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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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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계획

(자료제공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 061-550-5234)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과세하
는 수익세로써 자산 가치와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 부담의 성격으
로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m 우리군 관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m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부시기

m 제1기분 :  2018. 6. 16 ∼ 6. 30

♣납부방법

m ARS 간편납부 시스템(☎ 550-5555)에서 가상계좌 확인 및 카드결재

m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홈뱅킹 이용납부

m 고지서에 의한 전국 금융기관

♣구제제도

m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

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m 자동차세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세무
회계과 세정담당 ☎550-523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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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완도군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담당 ☎ 061-550-6767)

○ 올바른 손씻기로 감염병 예방하기

  - 대부분의 감염병은 코나 입으로 감염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

을 눈, 코, 입에 갖다 대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올바른 손씻기는 손에 있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애주어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올바른 손씻기로 예방할 수 있는 주요 감염병

      콜레라 / 장티푸스 / A형간염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올바른 손씻기 방법

“올바른 손씻기!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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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온도 상승! 비브리오 패혈증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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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브리오패혈증이란?

□ 비브리오패혈증의 증상은?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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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질의응답

1.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

 - 비브리오 패혈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오염된 어패
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
증입니다.

2.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24
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며, 병변의 형태는 발진, 부종, 수포, 또
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
행합니다.

3.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사람 간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4.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간질환, 알코올 중독, 면역저하 환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 저장, 85℃ 이상으로 가열처리,  흐  
   르는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  
   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

5.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 적절한 항생제복용을 통해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병변절제를 통
해서 치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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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자료제공 : 완도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 061-550-5811,5818 )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만으로는 어려우시죠?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함께해요, 치매파트너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

뜻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문의전화: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550-5811, 5818

*치매파트너 가입방법  온라인
1) 치매파트너 홈페이지(http://partner.nid.or.kr) 접속
2) 우측 상단 치매파트너신청(회원가입) 클릭

※거주지: 전라남도 완도군보건의료원 입력
(기존 중앙·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회원계정이 있을 시 로그인 후 치
매파트너 신청 클릭, MYPAGE→개인정보→거주지: 전라남도 완도군

보건의료원으로 변경)
3) 치매파트너 신청 클릭 → 상단배너 교육 클릭
- 필수강좌: 1단원 1,2차시 이수 (총 소요 시간:　31분 33초)

4) 치매파트너 완료 

▶대    상: 치매 환자
▶선정기준: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만 65세 이상 독거 치매환자, 만 75세 이상 치매환자 노부부, 
  기타 지역사회 협의체를 통해 의뢰된 치매환자
▶내    용: 치매안심센터 내 서비스 제공 및 센터 외 서비스 연계

  건강 및 일상생활 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 상담,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연계, 조호물품 제공
▶신청방법: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문의전화: 550-5810, 5812
                5815, 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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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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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설명회 및 정부지원 안내

(자료제공 : 전라남도 지역경제과  ☎ 061-286-3832)

○ 우리 도 서남부권 지역이 고용위기지역(‘18. 5. 4. 목포, 영암)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18. 5. 29. 목포, 해남, 영암)으로 지정되었으니, 해당 지역의 정부지

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지   역 일   시 장   소

목  포 ‘18. 6. 26.(화) / 14:00 산정농공단지 관리동 강당(자동차등록사무소 옆)

영  암 ‘18. 6. 26.(화) / 16:00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강당)

해  남 ‘18. 6. 27.(수) / 14:00 해남문화예술회관(다목적실)

 고용위기지역(목포, 영암)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문   의 연락처
비

고

고용유지지원금
임금보전 금품 지원 상향

(2/3 → 9/10, 1일 6만원 → 7만원) 

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1)280-0541~2

사

업

주

직업훈련지원금
보험료 상향 지원(240%→ 300%), 

훈련비 지원 단가의 10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남서부지사

(061)288-3334,

3314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061)280-8501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061)240-0148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징수금‧체납처분 유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240-0722

고용보험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061)240-0148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임금의 

