷물을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

□ 비브리오패혈증의 증상은?

  - 건강한 사람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고위험군*에서는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괴사 등 패혈성 쇼크의

증상을 유발하며, 패혈증으로 발병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 고위험군: 간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수칙】

○ 첫째,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둘째,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셋째,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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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질의응답

1.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

 ○ 비브리오 패혈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
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
증입니다.

2.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
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
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
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

3.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
염되며, 사람 간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4.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금
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간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 환자 등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 저장, 85℃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
돗물에 씻은 후 섭취.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

5.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 적절한 항생제복용을 통해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병변절제를 통
해서 치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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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족 상담

(자료제공 : 완도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 061-550-5810~5819)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 어렵고 힘드시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여러분들의 상담을 해드립니다. 

▶대상: 치매환자의 가족

▶장소: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상담내용 -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분석
           -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문의전화: 550-5814, 5817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문의전화: 061-550-5810~9

       배회감지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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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 주민 홍보

(자료제공: 완도군보건의료원 의약관리담당  ☎ 061-550-6761)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흡연(사용)사범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

1. 중점 단속대상

  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투약자

  나.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흡연자 파악

  다. 기타 관련사범

2. 단속기간

  가. 양귀비 : 2018. 4. 중순 ∼ 6. 하순, 개화기

  나. 대  마 : 2018. 6. 중순 ∼ 7. 중순, 수확기

3. 단속방법 및 처리

  가. 밀경작 우려지역 해남지방검찰청, 사법경찰, 보건의료원 공무원 합동 단속 

  나.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다. 밀경작자는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등을 면

밀히 수사하여 엄단

《 대검 설정기준(양귀비) 》
50주 미만 : 불입건, 50주 이상～ 100주 미만 : 기소유예, 100주 이상 : 기소

특히 양귀비 50주 미만의 경우에도 불입건, 압수물 처리

규제대상 양귀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①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②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③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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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이버교육센터 신규 강좌 개설 안내

(자료제공: 완도군 사이버교육센터  ☎ 061-550-5114)

 ○ 완도군 사이버교육센터(http://edu.wando.go.kr) 

 ○ 완도군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강의 수강 가능 

 ○ 컴퓨터 / 어학 / 교양·문화 / 자격증 강좌 수강 가능

 ○ 신규강좌 내용

   ▪ 다문화가정 건강하게 지키기, 엑셀2010, 한글2010  동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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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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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옥사업 신청 하세요

(자료제공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 061-286-7741)

○ 전라남도에서는 전통한옥의 건축미 유지와 차별화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

선을 위하여 한옥마을 조성과 한옥신축에 대한 한옥 지원 사업을  시행중

에 있습니다.

○ 2018년도는 한옥마을 조성 2개소, 한옥신축 30동, 개별한옥신축 및 전통한

옥 개보수 20동 등 총 50동 규모의 한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옥건립 예정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수시로 사업신청서

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재정지원은 보조금 최대 3천만 원과 보조금을 포함한 최대 2억 원까지 융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리 1%이며 1년 거치 후 원

리금은 9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 사업신청자격은 전라남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남으로의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은퇴를 앞둔 수도권의 베이붐 세대, 도시청년들도 지

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옥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실과홈페이지-건축개발

과- 공지사항)에 게시된 “2018년 한옥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

며, 기타 한옥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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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자료제공 :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  ☎ 061-286-5521)

○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 2018. 4. 25.(대한체육회 이사회)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요

- 기    간 : 2022년 10월 중(7일간)

     - 주개최지 : 목포시(일부 종목 경기장은 시·군별 분산 개최)

     - 참가인원 : 약 3만 여명(임원 1만, 선수 2만) * 해외동포 선수단 포함

     - 경기종목 : 2개 종목 46개 종목(정식 45. 시범 1)

종목 구분 종 목 (종별 :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정식

(45)

단체종목 
(8) 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크로 

기록종목(12
)

육상, 수영, 자전거, 궁도, 양궁, 사격, 역도, 롤러, 조정, 카누, 산악, 
핀수영

체급종목 
(7) 레슬링, 복싱, 씨름, 유도, 태권도, 우슈, 보디빌딩

개인단체(18
)

펜싱, 검도, 테니스, 탁구, 정구, 배드민턴, 골프, 승마, 체조, 세일링, 볼링, 
바둑, 수상스키, 근대5종(펜싱, 사격, 수영, 육상, 승마), 트라이애슬론, 스쿼시, 당구, 
댄스스포츠

시범종목(1) 택 견

 - 주    최 : 대한체육회(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   

○ 향후 추진사항 

   - 시·군 종목별 경기장 현지 실사 배정 확정 후 개·보수 추진

   - 성공대회 개최를 위한 체전 준비추진단 구성·운영(’19년 7월)

   -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활성화 운영 및 도민 참여 대책 수립 등    

○ 기대효과

   - 전국체전 개최지는 전국대회 중 규모가 가장 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

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우리 도에

서 연속 개최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약 3천억원) 가 크게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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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가입하세요!

