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정 소식 ◦새로워진 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

◦완도군 참전유공자 유족(미망인)수당 사전신청·접수 ◦11월 제철 농산물 홍보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추진 ◦바른 식생활 홍보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홍보 ◦건전한 화환문화 조성을 위한 신(新)화환 이용 협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 홍보 ◦농약허용기준 강화 안내 

◦완도해양치유산업 육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대외협약기관 경희의료원 이용안내 ◦「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 국민추천 접수

◦치매안심센터 ◦가을철 산불 예방 안내

◦완도군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수검안내 ◦‘나무의사 제도’시행에 따른 위반행위 집중단속 안내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웹사이트 안내

◦국민연금공단 완도상담센터 이전안내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SCHOOL) 이용안내 

■ 국정 소식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국방헬프콜 ☎1303」 ■ 이달의 역사 인물

◦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쉽고 빠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2018년 12월의 독립운동가 유상근 선생

◦사례로 만나보는 지방행정혁신 사례 ◦2018년 12월 이달의 전쟁영웅 에드워드 포니대령

◦2018년 11월 국정홍보만화 ◦2018년 12월의 현충인물 배근성 순직 경찰

◦2018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2018년 12월의 호국인물 민종식 의병대장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자활사업 알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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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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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061-550-5294)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참전유공
자 유족(미망인)수당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초기 신청자 분산 및 민
원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사전신청 기간을 두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
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조 례 명 :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 ‘18.10.19.)

  시행일자 : 2019. 1. 1.부터
  주요개정 : (신설) 참전유공자 미망인(배우자)에게 월5만원 지급
    ※ 지원제외 대상  명예보훈수당 미망인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변동사항(ex. 사망, 전출) 발생 전까지 지원

□ 사전신청 개요

사전신청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작... 첫 지급은 2019년 1월 18일부터

 가. 사전신청 기간 : 2018. 11. 20. ~ 2018. 12. 28.
   ￮ 사전신청 기한 종료 후 언제라도 수당 신청 가능함.
 나. 신 청 인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배우자)
 다. 방문신청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라. 구비서류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증 분실 시, 생략가능 / 완도군 → 보훈청 : 자격확인 의뢰 예정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마. 신청인 유의사항
   ￮ 명예보훈수당(미망인수당) 지원받는 자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신청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개시를 시작하며, 다만 보훈청 자격확인 회신이 

늦어질 경우, 익월에 전월분까지 소급 지급함.

    ※ 수당 첫 지급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19.1.31.까지 신청서 제출해야함

완도군 참전유공자 유족(미망인)수당 사전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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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자격확인
(완도군⇌보훈청) 급여개시일 지원금액 비고

‘19. 1.31. 
이전

‘19. 1. 15. 이전 ‘19. 1. 18.(금) 매월 5만원 -

‘19. 1. 15. 이후 ‘19. 2. 20.(수) (첫달) 10만원
(이후)  5만원

첫달은 전월분
소급 지원

‘19. 2. 1. 
부터

해당 월 15일 이전 당월 20일 매월 5만원 -

해당 월 15일 이후 익월 20일 (첫달) 10만원
(이후)  5만원

첫달은 전월분
소급 지원

   ￮ 관련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읍․면 담당자명 연 락 처 읍․면 담당자명 연 락 처
완도읍 이  연 550-6130 약산면 고경민 550-6457
금일읍 황혜숙 550-6201 청산면 김석현 550-6511
노화읍 정지성 550-6271 소안면 김성연 550-6550
군외면 정창조 550-6341 금당면 추계수 550-6591
신지면 김덕영 550-6366 보길면 한영이 550-6631
고금면 류진국 550-6422 생일면 조재을 550-6671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061-550-5310)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참여로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
하고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 캠페인 개요

 ○ 기    간 : 2018. 11. 20. ～ 2019. 1. 31.(73일간)

 ○ 목 표 액 : 243,200천원(전년도 실적 319,125천원)

 ○ 접 수 처 : 방송사 및 신문사,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슬 로 건 :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 문 의 처 : 군 희망복지팀(061-550-5310) / 읍․면 맞춤형복지팀

□ 협조사항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모금 참여

 ○ 사랑의 열매달기와 SNS 활동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

희망2019 나눔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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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주 화 요일 여 권  야간 민원 실  운영 홍보

(자료제공: 완도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 061-550-5352)

직장인과 학생등 근무시간중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발급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운영개요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 18:00 ~ 20:00(2시간)

 ❍ 장    소 : 군청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창구(8번창구)

 ❍ 추진내용 

  운영업무 : 여권발급신청․접수 및 여권교부

  여권발급 신청자 

    - 본인일 경우 :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미성년자일 경우(만 18세이하) :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

      (법정대리인 신분증, 발급대상자 여권사진 2매)

   수수료 : 유효기간에 따라 10년 5만원, 1년 2만원

 ❍ 문의사항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여권업무담당자

               (061-550-5352, 55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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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사 실 확 인 서  발 급 제 도 홍보

(자료제공: 완도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61- 550-5352)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하세요.