1/3~1/2(1일 6만원 한도)

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1)280-0541~2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인당 연 667만원

→연 14백만원 상향 

고용촉진장려금
위기지역 퇴직자 인건비 지원

(연 720만원 한도)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 100% 지원

목포고용센터 

실업급여팀
(061)280-0511~3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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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목포, 해남, 영암)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인상
(1일 7,530원)
광역구직활동비 요건 완화
(50㎞→25㎞)
이주비 시간 제한 폐지

로

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생계비 

대부융자 한도 확대

(1천만원→2천만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061)240-012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체불생계비(2천만원 한도), 

자녀학자금(1자녀 당 7백만원)

임금감소생계비(1천만원 한도), 

혼례비(1,250만원), 의료․장례비

(1천만원), 부모요양비(1천만원), 

소액생계비(2백만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061)240-0121

~0124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소득 요건 

면제, 2단계 직업훈련 자부담

(5~50%) 면제

목포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061)280-0500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1인당 지원한도 상향

(2백만원→3백만원)

목포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61)280-0566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문  의 연락처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지니스센터 

운영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원금 50백만원, 자부담 10%)

전남테크노파크 (061)460-5223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조선소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대상 
기술개발, 업종전환 지원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061)460-5277

사업전환자금
(재도약)

신규 업종 전환 추진 중소기업의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종합․맞춤 연계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061)280-8040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산업다각화지원)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원금 50백만원, 자부담 10%)

전남테크노파크 (061)460-5222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월소득 지원기준(246만원 → 302만원)
자녀당(500만 → 700만)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

(053)238-2323

특별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원, 우대금리 
적용(3.18% → 2.78%), 5년 상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목포센터

(061)285-6347

조선기자재업체 등 
특별보증 지원

보증한도 상향(5천 → 7천만원), 
보증료율 인하(0.8% → 0.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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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최

(자료제공 : 전라남도 감사관실  ☎ 061-286-2283)

○ (행 사 명) 제4회 빛가람 청렴문화제(부제 : 청렴人, 새로운 천년의 약속)
○ (기    간) ’18. 7. 9.(월) ~ 7. 13.(금) / 5일간

   * 개막행사 : 7.9.(월) 15:00~18:00 / 도청 김대중강당

○ (장    소) 전남도청,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 일원

○ (참    여) 공무원,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주민 등

○ (행사내용) 개막행사, 청렴홍보․전시관 운영, 청렴포럼, 청렴영화 등

    - (개 막 행 사 /7.9.) 청렴 협약, 청렴실천 퍼포먼스, 청렴콘서트 등  

    - (청렴특강/7.10.)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 청렴 전반 교육 

    - (청렴포럼/7.11.)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의 역할(권익위, 광전연 참여)

    - (청렴영화/7.9~7.12.) 청렴퀴즈대회(경품 지급), 청렴 관련 영화 상영

    - (홍보․전시/7.9.~7.12.) 청렴활동 홍보 및 청렴포스터 공모 우수작 전시 등 

    - (청렴캠페인/7.13.)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홍보, 청렴생활 실천 다짐 등

○ (주관/주최) 전라남도 /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

○ (후    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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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및 자진출국 안내

(자료제공: 법무부 이민조사과  ☎ 02-2110-408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및 자진출국 안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법질서를 준수합시다

◎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편리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고용 가능한 체류자격>
체류자격 비  고

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를 통해 상용 근로계약 체결 필요 

H-2(방문취업)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필요

F-4(재외동포) 단순노무행위 금지

※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자격은 근로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는 확고합니다

◎ 합법적인 외국인고용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자진출국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완화됩니다.