(자료제공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 061-286-6344)

○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등을 보상하여 조속한 영

농복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보장내용 : 유족급여(5천만원~1억 2천만원), 장례비(1백만원~1천만원), 간병

급여(5백만원~5천만원), 상해·질병치료비(최대 1~5천만원) 등

○ 보험료의 7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므로 실제 농가는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2018. 1. 22.~11. 30.

  - 가입대상 : 만 15~87세(일부상품은 만 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험료 예시 ┏  일반1형 : 보험료 96,000원(지원 67,200원, 자담 28,800원)

                 ┗  산재1형 : 보험료160,000원(지원 99,200원, 자담 60,800원)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가까운 지역농협(품목조합도 

가능)을 방문하여 가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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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관광100선‘모바일 스탬프투어’홍보

(자료제공 : 전라남도 관광과  ☎ 061-286-5271)

○ 모바일스탬프투어란?

   ▪ 추진배경 :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정보(전라도 관광 100
선) 제공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스탬프서비스 운영

   ▪ 운영기간 : ′18. 4. ~ 18. 11.(8개월)
   ▪ 사업내용 :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곳을 대상으로 모바일스탬프투어 운영 

및 이벤트 시상
   ▪ 이벤트 내용 : 총 경품 30,000천원 / 기본이벤트, 월별이벤트, 결산이벤트
   ▪ 앱설치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 검

색 → 전라도방문의해 스탬프투어 앱 설치
   ▪ 스탬프 인증 요령 : 전라도 관광100선 방문 시 스마트폰앱을 실행 → 스탬

프 캐릭터가 자동으로 실행 → 터치하면 저장, 방문 인증 (포켓몬고와 유

사) 
○ 이벤트 세부내용

종류 이벤트명 경품내역 주요내용

기본
이벤트 전라도 5 5천원권 

기프트콘
스탬프 5개 이상을 모으고 선물신청을 한 
참가자 중 매월 선착순  200 ~ 250명 대상

월별
이벤트

* 당첨은 
1회에 한함

랭킹전 20만원 상당

(3개 시도 
특급호텔

숙박권 또는 
문화상품권)

스탬프 획득 랭킹 상위자 5명

여행후기 5 여행후기에 대한 평가 후 고득점자 5명
- 3개 항목(조회수+댓글수+좋아요)을 합산 

결산
이벤트 종합평가

500만원 상당

(최우수 1
우수 2)

스탬프랭킹과 여행후기 등을 종합하여 평가 후 
3명을 선정해 총 500만원 상당의 경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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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스탬프투어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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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조기(弔旗)를 달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립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077)

○ 오는 6월 6일은 제63회 현충일입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弔旗〕를 게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나

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깁시다.

《 조기〔弔旗〕게양 방법》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

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

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

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

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

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람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체

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

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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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심사지원과 ☎ 02-2100-4020)

□ 배 경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재산, 신체 등) 예
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

□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해

당하며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

- (번호유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확인서)

- (피해) ▲ (생명․신체)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우려)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 진술서 등)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 ‘붙임’ 참고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

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 후 기존 번호와 연계여부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기관은 “자동변경”,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
관,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직접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위원회 의결 현황

○ 변경신청 접수 현황 : 총 969건(’17.6.1.～’18.4.27.)

○ 위원회 의결 현황 : 720건(접수건의 74.3%) 결정(’18.4.27. 기준)

- 인용 447건(62.1%), 기각 262건(36.4%), 각하 11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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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제506호(5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16 -

올바른 무선국 이용 안내

무선국은 허가·신고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 02-3400-2467

전파관리과 ☎ 02-3400-2221)

□ 무선국은 허가·신고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ㅇ 생활무전기를 제외한 모든 무전기와 전파응용설비(주파수: 9㎑이상, 

전력: 50W초과)는 허가(신고)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간이무선국, 기지국, 고정국, 아마추어국 등

  -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ㅇ 허가·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무선기기는?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랜, 무선전화기, 생활무전기, 자

동차원격시동기, 무선조정 장난감 등

 ㅇ 허가·신고 방법은?    