2  서명은 발급 받을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방문 발급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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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해양치유산업과 해양치유기획팀 ☎ 061-550-5572)

완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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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 ☎ 061-550-6721)

대외협약기관 경희의료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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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치매예방교실 수강생 모집

치매, 최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치매상담콜센터

치매 안심 센터

치매 궁금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365일, 연중무휴

▶모집기간: 연중상시(선착순 모집)
▶참여대상: 완도군 어르신 
▶모집인원: 0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전화상담
▶모집기간: 연중상시(선착순 모집)

☎문의전화: 550-5811, 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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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 061-550-6741)

 ❍ 목    적 : 완도군 만 50세 이상 저소득층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 대 상 자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중 보험료 부과기준내 대상자

              (직장: 89,000원 / 지역: 94,000원)이하

 ❍ 검진시기 : 만 50세 이상이면 1년마다 대장암검진 실시

 ❍ 검진방법 : 분변잠혈검사 (대변을 콩알만큼 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병원에 접수)

 ❍ 검진기관 안내 : 전국 검진병원 에서

    §해남군 -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해남우석병원,           

        해남한국병원, 김만중내과의원, 중앙내과의원, 해남복음내과의원

    §강진군 - 강진의료원, 참사랑의원

    §완도군 - 완도대성병원

     ※ 대변통은 개포리 단위농협 안 민원인용 책상위에 비치  

완도군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수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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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61-550-6751)

 ❍ 목    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 도모

 ❍ 대 상 자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 운영시기 : 연중

 ❍ 운영시간 : 09:00 ~ 18:00(월 ~ 금), 점심시간(12:00 ~ 13:00)

 ❍ 운영방법 : 전화상담 및 본인 방문  

 ❍ 서비스 제공내용

   - 금연상담 : 방문상담, 전화상담

   -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 및 CO측정

   - 니코틴보조제 제공 : 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행동강화 물품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 서비스 관리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등록 및 관리

   - 대상자 등록, 서비스 제공관리, 만족도 및 금연성공 평가

 ❍ 문의사항 

   - 완도군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061-550-6758~9) 및  읍면 보건지소

금연클리닉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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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완도상담센터 ☎ 061-530-2301)

 

 이 전 일 :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업무개시일 :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3번길 24-1 

           (KT완도지사 2층)

 전화번호 : (061) 555-1083~4 

 FAX : (061) 900-7068

 오시는 길 

국민연금공단 완도상담센터 이전 안내

국민연금공단 완도상담센터가 2018.11.26.(월요일)부터 

KT완도지사 2층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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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88)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군범죄ž테러,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국방헬프콜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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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쉽고 빠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대외협력과 ☎02-811-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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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만나보는 지방행정혁신 사례(똑똑 세종 실험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추진단 ☎02-2100-8677)

□ 가을비 내리는 11월, 우리 동네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비가 내
리면 세종시청에서는 우산용 비닐 대신 비에 젖은 우산을 ‘솔’로 닦는 
우산빗물제거기를 볼 수 있습니다. 

□ 빗물제거기는 시민의 목소리 창구인 ‘똑똑 세종’을 통해 반영된 시민의 의
견인데, 세종시는 더욱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똑똑 세종 실험실｣에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똑똑 세종 실험실｣에서는 시민들로 구성·운영되는 ‘똑똑 세종 시민자문
단’이 선정한 실험팀이 직접 실험을 통해 원하는 정책의 실제 적용가
능성, 효과성을 검증합니다. 

□ 실험이 끝난 아이디어는 ‘똑똑 세종 제안콘서트’에서 시민들이 우수사
례를 선정하고 자문단 검토 등을 통해 정책화가 진행됩니다. 