◎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되며, 일정기간 입국금지로

사실상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 ☎ 1588-7191

외국인 관련 문의 ☎ 134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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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웅의 명예, 반드시 찾겠습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대외협력과 ☎02-811-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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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혁신“뿜뿜”콘테스트 추진

(자료제공: 육군 정책실 정책조정과  ☎ 042-55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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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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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077)

○ 오는 7월 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 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7. 17.(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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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

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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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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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

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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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  ☎ 044-205-4248)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물 놀 이  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물 놀 이  10대  안 전 수 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제507호(6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17 -

2018년 6월 국정홍보만화 (담금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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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국정홍보만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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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보상하여 농업경영안정 기여

○ (보상재해)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 피해), 화재, 병충해 6종(특약)

○ (보험료) 정부와 지자체가 70~90%지원, 농가는 10~30%만 부담

○ (성과) 지난해 117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뭄·호우 등

으로 피해 입은 17천 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 수령

□ (개선내용)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전년도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로 농

가부담을 완화하고, 병충해 보장확대

○ 시·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요율상승을 막고 시·군간 보

험료율 격차 완화(5개 시·군 보험료율 인하)

* 보험료 인하율 : 진도 38%, 나주22%, 태안 22%, 안산18%, 연천 12%

○ 전년도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5% 추가 할인

○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 보장 추가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 (추가)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 (협조사항) 적극적인 현장 홍보 요청

○ 보도자료 배포, 상품 안내장 및 현수막 배치, 이통장협의회와 읍·

면·동 마을방송 및 농업인 집합교육 시 보험홍보 병행 등 

《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3월 20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벼 상품 판매 개시

◦ 판매기간 : 3.20(화) ～ 6.29(금)

◦ 판 매 처 : 지역 및 품목농협

◦ 보장범위 : (주계약)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약) 병충해*

*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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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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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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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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 및 기관의 소속 직원 애경사 또는 공식 행사 등에 조화(造花)

가 아닌 생화(生花)로 만들어진 신화환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화원에 

주문 요청

◈ 신화환 주문처 : (사)한국화원협회(1588-1222) 또는 가까운 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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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80)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예정(‘19.1.1.)에 따라 

- 미등록 농약의 사용, 등록된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 PLS제도의 이해 향상을 위한 홍보 필요

□ 주요내용

○ (현황) 수입 및 국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

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 예정(‘19.1.1., 식약처)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 기준을 초과하

는 식품․농산물은 유통을 금지 하는 제도

○ (우리부 추진사항)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혼란 방지, 제도 연착

륙을 위해 농약 등록 확대 및 교육․홍보 추진

- 소면적 작물(84개 작물)에 대한 직권등록(1,670품목)을 통해 신규 또는 등

록농약의 품목적용 확대 추진(‘22년까지 107개 작물 7,875품목)

-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캠페인(3.20일) 등을 통한 농약 안전사용 운동 확산

(시･도 → 시･군･구), 지속적인 교육･홍보 추진(‘17, 61만명)

□ 협조사항

○ 농업인 등이 미등록 농약을 사용거나, 등록된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

한 ‘19년 PLS 시행 ’사전 안내‘<참고 1, 2>에 따른 숙지 및 준수 요청 

①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②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③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 농산물에 대한 판매 불가
*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mg/kg)으로 잔류허용기준 강화

④ 농약 사용 시,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 확인,
▲사용 시기‧사용횟수‧사용량‧희석배수를 지켜 사용, ▲수확 전 사용
일수를 지켜 수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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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주요 내용

□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

(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

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설정 각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미설정

다음우선순위에따라잠정기준적용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농산물의최저기준적용
③ 해당농약의최저기준적용

잠정기준 적용을 중단하고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PLS 적용 예시) 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배추 농약 성분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여 ‘잔류농약 조사’ 결과 0.03ppm 검출 시 종

전에는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

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받게 됨

□ (목적)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 식약처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식품공전으로 작성

□ (시행시기) 1차·2차에 나누어 도입 

○ 1차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14.7 행정예고, ’16.12 시행)

* 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커피원두, 피스타치오 등

○ 2차 : 나머지 농산물(‘17.8 행정예고, ’19.1.1. 전면 시행)

□ (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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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관련 준수사항 안내

작물별 등록된 농약̇ ̇ ̇ ̇ ̇ ̇ ̇ ̇을 바르게 사용하여

깐깐해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합시다.