  - 무선국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전파관리소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청

□ 불법무선국을 운용하지 맙시다.

 ㅇ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하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면,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ㅇ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벗어나 운용하면,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국 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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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서울북부사무소

(08249)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1160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02-2680-1700
031-849-580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98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35283)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3175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2-520-410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문의 · 상담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 crms.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emsit.go.kr

- 문의·상담 전화번호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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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정 견학안내

(자료제공: 고등군사법원 재판사무과  ☎ 02-748-1476)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병과 국민들이 군사법정을 참관하여 군형사  

재판절차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군과 군사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군사법정 견학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견학 안내                                      

    

시    간  매주 목요일 오전 09:00, 오후 13:00 (공휴일 제외)

위    치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국방부 후문방면 300미터  

견학인원  견학신청 가능인원 : 50명

소요시간  30분 ~ 2시간 내외

견학코스

 대법정 또는 소법정 → 군사재판 진행 절차 및 특수성 설명

 (방청 재판 내용 소개) → 질의응답 → 홍보동영상 시청 → 

 선고 및 심리 재판 방청 → 기념 촬영(대법정 또는 청사 앞)

  ◆ 참고사항

    

 ★ 고등군사법원 사정상 견학일정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고, 인터넷(일반인) 또는 인트라넷(군장병)

    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기념촬영은 법정 안 또는 청사 앞에서 가능합니다.(카메라는 본인 지참)

 ★ 견학시작 15분 전까지 청사 앞 또는 국방부 후문 민원실 앞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안내]

  o 문의처 : 고등군사법원 행정처 재판사무과 견학담당자 

  o 주  소 :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o 전  화 : 02-748-1476

  o 팩  스 : 02-748-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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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군수품은“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882)

□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하에 있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

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착용및 군용장

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장

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입니다.

○ 이 중 군복은 베레모․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

지장, 기타 피아식별띠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상의는 단속대상이 아니나, 얼룩무

늬 방한복과 구형전투화는 단속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군용장구류는 군용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망, 방탄헬멧, 방탄

복, 배낭 등이 있고,

군용표지가 없어도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특수

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은 단속대상입니다.

○ 또한,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임을 명심하

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군수품을 불법유출 및 유통시키거나 불법제조․판매,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군 형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 기타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경우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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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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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국정홍보만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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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국정홍보만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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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협조 요청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 044-20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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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 044-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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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농산물(토마토, 양파) 소비 촉진 협조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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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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화훼 농가 소득안정 및 화환 문화
정착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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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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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 및 기관의 소속 직원 애경사 또는 공식 행사 등에 조화(造

花)가 아닌 생화(生花)로 만들어진 신화환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화

원에 주문 요청

◈ 신화환 주문처 : (사)한국화원협회(1588-1222) 또는 가까운 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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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화환 이용 협조 요청(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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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5월,

기초연금 신청여부 확인하세요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4, 3684)

국가와 자녀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

경의 마음을 담아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 매월 최대 20만

9960원, 9월부터는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신청하시라고 

알려주세요!

Q.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A.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131만원(부부는 209.6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한 금액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Q.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최대 209,960원(부부 335,920원, 5월기준)까지 받을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부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관할 주민센터(읍 면 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1355(국민연금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과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으세요.
-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 군 구에서 수급희망자의 소득 재산 정도를 확인

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요청 시(1355)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 기초연금 신청할 때 꼭 함께 신청하세요.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선정기준 확대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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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자료제공 : 환경부 대변인실 홍보기획팀 ☎ 044-201-6052)

m 자원을 살리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폐지와 우유팩은 구분해서 배출해요.

2. 페트병의 뚜껑과 비닐 스티커는 분리해요.

3. 빈 병은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배출해요.

4. 스티로폼에 붙은 테이프는 꼭! 떼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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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4)

□ 개 요

○ 기간․장소 : 5.24.(목)~5.26.(토)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전북 군산시)

○ 참  가 : 전국 청소년․청소년지도자․교사․학부모 등 

○ 주  제 :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 주요 내용

○《개 막 식》5. 24.(목) 14:00, 컨벤션센터 본관 1층 컨벤션홀

○《체험부스》5개 주제관, 164개 부스 운영

구  분 내     용

미래존 ○ IoT, 드론, VR, AI 등 최신 기술 기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창의존 ○ 창의력을 키우고, 예술·문화적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로존 ○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유망 직종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행복존 ○ 고민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치료 프로그램

안전존 ○ 응급처치법 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가상 재해·재난 대응 프로그램

○《멘토특강》청소년을 위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

강  사 주   제 일 시 / 장소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세계화 속 글로벌 리더십

5.24.(목) 15:30~16:30

컨벤션 본관

홍병희

(서울대 교수)
꿈을 가지면 현실이 된다

5.25.(금) 11:00~12:00

컨벤션 본관

이상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도전하는 꿈은 아름답다!