□ 올해 7월부터 한달간 ‘슬기로운 세종생활’ 공모를 통해 실험팀을 모집
했고, 선정된 7팀은 8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 종이팩(종이책 분리배출 물품보상 프로그램), 청룡이 나르샤(무단횡단 줄이기 프로젝트) 등 

□ ｢똑똑 세종 실험실｣은 시민이 직접 일생생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
정을 주민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우수한 지방행정혁신 사례입니다.

□ 여러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지방행정혁신 활동을 진행 중입니
다.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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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국정홍보만화 (기술탈취 근절)



제512호(11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17 -

2018년 11월 국정홍보만화 (복지상담,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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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044-203-2865)

2018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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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역전,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자활사업 알고계세요?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 044-202-2038)



제512호(11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20 -

새로워진 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3)

《 농지은행통합포털 주요 개선내용》

  m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농지은행 사업 신청 가능

  m 신청 이후 진행상황을 SMS로 알림, 관심 매물 추천․예약․보관 등 서

비스 기능 추가

  m 매물에 대한 종합정보(항공지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제공

  m 농지은행포털과 농지연금포털을 통합하여 창구 단일화

  ☞ 개선된 농지은행통합포털은 11월 13일에 선보일 예정

(기존)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누리집 개별 운영 (개선) 농지은행통합포털 운영(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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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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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식생활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2)



제512호(11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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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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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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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사항

 ○ 개인 애경사 또는 기관 공식 행사 등에 조화(造花)가 아닌 생화(生

花)로 만들어진 신화환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신화환 주문처 : (사)한국화원협회(1588-1222) 또는 가까운 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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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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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 예정(‘19.1.1., 식약처)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농산물은 유통을 금지 하는 제도

○ (농식품부 추진사항)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혼란 방지, 제도 연착
륙을 위해 농약 보완대책 마련 및 교육․홍보 추진

    - 직권등록, 잠정기준, 그룹기준 등을 통해 사용 가능농약 확대, 환경 유래 농약
의 잔류기준 설정 및 ’19.1.1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로 적용시기 조정

    -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캠페인(9월) 등을 통한 농약 안전사용 운동 확산(시･도 

→ 시･군･구), 지속적인 교육･홍보 추진(‘18년 7월, 86만명)

□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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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PLS 시행 ’사전 안내‘<참고> 및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참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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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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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배수 준수, ▲수확 전 사용일수를 지켜 수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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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관련 준수사항 안내

작물별 등록된 농약̇ ̇ ̇ ̇ ̇ ̇ ̇ ̇을 바르게 사용하여

깐깐해진 농약허용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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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시기, 사용횟수, 사용량, 희석배수를 지켜서 사용하시고

③ 마지막으로 수확 전 사용일수를 지켜 수확·판매하여야 합니다. 

  * 농약사용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촌진흥청
(☎1544-8572),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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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PLS 제도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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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1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단,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개편
기준

▪ 2019년 1월부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생계․의료급여 적용)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만 적용)

 ○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 수급가구(* 생계급여만 적용)

지원
내용

  *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급여종류 2019년도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 138만원 생활비 지원(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의료 185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203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31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상담 ▪ 생계 ‧ 의료 ‧ 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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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 국민추천 접수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044-201-8309)

 □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와 국민에 헌신·봉사하며, 국가 주요시책과제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2018년 대한민국 공무

원상」후보자를 11월 30일까지 추천받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후보자 추천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은 물론, 국

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국민추천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추천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 추천과정에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시어 국민

이 공감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개요 » ｣

  ❍ 국민추천기간 : ’18.11.1.(목) ~ 11.30.(금)

  ❍ 추 천 자 : 국민 누구나 (본인 추천 제외)

  ❍ 추천대상 : 중앙·지방의 전 직급 공무원(정무직 제외)

  ❍ 선발인원 : 80명

  ❍ 선발분야 : ①사회적 가치 실현, ②더불어 잘사는 경제활성화, ③국민안전 
개선, ④인재양성, ⑤일자리 창출 

  ❍ 추천방법 
   - (온라인)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접수

   - (우편·방문) 인사혁신처 우편 송부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접
수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Tel : 044-201-8299/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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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예방 안내

(자료제공: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6)

 단풍철 산행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 

 o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 등은 일체 휴대하지 맙시다.

 o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ㆍ흡연을 하지 맙시다.

 o 산행을 하실 때는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합시다.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주의하실 사항 

 o 산림 내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낙엽, 고춧
대·깻대 등), 생활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맙시다.

 o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각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o 산림청 중앙산불상황실(042-481-4119), 시·군·구 등 산림행정관서 또는 119, 경찰

