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정 소식 ◦ 국정홍보만화(생활속 유해물질 바르게 알기)

◦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홍보 ◦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 홍보 ◦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을 지켜요!

◦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안내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신청하세요!

◦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체험 참가자 모집 ◦ 농촌 빈집 등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합니다!

◦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 농작업 할 때, 무시무시한 진드기 조심하세요!! ◦ 4월 제철 농산물(양파, 참외) 홍보

■ 도정 소식 ◦ 봄의 꽃·식물 안내

◦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 ◦ 농약허용기준 강화 안내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미세먼지, 기저질환자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인상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됩니다! 

◦ 남도정신문화 강연회 개최 홍보 및 참석 협조 ◦ 2019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자율주택정비사업, 새집 마련의 꿈 앞당기세요!

◦ “전라남도 대기질 정보시스템” ◦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반상회 ◦ 달걀 껍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 국정 소식 ◦ 공공분야 갑질피해 익명 상담 안내 

◦ 국내 유명 대학의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세요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및 5월 신청 안내

◦ 확 달라진, 요즘 학교 한글책임교육 ◦ 청소년 인터넷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 안내 ◦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안내

◦ ’59. 12. 31. 이전 퇴직군인 퇴직급여금 신청 안내 ■ 이달의 역사 인물

◦ 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 2019년 5월의 독립운동가 김규식·김순애 선생

◦ 사례로 만나보는 지방행정혁신 사례 ◦ 2019년 5월의 6․25 전쟁영웅 조관묵 경감

◦ 봄 여행 주간 ◦ 2019년 5월의 현충인물 순직경찰 최동문 경위 

◦ 국정홍보만화(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 ◦ 2019년 5월 호국인물 노종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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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완도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 061-550-5352)

 직장인과 학생등 근무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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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주 화요일 여 권  야 간 민원 실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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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사 실 확 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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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군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담당 ☎ 061-550-5732)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 정   의 : 국내 농산물과 수입식품에 사용 가능한 농약성분을 등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래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기준(0.01ppm) 이하로 관리

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 PLS 시행 후

설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 이하 적합, 이상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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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S 적용 예 : ‘취나물에 배추용 등록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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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대상 :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 성분 약 600종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4조, 농약관리법 23조

2019년  1월  1일부터  PLS 전 면 시행 에  따 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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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해양치유산업과 해양의료지원담당 ☎ 061-550-5682)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9. 4. 19.(금) ~ 6. 22..(토)  ❍  접수기간 : 수시

❍ 시    간 : 09:30 ~ 12:00          ❍ 접수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

❍ 장    소 :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 참가인원 : 30명(선착순 모집)

❍ 준 비 물 : 운동복 차림, 모자, 선글라스, 세면도구, 여벌 속옷

❏ 프로그램 소개
    

노르딕워킹 해변요가
 

해수 찜
 

꽃차
 

❏ 프로그램 일정(4월 ~ 6월)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참가문의 : 완도군청 해양치유산업과 ☎061)550-5681~5682

봄 그리 고 힐 링  해 양기후치 유 프로그램  체 험  참 가 자  모집

월 일 시 간 프   로   그   램 비고

4
19(금) 09:30~12:00 필라테스, 경락체조, 해수찜, 꽃차, 톳유부초밥, 유자해초호떡

20(토) 09:30~12:00 필라테스, 해변댄스, 해수찜, 꽃차, 톳유부초밥, 유자해초호떡

5

10(금) 09:30~12:00 노르딕워킹, 해수찜, 꽃차, 톳유부초밥, 유자해초호떡

11(토) 09:30~12:00 노르딕워킹, 해수찜, 꽃차, 톳유부초밥, 유자해초호떡

24(금) 09:30~12:00 필라테스, 해변요가, 해변댄스, 해수찜, 꽃차, 톳유부초밥,  
유자해초호떡

25(토) 09:30~12:00 필라테스, 해변요가, 해변댄스, 해수찜, 꽃차, 톳유부초밥,  
유자해초호떡

6

14(금) 09:30~12:00 노르딕워킹, 해수찜, 꽃차, 톳유부초밥, 해초호떡

15(토) 09:30~12:00 노르딕워킹, 해수찜, 꽃차, 톳유부초밥, 해초호떡

21(금) 09:30~12:00 필라테스, 해변요가, 해변댄스, 해수찜, 꽃차, 톳유부초밥,  
해초호떡

22(토) 09:30~12:00 필라테스, 해변요가, 해변댄스, 해수찜, 꽃차, 톳유부초밥,  
해초호떡

해초호떡, 톳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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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에게 다양한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치매어르신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킵니다.