5.25.(금) 14:00~15:00

컨벤션 본관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
습관 법칙, 반복되는 일상에 미션을 붙여라!

5.26.(토) 13:00~14:00

컨벤션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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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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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학교밖지원과  ☎ 02-2100-6314)

❍ 2018년 내일이룸학교의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훈련종목을 다양화

하여 4월부터 훈련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학교밖청소년의 많은 참여

를 바랍니다.

☞ 4개 시·도 7개 과정 → 10개 시·도 16개 과정

❍ 내일이룸학교란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

립을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훈련기간) 2018년 4월 ~ 12월(훈련기관에 따라 다름)

(지원내용)

- 무료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급 : 월 30만원(훈련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무료 기숙사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 기숙사 제공 여부는 훈련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숙사 미제공시 교통비 최

대 월 10만원 정액 지급

-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직접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에서 확인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주요사업>능력개발>청년및취약계층일자리지원>내일이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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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8년 내일이룸학교 현황

연
번

지
역 운영기관 교육과정 훈련

인원 연락처 구분

1 부산　부산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바리스타
(2018.05.21. - 2018.17, 13주)

20 051-804-5002

모

집

중

조리사
(2018.09.03.-2018.12.07, 14주)

2 인천 HS평생교육원
애견스타일리스트

(2018.05.14 – 2018.11.30., 6개월) 16 032-888-7585

3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헤어미용
(2018.04.23 – 2017.12.30., 8개월) 20 063-840-1499

4 광주 광주광역시여자단
기청소년쉼터

커피바리스타 및 머신AS수리
(2018.06.01. - 2018.11.30., 6개월) 15 062-525-1318

5 부산 더굿세이브부산지
부

트리밍3급과정/반려동물관리
(2018.06.15. - 2018.12.15., 6개월) 15 051-783-0089

6 충북
유원대학교 산학
협력단 인재개발

원

초급 사무관리
(2018.05.01 - 2017.12.31. ,8개월) 25 043-740-1283

7 경남 에스테리아
미용직업전문학교

피부 미용
(2018.05.14 – 2018.12.21., 8개월) 20 055-221-8300

8 서울
(사)한국사회문화
예술진흥원 서울시

지회

뷰티아티스트
(2018.05.21 – 2018.12.14., 7개월) 20 070-7450-0326

9 경기 ㈜한국직업
전문학교

힐링푸드&조리
(2018.06.01 – 2018.12.30., 7개월) 20 031-233-1906

10

서울

돈보스코직업전문
학교

기계가공조립
(2018.02.01.-2018.12.21., 11개월) 50 02-828-3693

11 애란원 간호조무사
(2018.03.05.-2018.12.20., 10개월) 15 02-393-4724

12 사회복지법인 CJ
나눔재단

바리스타
(2018.03.23.-2018.8.30., 5개월) 12 02-2280-3141

13 인천 인천실용전문학교 네일 국가 자격증
(2018.03.12.-2018.12.21., 10개월) 20 032-506-1900

14

충남

아산시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과·제빵
(2018.03.05.-2018.12.14., 10개월) 20 041-548-9772

15 동천안직업전문학
교

헤어 미용
(2018.03.02.-2018.12.20., 10개월) 20 041-557-0060

16 대구 서구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드론운용 전문인력
(2018.02.01.-2018.12.31.,11개월)

20 053-216-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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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은 저리의 기금 융자로!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 융자를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은 주거지원계층에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



제506호(5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35 -

「자동차365」서비스 운영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0-3860)

○ 자동차 생애주기별 소비자 필요 정보 제공

- 자동차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에서 분산되

어 제공 중인 자동차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제공

⇒ 「자동차 종합정보제공 서비스」구축 및 운영(‘17.12.28～)

※ 인터넷에서 ‘대국민자동차포털’로 운영되었으나, 모바일 서비스 개시

(‘18.3.1)에 따라 동일한 명칭 사용을 위해 ‘자동차365’로 통일*하여 사용

* 웹포털 및 모바일 서비스 어플명: ‘자동차365’