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련 처벌 내용
 o 산림방화죄  (산림보호법 제53조)

  -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타인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o 실수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산림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
간 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12호(11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30 -

‘나무의사 제도’시행에 따른 위반행위 집중단속 안내

(자료제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35)

□ 나무의사 제도 안내

  m 2018년 6월 28일부터 병해충 등 수목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전
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의 오남
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m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
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m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위반행위 단속 안내

  m 나무의사 제도의 올바른 조기 정착을 위해 2018년 12월까지 전
국적으로 계도를 하고, 2019년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 주요 처벌기준 및 위반내용

  m「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

   -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 나무병원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m「산림보호법」제54조의2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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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나무의사 제도’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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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상표․디자인․특허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웹사이트 안내

(자료제공: 특허청 대변인실  ☎ 042-481-5272)

○『지식재산 탐구생활』사이트를 이용하면 상표권·디자인권·특허 출원 경험이 없는 일
반인도 출원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인터넷 포털에서『지식재산 탐구생활』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 상표·디자인·특허 출원등록 절차와 지식재산 일반 지식, 수수료감면제도, 분쟁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음

이웹사이트는장애인도차별없이동등하게이용할수있는유니버설
디자인을적용하여웹접근성인증마크와굿디자인을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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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SCHOOL) 이용안내

(자료제공: 특허청 대변인실  ☎ 042-481-5272)

○ 전국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www.ipacademy.net)은 청소년․교원․일반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설

  * 2018년 10월말  현재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가입회원 수는 20만7천명

 -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발명기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이러닝(e-Learning) 서비스 제공

   - (교원) 교육부 직무연수로 인정해 주는 발명 및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도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일반인) 상표·디자인·특허권리 획득,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기술이전, 법
학, 기술경영, 저작권, 분쟁대응 등 교과목 운영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과정은 2월과 8월에 공고하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ipacademy.net)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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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당신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세요
(자료제공 : 한국자산관리공사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추진단 ☎ 051-794-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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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자의 채무

정리를 지원합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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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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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그 합계가 천만원보다 많더라도 하나의 금융기관에 천만원 이하의 

빚이 있으면 그 채무만 별도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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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금융기관 보유 채무는 그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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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신청기간 : ’18.9.03 

~ ’19.2.2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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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의 독립운동가 유상근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71)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유상근(柳相根, 미
상∼1945. 8. 14.) 선생을 2018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난 선생은 한학을 공부하다 10세 되던 해 통천공립보통학
교에 입학했다. 이후 집안 사정으로 북간도 연길현 2도구로 이주했고, 봉밀구(峰密
溝) 필산촌(畢山村)을 거쳐 용정촌으로 가 동흥중학교에서 1년간 수학했다. 재차 
화룡현으로 이주한 뒤 19세 되던 해 이모부인 이종익이 있는 하얼빈으로 갔다.

하얼빈에서 생활하던 선생은 1930년경 상하이로 갔다. 상하이에서 김구를 만
났고, 그의 도움으로 영국인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검표원으로 취직했으나 궁핍
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홍콩과 광둥지방을 오가며 인삼장사를 했다.

중국정부는 1931년 9월 18일 만주를 침략한 일본을 국제연맹에 제소했다. 국
제연맹은 릿튼(Lytton)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조사단
은 5월 26일부터 다롄(大連)에 오게 되었다. 김구는 일본군 고위관료가 조사단 
환영식에 참가하면 이들을 처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1932년 1~2월경 김구의 부름으로 상하이로 돌아온 선생은 2월 24일 한인애
국단에 가입했고, 4월 27일 윤봉길의사가 홍커우공원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폭탄
을 들고 다롄으로 갔다.

선생은 의거를 위해 미리 가있던 최홍식을 다롄에서 만났고, 이성원․이성발 형제
의 협조를 받아 거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거사 이틀 전인 5월 24일 최홍식이 상하이
로 보냈던 전보가 추적당하여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선생은 다롄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살인예비, 폭발물취체규칙 위반’으로 무
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하루 앞둔 1945년 8월 14일 뤼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유상근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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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의 6․25전쟁영웅 에드워드 포니 대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7)

에드워드 포니 대령
(1909.8.16.∼1965.1.21.)