치매, 최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기억 이  머무는 쉼터

▶대    상: 치매 어르신
▶선정기준: 
 장기요양등급미신청자, 장기요양등급 확정 후 서비스 미 이용자
▶내    용: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Cotras-G), 작업치료
  인지자극훈련, 음악치료, 회상치료(독서요법), 
▶신청방법: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모집기간: 연중상시(선착순 모집)

☎문의전화: 550-5817

치매 예 방 교실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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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550-5814

치매 상 담 콜센 터

치매 궁금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365일,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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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061-550-6767)

농작 업  할  때 , 무시무시 한 진 드기 조심 하 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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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전남도립대학교 도서관과  ☎ 061-380-8485)

◆  전남도립대학교 도서관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 열린 도서관 운영 안내

 ○ 대    상: 전남도민

 ○ 이용범위: 도서 대출(1인 3권 14일), 자유열람실 이용

   

구    분 이 용 시 간

자 료 실 09:00 ~ 18:00(평일)

자유열람실 07:00 ~ 23:00

※ 휴관 : 개교기념일, 법정공휴일, 기타 필요할 때 관장이 개·폐 조정

 ○ 위    치: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 도서관 4월 문화 행사 운영 안내(홍보물 참조)

○ 대    상: 전남도민

지 역민과  함 께 하 는 열린 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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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인문학 강좌(홍보물 참조)

○ 대    상: 재학생 및 전남도민

 ○ 일시/장소: 4. 25.(목) 13:30 ~ 15:30/전남도립대학교 대학본부동 5313(3층)

 ○ 주    제: 어린이들과 그림책을 즐기는 방법

 ○ 강    사: 김중철(작가, 어린이책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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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 인용 보행 기 지원 사 업 신 청  안내

(자료제공: 고령사회정책과  ☎ 061-286-5824)

  전라남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바랍니다.

○ 사업기간 : ’19. 1. 1. ~ 12. 31.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

    - 장애등급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 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 30%)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사전)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장기요양등급 외(A, B) 결과 통보 사본,    

      장애등급판정서, 의사 소견서 등) 

     (지원결정 후)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② 영수증 ③ 통장사본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개인 구입 및
증빙서류 제출 ⇨ 구입비용 지원

어르신 → 시군 시군 → 어르신 어르신 → 시군 시군 → 어르신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담당자:    
☎550-5322)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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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 금 최대  30만 원  인 상지 급

(자료제공: 고령사회정책과  ☎ 061-286-5823)

  전라남도는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20% 어르신께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

까지 기초연금을 인상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

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기간 : ’19. 4. 1. ~ ’20. 3. 31.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20%어르신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현행) 25만원 -> (변경) 30만원

      -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현행) 40만원 -> (변경) 48만원

○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이하 어르신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8만원 이하

       ※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방법 : 기존 기초연금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이 매월 
25일 수급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 기초연금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고(온라인 신청가능)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에 일괄 우편안내하고 있으

며 시군과 공단 간 협조를 통해 지속적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경로

복지팀(담당자: ☎550-5321)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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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도정 신 문화  강 연회 개 최 홍보 및 참 석  협 조

(문화자원과 ☎ 061-286-5341)

 남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기적인 강연회를 개최하여 전통

 사상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남도정신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확산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행 사 명 : 남도정신문화 강연회 

 ❍ 일    시 : 2019. 5. 9.(목) 14:00 ~ 17:00 *14:00~14:40 식전행사

 ❍ 장    소 : 전남도청(김대중강당)

 ❍ 참석대상 : 22개 시·군 문화원, 향교(유림), 학생, 일반인 등

 ❍ 주    제 : 겨레의 빛 호남정신, 새 천년을 비추다

 ❍ 주최/주관 : 전라남도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시․군 협력사항

 ❍ 남도정신문화 계승․확산을 위한 「남도정신문화강연회」 개최 홍보 협조

   - 시군 소식지‧누리집‧관광홍보물‧전광판‧반상회보 등을 활용, 적극 홍보 

 ❍ 소속 공무원‧문화원, 향교, 학교‧산하기관 등에 강연회 참석 협조 안내

   - 시군소유 버스 배차로 참석자 편리와 안전성 확보

   - 시군 담당은 강연개최 장소까지 참석자 인솔 협조



제517호(4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14 -

신 혼부부 ․다 자 녀가 정  보금자 리 지 원 사 업  신청  안내

(자료제공: 인구청년정책관  ☎ 061-286-2823)

 전라남도는 우리 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

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신청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정액 최고 15만원, 3년간)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시·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10종

    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⑦ 주택매입계
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⑧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

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⑩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 신청기간 : 2019. 3. 4.(월) ∼ 10. 31.(목)  * (당초) 상하반기(3.4.~4.5. / 9.2.~9.30.) 