 농업인 여러분,

   2019.1.1.부터 농약 사용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① ’19년부터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② ’19년부터 해당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mg/kg)으로 잔류허용기준 강화

 농약을 사용할 때는 농약포장지에 표시된 

 ①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② 사용시기, 사용횟수, 사용량, 희석배수를 지켜서 사용하시고

③ 마지막으로 수확전 사용일수를 지켜 수확·판매하여야 합니다. 

  * 농약사용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촌진흥청

(☎1544-8572),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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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제철 농산물(참외, 마늘)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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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간에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2·3인실은 환자분들이 입

원료를 전액 부담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1일 기준 최대 27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일반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상급병실 이

용(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84% 경험 <2013>)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평균 개념이며의료기관별보험적용이전가격에따라가격부담완화수준은일부상이

2019년에는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1인실에

대한 제한적인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담전화 안내>

( 보건복지부(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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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급 대상 :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3인 가구 (1자녀) 4인 가구 (2자녀) 5인 가구 (3자녀) 6인 가구 (4자녀)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 가능

 ○ 지급일․금액 :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됩니다.

※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일부 가구의 경우 5만원 지급 가능
※ 2018년 9월 22∼26일은 추석 연휴기간이므로, 9월 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

2.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 관련 문의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 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대상자 수(198만가구)가 많아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6.20~7.5)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 6.20~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됩니다.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 등 고려 시,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

 ○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

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

   
연령 0~1세 2~3세 4~5세 전 연령
신청기간 6.20∼25 6.26∼30 7.1∼7.5 7.6∼

* 0∼5세 아동이 2명 이상이면 ‘첫째 아이’ 기준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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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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상 공모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044-201-3782)

○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발주자를 발굴해 공로를 격

려하고 그 성과를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한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 공공건축 부문

- 공공기관*이 시행 ‧ 조성한 건축물 ‧ 기반시설 ‧ 공간환경(준공 후 5년 이내)이 공

모대상이며, 별도 응모양식으로 직접 응모(전자메일, 공문)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공사 및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 포함)

- 발주기관의 혁신적 노력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특별상 2점을 수여할 예정

○ 혁신행정 부문

-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관‧부서 차원으로 공공건축 업무체계를 개

선하는 등 혁신적 ‧ 효율적 업무 수행 사례 ‧ 아이디어를 공모(전자메일, 공문)

- 업무과정의 창의성과 난이도, 성과 및 효용성, 확산성을 평가(서류, PT심사)하

여 혁신행정상 2점을 수여하고, 공공건축 혁신기관(부서)으로 적극 홍보

○ 스토리텔링 부문

- 공공건축물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좋은 공공건축물’에 대

한 경험 ‧ 생각을 온라인상에서 에세이로 작성(1,000자 이내)하여 참여

- 에세이 주제 적합성과 홍보 활용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5점에 대해서는 소

정의 상품권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제공(20명) 예정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누리집

(www.molit.go.kr/2018publicbuild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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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홍보이미지

2017년 대상 수상작
발주 : 수원시, 설계 : 이상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 인 로코

2017년 최우수상 수상작
발주 : 영주시, 설계 : ㈜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2017년 최우수상 수상작
발주 : 서울 노원구, 설계 :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

2017년 최우수상 수상작
발주 : 울산시 북구, 설계 :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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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모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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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세요!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 044-20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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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지원팀  ☎ 02-2100-1293)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용 방

송수신기(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급 받나요?

○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전국 17개 지자체 지역의 주민

등록상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에게 보급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우선보급(신청인 중 심사후 선정)

   ※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방송수신기를 보급 받은 기보급자는 제외

 무엇을 보급 받나요?

○ 장애인방송(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능이 내장된 디지털 TV를 
보급합니다.

   ※ ‘18년도 보급수량 : 시청각장애인용TV 15,000대

[ 참고 : ‘18년도 보급제품 ]

 어떻게 신청 하나요?