상훈 : 미국 공로훈장(’50)
◈ 죽음의 바다를 넘은 기적의 항해,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하다 ◈

  국가보훈처는 ‘에드워드 포니’ 미 해병대 대령을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였으며 현봉학 박사를 도와 ‘흥남철
수작전’에서 약 10만명에 이르는 피난민을 구출하는데 공헌함

 ○ 에드워드 포니(Edward H Forney) 대령은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주 설계자
였으며 미 해병대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수륙양면작전의 전문가였다.

○ 포니 대령은 포항상륙작전 당시 제1기병사단의 하역과 상륙에 관한 계획을 준비하
였으며, 1만명이 넘는 병력과 2천대 이상의 차량류가 포항에 상륙하였는데 이는 
부산지역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당시 극동지역의 미 해군 사령관이었던 터너 조이 미 해군 제독은 “1기병사단에 
의해 우리 병력의 증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산 방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 포니 대령은 포항상륙작전 중 보여준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공로훈장(Legion 
of Merit)을 수훈했다.

○ 또한 미국 역사상 전투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해상 탈출 작전인 
흥남철수작전에서 장비, 보급품 및 병력의 철수를 조직적으로 이끈 제10군단 지
휘단의 책임관으로 활약하였으며, 흥남에 발이 묶여있던 약 10만 명의 피난민
을 무사히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 미 공군에서는 흥남철수작전에서 그가 보인 뛰어난 공로를 치하하여 청동무공훈
장(Oak Leaf Cluster)을 수여하였다.

 ○ 이후 포니 대령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미 해병 수석 고문관으로서 대한민국 해병
대가 고도로 훈련되고 기동력을 갖춘 군대로서 강화된 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었으며, 외국 군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군 기지 내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로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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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의 현충인물 ‘배근성 순직경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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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12월의 현충인물로 2011년 교통사고 현장에서  

전기 감전으로 순직한  ‘배근성 순직경찰(1969. 10. 4 ~ 2011. 12. 4)’을  선정했다.

◯ 2011년 12월 4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인근 지방도에서 빗길에 미

끄러진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배 경위는 이날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운전자는 무사해서 안전하게 귀가시킨 

후,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전신주에서 떨어진 전깃줄에 감전돼 쓰러진 

주민을 구하려다 함께 감전돼 순직했다. 

◯ 당시 배근성 경위는 두 아들(7세, 5세)과 부인, 노모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 정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배근성 순직경찰의 공로를 기려 옥

조근정훈장(2011. 12. 5)을 추서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경찰관묘역에 안장

했다.

배근성 순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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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호국인물 민종식 의병장 (1861. 3 ~ 1917. 6. 26)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홍보팀  ☎ 02-709-3109)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민종식(閔宗植) 의병장을 2018

 년‘12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민종식 의병장은 1861년(철종 12)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   
났다. 선생은 1882년(고종 19)에 과거에 급제한 후 이조   
참판에 이르렀다. 1895년, 을마사변이 일어나자 치욕적인    

사건으로 여겨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구국운동   
에 매진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선생은 1906년  
 3월부터 처남 이용규 등과 함께 의병을 계획하여 항일운동   

전면에 나섰다.

 
선생은 격문과 각국 공사관에 보내는 청원문을 작성하고 1906년 6월 의병을 일으
켰는데, 홍주 근방 합천에서의 첫 번째 전투는 그 성과가 미미했으나 충청도 홍산에
서 최익현, 임병찬 등과 연합하여 의병부대를 일으켰다. 이후 서천, 비인, 판교를 거
쳐 남포에 이르렀을 때의 군세는 1만여 명으로, 을사의병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어 
보령, 청양 등 충청남도 서부 일대를 점령하고 서부의 중심지인 홍주를 점거하면서 을
사의병의 3대 전투의병(신돌석 진영, 정용기ㆍ정환직 진영)으로 그 기세를 드높였다.

당시 민종식 의병장이 이끌던 홍주 의병부대는 서울과의 교통로 때문에 일제에게는 큰 
위협거리였다. 이에 일제는 급히 토벌대를 파견, 5월 31일 홍주성에서 대규모의 전투
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홍주 의병부대는 부족한 여력에도 최선을 다해 싸웠으나 83
명이 전사하고, 145명이 일제에게 생포되는 등 크게 패했다. 선생은 몸을 피해 청양, 
온양, 공주 등지에서 저항하면서 수차례 일제의 추적에서 벗어났으나 11월 공주에서 
체포되어 1907년 7월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후 법부대신 이하영의 주선으로 사형을 
면하고 순종 즉위기념 특사 등으로 풀려났지만 구금 중 얻은 후유증으로 1917년 사망
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12월 6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후손 및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