구분 신청접수 서류 심사 및 선정 대상자 확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19년
’19. 3. 4.(월)∼10. 31.(목)

⁕ 사업량 소진 시까지
매월 신청 익월 말일까지 6월, 12월 기준

(상․하반기 실적 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① 거주조건 :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 (당초) 만3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신청제외 : 1가구 다주택소유자,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고, 완도군청 
여성아동과 지역인구정책팀(담당자: ☎550-5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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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 역 대 기질  정 보는

“전 라 남 도 대 기질  정 보시스템 ”

(자료제공: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 061-240-5292)

□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전라남도 대기질 정보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우리지역의 
대기질 정보를 4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현재 33개 도시대기측정소가 운영 중이며, 금년 상반기까지 
22개 모든 시·군에 측정소가 설치되면 38개소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전라
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대기
오염경보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예보/경보  문자 수신방법

○ (접속방법) https://air.jihe.go.kr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전라남도 대기질 정보시스템” 입력하여 접속

○ (문자, FAX 신청방법) 사이트 접속 후 알림 서비스 신청 란에서

                        대기오염경보(미세먼지, 오존) 신청, FAX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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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에 서 발 생 한  억 울 한  사 망 사 고를 다 시  조사 합 니다 .

(자료제공: 자치분권과  ☎ 061-286-3562)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9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설립

된 대통령소속 기관입니다.

○ 위원회는 특별법(「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활

동하게 되며, 진정서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 진정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

생한 모든 사망사고(자살, 자해․질병사망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 특히, 2014년 이후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져 구타·폭언·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가슴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진정해 주십시오.

□ 진정하시는 방법

  ○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방문·팩스·이메일 로 제출

•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우편번호 04535)

• 홈페이지 : www.truth2018.kr

• 대표메일 : truth2018@korea.kr

• 민원전화 : 02-6124-7531~7532 / 팩 스 02-6124-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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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대학의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세요.

(자료제공: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044-203-6983)

○ ’19학년도 1학기「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케이무크)」수강신청 및 

강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15. 10월부터 서울대, 카이스트 등 국내 95개 유수 대학이 참여하여 4차 산업

혁명 및 직업교육 분야부터 부동산, 예술, 패션 분야 까지 510여 개의 다양한 

명품 우수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K-MOOC를 통해 대학생은 사전 수업준비와 타 전공분야 공부, 직장인은 최신 

지식정보 습득, 일반인․퇴직자 등은 개인역량 강화 및 취미생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mooc.kr)에 접속하여 간단

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여 강좌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강

하시면 됩니다.

  - 강좌는 각 대학(교수)에서 직접 운영하며, 수강생은 강좌별로 교수가 정한 일

정한 기준(퀴즈, 과제 등 평가점수)을 통과하는 경우, 대학(교수)명의의 이수증

(Certificate)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좌 운영이 종료된 강좌는 수강신청 

없이 자유롭게 청강이 가능(이수증 발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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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요즘 학교 한글책임교육

(자료제공: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044-203-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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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 안내
-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전자제품 등을 중고거래 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02-3400-2325)

□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등을 말하

며, 무선, 유선 및 정보기기 등이 해당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

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ㅇ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

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해야 합니다.

    ㅇ 소비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후, 사

용해야 합니다.