○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시청각장애인용TV보급 전용 홈페이지
(tv.kcmf.or.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18. 6. 1. ~ 7. 13 (※ 8월부터 순차적 배송 예정)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tv.kcmf.or.kr) 참조

 어디로 문의 하나요?

○ 시청각장애인용TV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또는 전화 1688-4596으
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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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뚝!

(자료제공: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 044-205-7663)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07호(6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35 -

참 고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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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 02-370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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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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의 독립운동가 연미당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71)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연미당(延薇堂,

1908.7.15.～1981.1.1.) 선생을 2018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생은 1908년 7월 북간도 용정해관에서 근무하던 연병한(延秉煥)과 김정숙 사

이에서 태어났다.

부친 연병한은 북간도 청년들이 1919년 3월 3일 만세운동을 전개하자 배후에서 이

를 지원하다 체포되어 2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후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립학교인 인성학교(人成學校)를 졸업한 선생은 1927년 7

월 청년 독립운동가 엄항섭과 결혼했다.

결혼 이후 선생은 남편 엄항섭을 내조하며, 자녀들의 교육 나아가 가족의 생계

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같은 삶은 당시 독립운동가를 남편으로 둔 여

성들의 일반적인 생활방식이었다.

나라를 잃은 여성들은 가장으로서의 삶과 함께 독립투사로서의 삶도 요구 받았

다. 1927년 11월 상해에서 결성된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에 참여하기 시작한 선

생은 상해여자청년동맹에서도 활동했다. 선생이 여기에 투신한 이유는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 독려와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였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가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일제 관

헌들은 한인들 색출에 혈안이 되었고, 선생은 가족을 이끌고 상하이를 탈출했다.

하지만 이는 고단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임시정부가 중국 가흥 등지로 이동할 때, 자신도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노(老)

독립운동가들을 병간호했다. 가흥에서 폐결핵으로 고생하던 이동휘와 장사 남목

청에서 피습당한 김구 간호가 대표적이다.

독립투사로서의 삶은 이동과정에서도 이어졌다. 193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

시의정원 의원과 재건 한국독립당 당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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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하자 항일과 독립을 위해 여성들을 

결집하고자 한국혁명여성창립동맹을 발족하고 애국부인회를 재건했다. 특히, 선

생은 중경 방송국에서 일본군 소속 한인 사병들을 광복군으로 전향시키기 위한 

반일선전 활동을 전개해 갔다.

1946년 6월 3일 한국으로 환국했다. 선생이 해방이후 즉시 환국하지 못한 이유

는 중국에 있는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해방 이후 엄항섭의 내조에 힘을 쏟던 선생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남편이 납북

되어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해와 중풍으로 힘겨운 세월을 

보냈던 선생은 1981년 1월 1일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연미당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연미당(延薇堂) 선생
1908.7.15.～1981.1.1. 독립장(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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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의 6․25전쟁영웅 김해수 경감․석상익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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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을 사수하라! 결사의 항전을 무릅쓴 전투경찰 ◈

국가보훈처는 ‘김해수․석상익’ 경찰 경감, 경찰 경위를 7월의 6․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김해수 경감․석상익 경위는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간 영월지역 탈환을 

위해 결사대를 편성하여 영월 녹전리 재진입 도중 북한군과 조우하자 

치열한 교전을 벌여 적 73명을 사살하고 전사함

○ 1950.7.1, 적의 대대적 공세에 강원도 경찰은 대부분 남하하였지만,

강원도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윤명운 경무관)는 10만kw 규모의 화

력발전소가 있는 영월을 방어하기로 결심하고, 전경 제8대대와 홍

천ㆍ인제의 병력 100여명으로 영월 방어부대를 편성, 김인호 총경(강원

도경찰학교장)을 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영월부대는 당일 영월에 

도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 영월지역에서는 2일부터 수차례의 공방전이 계속 되었으며, 영월지구 

전투부대의 투혼으로 일시 영월 점유에 성공하였으나 적의 반격으로 

영월을 포기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월 탈환의 집념을 버

리지 않고, 7일 아침, 상동지역 전경 제8대대 제1중대장 김해수 경감을 

대장으로 47명의 결사대를 편성하여 영월 재공격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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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수 경감은 결사대로는 대병력의 북한군과 맞서 싸워 승리가 어