신차구입, 운행,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주기(Life Cycle)별로

자동차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종합정보 제공 포털 구축 

① 차량 등록 및 보험가입비용 제공으로 소비자 편의 향상

: 차량 등록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

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가능

② 자동차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 제공

: 포털을 통해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

령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폐차신청이 가능

③ 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 보호정보 제공

: 중고차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중고부품구입 지원

④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

: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신규․이전․변경등록, 압

류 및 저당권 조회․납부․해제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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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에너지 사용량,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로 확인하세요!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4090)



제506호(5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37 -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당신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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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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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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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 044-202-5533)

♠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6월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조기 게양과 묵념에 다같이 참여하여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시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기를 게양하고 10시 추념 묵념에 참가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뜻을

모아 6월 6일을 다함께 기억합시다.

10시에는 운행 중인 차량도 잠시 정지하고 묵념에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혹시 사이버참배는 들어보셨나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온라인상으로 헌화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

련하였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http://www.dnc.go.kr)에 접속하여 감사

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참여/신청마당 ― 사이버참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항일독립운동, 6 25전쟁,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평화와 번영의 대

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 내 가슴에 달린 또 하나의 태극기!‘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를 달아주세요!

                 
       태극무늬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심’을,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

홈페이지에 방문(www.korealovetree.or.kr)하여 이벤트에 참가하시고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를 신청하세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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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의 독립운동가 이대위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71)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대위(李大爲, 1878. 12. 28.～1928. 6. 17.) 선생을 2018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대위 선생은 1878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하였으며, 평양 

숭실학당을 졸업한 후 1903년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선생은 1908년 포틀랜드중학교를 졸업한 후 교포들의 도움으로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다.

1911년 샌프란시스코 한인감리교회 제3대 전도사가 되었고, 1912년 목사 안수

를 받은 후부터 교포사회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1913년 미주한인단체인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총회장에 취임하여 브라이언 

국무장관에게 전보를 보내 미주한인이 한일 강제병합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음

을 이유로 일본인과 국적을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하였다.

1914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중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

는 유학생과 동포들의 보증을 서고 정착을 도와주는 영사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1915년 「신한민보」주필로 활동하며 한글식자기를 발명하여 미주한인사회의 

출판문화를 향상시켰고, 1918년 말 대한독립선언서에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과 

함께 미주지역 대표로 서명하였다.

1919년 3월 22일자 신한민보를 통해 3․1독립만세운동과 그 이후 국내 상황을 

미주 동포들에게 알리고 단결하여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임시정부에서 대미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워싱턴에 

설치한 구미위원부에서 활동하였고, 1928년 6월 17일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지

병으로 별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이대위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대위(李大爲)선생
1878.12.28.~1928. 6.17. 

독립장(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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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의 6․25전쟁영웅 임부택 육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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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열했던 그 날의 전투, 죽음을 불사하며 승리의 불을 밝히다 ◈

임부택 육군 소장
(1919.9.24.∼2001.11.13.)

상훈 : 태극무공훈장(’54)

국가보훈처는 ‘임부택’ 육군 소장을 6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임부택 소장은 춘천전투에서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한 효과적인 화력운

용으로 전쟁초기 3일간 춘천지역을 방어했으며, 또한 음성 동락리전투

에서 북한군 48연대를 기습 공격하여 개전 후 첫 승리를 거두었음

○ 임부택 소장은 제1연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군번 110001번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1946년에 육군사관학교(국방경

비사관학교) 제1기생으로서 소위로 임관하였다.

○ 1950년 1월, 제6사단 제7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북괴군의 남침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춘천 주민과 학도호국단의 지원을 받는 등 민 관 군

협력 하에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하

여 사전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하였다.

○ 6 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제2사단이 춘천을 정면공격

하자, 7연대는 임부택 연대장의 효과적인 지휘로 병력과 장비의 열세

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하

였다. 북한강과 소양강 북방을 고수하면서, 포병은 화력을 집중해 

남진하는 적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는 등 강력한 항전으로 막강한 화력

의 북한군을 3일 동안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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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초기 3일간 춘천지역에 대한 7연대의 성공적인 방어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국군 주력부대로 하여금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여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데 결정적인 공헌

을 했다.

- 또한, 북한군이 6월 25일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하고 수원으로 진격하여 국

군의 증원부대와 한강 이북의 국군을 포위·섬멸하려던 초기 계획을 좌

절시켰다.