      ※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기들

□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기기 1대는 개인사용 목적에 한해 적합

성평가를 면제하나, 해당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

는 것은 전파법 위반입니다.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선설비

(스마트폰, 레이다,

무선LAN, 무전기 등)

유선설비

(전화기, FAX,

가정용전기용품, 등)

정보기기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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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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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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02-748-663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 6. 25. ∼ 2021. 6. 30.(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이상으로 퇴직한 군인 및 유가족

  ※ 제외대상 : ① 1959년 이전 일등중사(하사) 이하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② 1960년 이후 퇴직자                                      

③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1959년 이전 군 경력을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가족 

               ④ 국가보안법, 형법에 의한 금고1년 이상의 실형 또는 확정자

3. 접수처 : 각 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육    군 : ☎ 042-550-7451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6호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처 직위개발협력과 

   ∙ 해    군 : ☎ 042-553-1156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공    군 : ☎ 042-552-1541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직접 방문 시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제2정문 민원안내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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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제출서류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청인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유족이 1명인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퇴직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상세로 발급)

      2)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① 유족이 1명인 경우의 제출서류와 동일                                    

 ② 유족 중 대표자로 선정 시 :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2호서식]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③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④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기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 신청서식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의 정보공개 내        

      업무분야별 자료(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042-550-7451), 해군(☎042-553-1156), 

공군(☎042-552-1541), 국방부(☎02-748-6638, 6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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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군수품은“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02-748-1882)

□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 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착용 및 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
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 입니다. 

 
  ○ 이 중 군복은 베레모, 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 우의 등 제복, 전투

화,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지장, 기타 피아식별띠 등이 해당됩니다. 

     단,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상의, 구형전투화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군용장구류는 군용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
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망, 방탄헬멧, 방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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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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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군 형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 기타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경우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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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만나보는 지방행정혁신 사례(‘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044-205-3403)

□ 요즘 뉴스를 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
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지고 
2031년에는 총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상
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운영중인 참신
한 정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 먼저, 강원도의 출산환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면적은 가장 넓지
만,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춘천, 원주, 강릉 세 도시에 80%가 집중돼 
있어 많은 지역이 분만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그렇다보니 언제든지 분
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임산부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죠.

□ 이러한 임산부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강원도는 고위험 임산
부를 위한 ‘응급산모 안심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
원과 협업하여 분만취약지인 홍천, 양구, 철원, 인제, 화청 5개 군 지
역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산부 중 분만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
안감을 갖는 임산부 또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이 가
능하도록 춘천에 거주지를 1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8년 8월 시작한 이래로 9명의 산모가 이용하였고 수십명의 대기자
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 그 밖에도, 강원도는 임산부가 보건소에 임신 등록을 하면, 임산부 전
용 앱을 통해 ‘응급산모 안심택시’, ‘24시간 임신 맞춤형 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보건소, 지역 산부인과 병원, 대학거
점병원, 119구급대, 지역 택시회사를 ICT 기술로 연결하여 위급상황
에 택시를 통해 임산부를 호송하는 ‘응급산모 안심택시’는 임산부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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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실내 사진

□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강원도의 ‘응급산모 안심스테이’를 비롯
한 다양한 출산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자체가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
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지만, 훌륭한 지역혁신 
사례입니다.

□ 여러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지방행정혁신 활동을 진행 중입니
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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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행주간

(자료제공: 문체부 관광정책과  ☎ 044-20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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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국정홍보만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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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국정홍보만화 (생활 속 유해물질 바르게 알기)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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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2)

해외에서 무심히 가져온 축산물(돈육제품)으로해외에서 무심히 가져온 축산물(돈육제품)으로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m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돼지의 폐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m 국내 유입시 국내 돼지농가 및 관련산업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몽골(1.15)‧베트남(2.19) 등 주변국

으로 확산 추세이며, 중국을 여행한 여행객이 우리나라로 가져온 만두와 순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m 해외에서 구입한 햄, 소시지, 육포, 냉장․냉동 돼지고기와 만

두·순대 등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음식물을 반입 

금지

              m 해외에서 구입한 동물·축산물 등을 휴대하여 입국시 반드시 

공·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자진 신고

                - (인천공항) 032-740-2661, (김해공항) 051-971-4991
                  (김포공항) 02-2664-0601, (제주공항) 064-746-0761

“휴대한 동물, 축산물을 미신고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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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을 지켜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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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61)

 추진경과

 ❍ 주민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역량강화 및 공동체활성화 도모를 위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추진 중(’14년∼)

   -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소득·문화·경관 등의 분야에서 
경연 및 시상

     * 콘테스트 신청(마을) : (’14) 1,891 → (’15) 2,017 → (‘16) 2,664 → (‘17) 2,742  → (’18) 3,220 

 ’19 콘테스트 참가 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마을대표 또는 주민이 콘테스트 홈
페이지(http://www.raise.go.kr/contest)를 통해 접수