려울 뿐만 아니라 결사대원 전원이 무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남하하는 북한군을 지연시키고 영월지역이 화력발전소 

등이 소재하는 등 중요성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한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8일 14시경 결사대가 녹전리의 송현고개를 막 넘어섰을 

무렵 예상치 못하게 북한군과 조우하자 선제공격으로 북한군 일진을 

격퇴시키고, 계속 추격하여 백병전까지 벌였다.

○ 그러나 북한군의 대병력이 아군을 포위하여 공격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를 진두지휘하던 김해수 경감이 적의 박

격포탄에 장렬하게 전사하였고, 이어 석상익 경위가 대신하여 결사

대를 지휘하며 용전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석상익 경위마저 전사하여 

결국 전투는 24명 전사, 7명 부상, 적 73명 사살의 기록을 남기고 

종결되었다.

○ 이후 아쉽게도 영월회복을 위한 전투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김해수 경감과 석상익 경위를 비롯한 강원도 전투경찰의 활약이 적

의 진공을 지연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전투

가 벌어졌던 영월군 녹전리에는 이 분들을 기리는 현충시설 ‘호국

경찰전적비’가 세워져 있으며, 매년 추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해수․석상익 경찰 경감, 경찰 경위
(1924.9.6.∼1950.7.8, 

 1917.9.6 ~ 1950.7.8)

       ※ 사진은 ‘호국경찰전적비’ 전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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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의 현충인물 ‘김화윤 육군하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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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6.25전쟁 당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

을 세운 김화윤(1925.9~1998.1) 육군하사를 ‘7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m 김화윤 육군하사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수도사단 26연대 3중대 3소대 분대장

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 12월 2일 지리산 일대에 은거한 공비토벌 작전에 참

가했다.

m 당시 백운산 지역 위장동굴을 발견하고 공비1개 분대를 생포한 후 계속  정

밀 수색하여 공비참모장을 사살하고 추가로 공비 24명을 생포했다.

m 정부는 김화윤 육군하사의 공로를 기려 ‘52년 을지무공훈장과 ’54년 화랑무공훈

장을 수여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사병 제1묘역에 잠들어 계신다.

김화윤 육군하사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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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호국인물 이순호 육군 소령 (1928. 4. 15~ 1952. 10. 13)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홍보팀  ☎ 02-709-3109)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양구군 1090고지(일명, 크리스마

스 고지) 전투의 영웅 이순호(李順鎬) 육군 소령을 2018년 ‘7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이순호 소령은 1928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났으며,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육군에 입대해 1950년 5월 육군 예비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같은 해 9월 육군 소위로 임

관한 이 소령은 제7사단 3연대에 소속되어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작전에 참가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총 3회에 걸쳐 복무공로표창을 수여받았다. 

 1952년 5월 대위로 진급한 이 소령은 그해 10월 제7사단 3연대 3대대 9중대장으

로 강원도 양구군 백석산 전방 ‘크리스마스 고지’ 경계에서 진지 방어 임무를 수행

했다. ‘크리스마스 고지’는 1951년 12월 25일부터 4일 동안 국군 제7사단이 중공군

과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후 승리하면서 붙게 된 이름으로, 적의 주요 저항선인 어은산으

로 통하는 요충지였다.

 1952년 10월 어은산 일대에 포진하고 있던 중공군 제204사단은 크리스마스 고지를 기

습 공격을 했고, 이에 이 대위는 9중대장으로 중공군에 맞섰지만 적의 공세에 밀려 

부대가 포위되고 말았다. 전투 중 부상을 당한 가운데서도 이 대위는 대원들과 함께 수

류탄과 총검으로 혈전을 벌이며 끝까지 진지를 지키다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정부는 이 대위의 전공을 기려 1계급 특진을 추서했고, 1952년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7월 5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가족 및 육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

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