○ 이어 7연대는 7월 초순, 충북 음성 동락리 전투에서 남진 중인 북한군 15
사단 48연대를 매복 기습공격으로 격멸하여, 개전 이래 국군의 가장 통

쾌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부대원 전원이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부

여받기도 했다. 동락리 전투의 승리로 국군이 진천-음성으로 이어지는 방어

선을 형성하여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 1951년 4월 중공군의 2차 춘계 공세 때에는 용문산에서 중공군 3개 사

단의 공격을 받았으나, 임부택 대령이 부사단장이던 제6사단은 반격

하여 전멸에 가까운 대승을 거둬 6 25전쟁 사상 최대의 전승을 기록했

으며, 제5사단 부사단장으로서 1951년 11월 공방전이 치열했던 동부전

선의 351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 임부택 소장은 6·25전쟁 기간 내내 연대장, 부사단장, 사단장으로서 최

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으며, 적 지휘관이 임부택을 사로잡

으라는 특별지시를 내릴 정도로 탁월한 지휘력과 용맹성을 발휘해 

생전에 두 차례의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2001년 11월 향년 83
세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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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의 현충인물‘김성은 해병 중장’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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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6.25전쟁 당시 해병대 

최초 단독 상륙작전인 통영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김성

은(1924.3~2007.5) 해병대 중장을 ‘6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m 김 중장은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1946년 대한민국 해군 

참위(현 소위)로 임관하여 1949년 대한민국 해병대사

령부 참모장을 거쳐 해병1연대장, 해병학교장과 해

병 제1사단장 등을 역임하며 해병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m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당시 중령으로서 통영상륙작전을 진두지휘해 성

공시켰다. 이 작전은 당초 거제도에서 적을 저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김중령

은 현지 정찰을 통해 이를 과감히 변경해 통영으로 진출해 적을 물리치는 전과를 

세웠다.

m 외신도 이 기습적인 상륙작전의 성공에 ‘귀신 잡는 한국 해병’이라는 제목으

로  ‘귀신도 잡을 만큼 놀라운 일을 했다’‘고 찬사를 보내 각국에 대한민국 해

병대의 명성을 떨치는 계기가 됐다.

m 김 중장은 이외에도 수도서울탈환작전, 영덕․안동지구작전, 홍천․가리천․화천지

구 전투 등에서도 큰 공을 세워 1951년 태극무공훈장, 미 은성무공훈장과 미 

공로훈장을 받았다.

m 전쟁이 끝난 뒤인 1953년에는 해병학교장에 임명되어 해병교육단장을 겸임하

며 정예 해병 육성에 주력했다. 1957년에는 해병 제1사단장에 부임해 오늘 

날 해병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m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재임기간 중 한국군 최초로 구축함 도입, 합

동참모본부 설치 등 군 전력 향상과 국가방위력 증강에 관심을 기울여 자주

국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 김성은 해병중장은 2007년 5월 15일 작고하여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1묘역에 잠

들어 계신다.

김성은 해병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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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호국인물 윤길병 소령 (1931.1.19. ~ 1953. 6. 9)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홍보팀  ☎ 02-709-3109)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인제 북방 812고지 전투의 영웅 윤

길병(尹吉炳) 육군 소령을 2018년 ‘6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윤길병 소령은 1931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으며,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경주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윤 소령은 6사단 2연대에서 소대장, 중대선임 장교로 복무하며 사창리 전투와 용문

산 전투 등에 참가해 전공을 세웠다.

 1953년 1월 대위 진급한 윤 소령은 그해 5월 전방의 전선이 국지전으로 가열되자 

12사단으로 전속되었다. 당시 12사단은 동부전선의 요충지로 강원도 인제지역의 적 

접근로를 차단하는 방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53년 6월 윤 소령은 12사단 37연

대 3대대 10중대장으로 인제군 서화 북방 812고지 방어전투에 참가, 1개 대대 병

력의 북한군과 5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진지를 사수했다.

 그러나 병력 수의 열세로 적에게 포위되자 투항을 거부하며 부하들을 안전지역으

로 대피시킨 뒤 포로가 되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권총으로 자결했다. 윤 소령의 

명예로운 최후를 목격한 52연대 2대대 장병들은 분격하여 마침내 동부전선의 요충

지인 812고지를 역습으로 탈환했다. 

 정부는 윤 소령의 전공을 기려 1951년에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고, 1953년에는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6월 7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가족 및 육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윤길병 소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