 ❍ (신청기간) ’19. 4. 1.(월) ~ 6. 21.(금)

 ❍ (신청분야) 마을 4개 분야 중에서 신청 가능
     * 소득체험, 문화 복지, 경관환경,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19 콘테스트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9. 8. 28.(수) 09:00 ∼ 17:00, KT인재개발원(대전)

 ❍ (시상) 수상 마을 및 시군에 상장과 시상금을 차등 수여

   - 분야별 1위(대통령상* 4천만 원, 국무총리상 3천만 원), 2위(장관상, 2천만 원), 
3위(장관상, 1.5천만 원), 4∼5위(장관상, 1천만 원)

     * 대통령상은 마을 4개 분야 중 현장평가 점수(50%)와 콘테스트 평가점수
(50%)의 합산 점수가 최고인 마을 1개소에 수여

 ❍ (평가) 전문가, 국민심사단(시민단체, 파워블로거 등) 참여를 통한 단계별 심사
     * 신청(콘테스트 홈페이지, ∼ 6월) → 도 평가(7월) → 현장심사(7월) → 콘테스트(8.28.)

 ❍ (부대행사) 문화동아리 공연, 마을개발 상품 전시·판매, 역대 금상
마을 성공사례(동영상) 공유, 농어촌인성학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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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등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9)

 농식품부 주최 제2회 농촌 빈집 및 유휴 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개최

 공모목적 : 농촌 빈집 및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빈집 등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 지역활성화 :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절감 등

 공모개요
 ❍ (공 모 명) 농촌지역 빈집 및 유휴 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
 ❍ (공모기간) ’19. 4 ~ 7월

 ❍ (신청자격) 농촌(읍·면)의 빈집 및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한 마을 또는 법인

 ❍ (신청방법) 신청자 → 시·군 → 농어촌공사(지역개발지원단*)

     * 이메일 접수처 : 2160294@ekr.or.kr / ☎ 042-610-1935

 ❍ (심사방법) 서류심사 통과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심사(8월)

   - 1차 서류심사 : 심사항목*에 따라 서면평가
     * 활용 동기·목적, 활용용도·기간, 운영 주체·방법, 운영 실적, 활용 효과 등

   - 2차 현장심사 : 운영 실적 등 대면평가
     * 서류 및 현장 심사위원은 농촌 건축․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시상훈격) 장관상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우수사례 홍보
 ❍ (발표/시상) 결과발표 9월 / 우수사례 시상․전시 및 홍보(9. 24. ∼ 30.)

상 명 시상점수 훈 격 상금(만원)

대    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00
최우수상 1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400
우 수 상 2점 〃  300

계 4점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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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5)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1. 지원대상  

    (건강보험)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연금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2. 지원내용

    (건강보험) 농어업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95,660원 지원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95,660원 정액

      * 지원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농어촌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감면(복지부)

    (연금보험) 농어업인이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43,650원 지원
      * 지원금액 : 기준소득금액(97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금액(97만원) 초과의 경우 월 43,650원 정액

      * 지원제외 :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or) 연간 농외소득이 
                    전년도 월 평균소득액의 12배(2,895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3. 환수제도

    보험료 지원받은 농업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농업인→비농업인)에는 

즉시̇ ̇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시점부터 지원받은 보험료를 환수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신 분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과 문의 가능

       (건강보험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면서 읍·면에 거주자에 한해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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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철 농산물(양파, 참외)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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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꽃·식물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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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기준 강화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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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저질환자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 ☎044-202-3903)

고농도 미세먼지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심뇌혈관·호흡기·천식질환자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 심뇌혈관질환자: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뇌졸중, 심부전을 앓았거나, 혈관우회로술
(bypass surgery)‧혈관성형술 등 심뇌혈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

* 호흡기질환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 폐렴, 기관지염, 폐기종 등

미세먼지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공통)

심뇌혈관질환자는 호흡기질환자는 천식질환자는

※ 미세먼지는 ‘노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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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됩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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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 창업의 요람!  2019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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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세요!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044-20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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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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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043-719-2855)

□ ’19년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가 표시(10자리)됩니다.

 

 ○ 산란일자(4자리) : ‘○○△△’(월일)로 표시

    (예시) 0328 (3월 28일), 1002(10월 2일)

 ○ 농장 고유번호(5자리) : 알파벳과 숫자 5자리로 표시

 ○ 사육환경번호(1자리) : 숫자 1자리로 표시

◊ 농장 고유번호로 농장 확인방법: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달걀농장/살충제계란 ► 달걀농장정보(산란계) ► 고유번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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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피해 익명 상담 안내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과 국민콜110  ☎ 02-2110-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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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 형 대 표 사 례

이익
추구

공공
분야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불이익
처우

업무적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유 형 대 표 사 례

이익
추구

공공
분야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불이익
처우

업무적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참고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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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및 5월 신청 안내

(자료제공: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044-204-3818)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
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
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등
○ 신청기간 : 2019. 5. 1. ∼ 5. 31. 까지
○ 신청방법 : 홈택스(인터넷, 모바일앱), ARS(1544-9944), 서면 신청
○ 지급시기 : 신청요건 심사 후 9월 중 지급예정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부부합산
소득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동거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 가구1) 2,000만원 미만 3∼15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3∼260만원
    맞벌이 가구2) 3,600만원 미만 3∼300만원

재산요건 ’18. 6. 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18.12.31.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부합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자녀 1인당)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50∼70만원맞벌이 가구

재산요건 ’18. 6. 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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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안내

(자료제공: 광주광역시 대회지원과  ☎062-6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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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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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의 독립운동가 김규식·김순애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044-202-5771)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김규식(1881.1.29. ~ 

1950.12.10.) 선생과 김순애 선생(1889.5.12~1976.5.17) 부부를 2019년 5월의 독립

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김규식 선생은 1881년 1월 아버지 김지성(金智性)과 어머니 경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897년 미국 유학을 떠나 로아노크 대학(Roanoke College)에서 수학하고,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를 받은 후 1904년 귀국하였다.

 1906년 대한자강회 회원으로 여러 강연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했으며 1913년 11월에 

중국 상하이로 망명, 신규식과 함께 박달학원(博達學院)을 설립하고 한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총장 자격으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어 5월 12일에 

한국독립에 관한 청원서와 한국독립 항고서(抗告書)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였고   

한국독립과 평화라는 책자를 비롯해 다수의 독립운동 홍보문서를 작성하고 각국 

대표들 및 언론인들에게 배포해 한국인의 독립의 열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1921년 임시정부 내에 독립운동 노선으로 갈등이 야기되자, 잠시 임시정부를 떠났

다가 1923년 1월 국민대표회의에서 국민위원과 외무위원을 맡았다.

 1933년 1월 미국을 방문해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운동을 전개하고 수천달러를 모

금해 돌아왔으며, 193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

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사천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힘썼다.

 1942년 10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보선되었고 1944년 부주석에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을 대표하는 김구 주석과 민족혁명당을 대표하는 

김규식 부주석 체제의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세력이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가며 

조국 광복을 이루어내었다. 

 선생은 1950년 북한군에 납치되어 그 해 12월 10일 평안북도 만포진 부근 별오동에서 

70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김순애 선생은 1889년 5월 황해도 장연군(長淵郡)에서 출생하였으며 1909년 정신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19년 김규식 선생과 결혼했다.



제517호(4월)                                                       청해진 소식Ⅱ. wando. county

- 52 -

 선생은 1919년 7월 이화숙(李華淑)·이선실(李善實)·강천복(姜千福)·박인선(朴仁善)·

오의순(吳義順) 등과 함께 ‘여성의 독립운동 참여와 지원’을 목적으로 상해 대한애국

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가 자금난으로 곤경을 겪게 되자, 1926년 7월 임시정부경제후원회(臨時政
府經濟後援會)에 참여하여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간호원양성소를 

설립, 다수의 간호원을 양성 배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독립전쟁에 대

비하기도 하였다.

 1930년 8월 상해에서 김윤경(金允經)·박영봉(朴英峰)·연충효(延忠孝) 등과 함께 한인

여자청년동맹(韓人女子靑年同盟)을 결성하여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측면 지원하였다.

 1943년 2월 23일 충칭의 각계 각파 부인 50여명과 한국애국부인회 재건대회를 

개최하고 조직을 재출범시켰으며 주석으로 추대되었다.

 선생은 1945년 11월 환국하였으며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모교인 정신여자중·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으로 활약하면서 여성교육에 공헌하였다. 선생은 

1976년 5월 17일 87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정부에서는 두 분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김순애 선생에게는 1977년 독립장을, 김규식 

선생에게는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관련 사진

김규식·김순애 선생 결혼기념 
*사진제공 :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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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의 6․25전쟁영웅 조관묵 경감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7)

◈ 희생을 불사한 격전으로 양구 시민을 지키다 ◈

  국가보훈처는 ‘조관묵’ 경감을 5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조관묵 경감은 춘천경찰서 양구파견대 중대장으로 6·25전쟁 중 양구지역을 
지키고 민간인 2천 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며 용전분투하던 중 전사함

 ○ 조관묵 경감은 1927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나 경찰에 임용되었

다. 6·25전쟁 당시 양구전방은 백석산지구전투, 양구 동북방 피의능선 

전투 등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조관묵 경감은 춘천경찰서 

양구파견대 중대장으로 대원 30여명과 함께 양구지역 치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과 동시에 춘천이 수복되자 조관묵 경감은 

인민군 제10사단 소속 1개 연대 4천 여 명 규모의 패잔병과 대치하

며 양구군 소재지를 사수하던 중, 11월 4일 패잔병의 습격을 받아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내평리까지 후퇴하였다.

 ○ 다시 반격을 시도하여 격전을 벌였으나, 양구-춘천간 도로를 우회 차

단한 적의 배면 공격으로 소대와 중대가 통신이 두절되어 적의 맹공

격을 받게 되었다. 조 경감은 2천 여 명의 양구 시민들을 안전하게 

후방으로 소개시키는 등 최후까지 용전분투하였으나 적의 총탄에 전

사하였다.

 ○ 조관묵 경감과 양구 파견대의 활약은 국군이 반격해 북진하던 시기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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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속에서도 2천 여 명의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하였으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경찰의 귀감이 되었다.

 ○ 정부는 조관묵 경감의 공훈을 기려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하였다.

조관묵 경감
(1927.1.6. ∼ 19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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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5월의 현충인물’순직경찰 최동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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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부산 동의대 사건 순직경찰 ‘최동문 경위'를  5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m  최 경위는 1953년 3월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1980년에 경찰에 임용되어 주

로 강력계 형사로 근무했다. 세 차례나 흉기에 찔리면서 강도를 검거하는 등 

베테랑 형사로 명성이 높았으며, 1985년 2월에 강력범 검거의 공을 인정받

아 경장으로 특진했다. 

m 최동문 경위는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기동 1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 학내 입시부정 사건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던 중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순직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

관과 전투경찰 7명이 순직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m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매년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 하고 

있으며, 일곱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m 정부에서는 최동문 경위의 공로를 기려 경장에서 경위로 2계급 특진과 보국훈

장(광복장)을 추서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경찰관묘역에 안장했다.

순직경찰 최동문 경위
(1953. 3.10～198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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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호국인물 노종해 경감 (1922. 1. 14. ~ 1950. 6. 25.)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홍보팀  ☎ 02-709-3109)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노종해(盧鍾海) 경찰 경감을 
2019년‘5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 했다.  

  노종해 경감은 1922년 1월 14일 황해도 안악면에서  
태어났다. 1950년 2월 경위에 임용(경찰 간부후보생 
4기) 됐고, 6월에는 당시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내평 

지서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강원도 일대 경찰은 비상경비

사령부를 구성해 각 지서에서 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적은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춘천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
나 춘천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화천과 춘천으로 가는 46번 도로 내평리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내평지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당시 내평지서에는 지서장인 

노종해 경감(당시 경위)을 포함한 경찰관 10명과 내평리 일대 청년단원이 전부였다.

 이들이 방어하던 내평지서는 마을 한복판인 46번 도로변의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

고 있어 지형이 매우 불리했고 방호도 지서 주위에 마대로 참호를 쌓아올린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다. 변변한 무기도 없이 전차를 앞세운 적의 정규군을 맞아 노 경감과 경찰관, 
청년단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했다. 이들의 분전으로 소규모 경찰지서라고 얕

잡아보던 적은 2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자 결국 82mm 박격포로 포격을 가하며 응
전해 왔다. 치열했던 교전에서 노경감과 경찰관, 청년단원들은 장렬하게 산화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 덕에 적의 춘천 진격은 1시간 이상 저지되었고, 국군은 소양강 
방어선을 구축해 결국 6·25전쟁 첫 승리를 안긴 춘천지구 전투의 초석이 됐다. 

 정부는 노종해 경감의 공훈을 기려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16년부터 매년 고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5월 2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 및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