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무상교육(교육·급식·교복) 시행
(

자료제공

: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

(

041-635-3221)

자료제공

: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

041-635-2188)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극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1

m (지원대상) 도내 공·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58,660명)
※ 단, 국립고(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북일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는 제외

현대제철 용오름

당진 강풍피해

m (지원내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m (소요예산) 686억원(지자체 442, 도교육청 244)
구

분

계
지자체 도 시군
고교 1 ·2 학년
도교육청
고교 3 학년

( +

※
※

(단위 : 억원)

소 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686

467

160

59

442

301

103

38

244

166

57

21

)

※이외지역

년부터 확대 지원

2020

□ 풍수해보험이란?
-

※ 1인당 평균 수업료 855천원, 학교운영지원비 280천원, 교과서비 100천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시군
에서 보조함으로써 도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고교 무상급식 지원

2

천안, 아산지역은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보상합니다.

비고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m (지원대상) 도내 공·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66,218명)

(

m (지원내용) 1인 1식(중식)지원, 연 190일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

m (소요예산) 740억원(지자체 428, 도교육청 312)
구

(100%)

인 1식 단가

원

1

5,880

급식비(예산)

3

식품비

합 계

분

740

억원

인건비·운영비

도:23.1%+시군:34.7%)

도교육청:42.2%)

(

(

원

원

3,400
428

2,480

억원

312

❍ 대상재해

억원

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19,310명)

2019

m (지원내용) 현물(교복)지원, 공동 구매, 1인당

30

m (소요예산) 총

58

억원 소요 ⇒ 도교육청에서

58

만원 정도

총 8종(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예시) 단독주택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m (지원대상)

:

㎡

80

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24

-

총보험료:

-

보험금 규모: 전파

38,230

원

/

주민부담

:

만원/반파

7200

원

3,450

만원/소파

3,600

만원

1,800

※ 건축물대장, 재난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도내 시군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손해보험

1588-0100

현대해상

손해보험

1544-0114

NH

DB

억원 전액 부담
KB

1588-5656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1644-9000

1588-5114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안내
(

자료제공

: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사업 지원 안내
041-635-4332)

1. 융자대상

- 충청남도(시․군 포함)에서 「식품위생법」제 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융자제외대상
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③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거나
② 연간 매출액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④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

)

⑤ 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2. 대상사업 : 위생시설개선(설비 구입 포함)

, HACCP,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개선 등

※ 식품제조·가공 시설 설비 구입
3.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1천만원 이내
- 화장실개선자금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4. 융자조건

- 융자금리 : 1%
- 상환기간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5. 신청방법

- 관할 시·군 위생 부서(안내 :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

자료제공

: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

041-635-4332)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 89조 제3항 제1호
- 추진주체 : 15개 시·군
- 사업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사업예산 : 500백만원 * 보조비율 : 도비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80%(8백만원 한도)
* (예) 총사업비 1,000만원인 경우 800만원 지원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CCTV 설치 등)
- 조리장(이하“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3. 지원방법 및 절차

- 각 시·군 위생과에 음식점 주방시설·설비 등 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신청 및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신청자 → 시·군)

4. 신청방법

서류점검, 현장확인

⇨

평가, 사업자 선정
(시·군)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최종 결과 통보
(시·군 → 신청자)

보조금 지급요청

보조금 지급

⇨ 증빙서류 등 제출 ⇨ 현장 및 서류 검토
(신청자 → 시·군)

(시·군 → 사업자)

- 관할 시·군 위생 부서(안내 :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2019년 충청남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자료제공

(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지방자치단체(시행기관)명 : 충청남도

041-635-3443)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와 협력하여 2019년「충청남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4. 1 ~ 12. 31.

본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귀회에 동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며, 장려금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계 약 자 명
사 업 체 명
사업장 주소
연매출액

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상시근로자 수

※ 사업장 이전 시 통지 의무사항 확인

□ 접 수 처 :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대상 : 충청남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
* ’19년 01월 ~ ’19년 12월 신규가입자

장려금은 지원사업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원되므로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중단됨. 따라서, 장려금 수급자는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바, 만약 동 기간 내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장 이전 전에 기 지원한 장려금을 포함한 장려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20

* 2차 부금납입 확인 후 1달 이내에 적립 시작 (1차 납입부금에 대한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원)

□ 지원기간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충청남도 가입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신청서와 서류는 가입일 이후 팩스 제출
- 제출처 : 콜센터FAX(02-6499-9988,
042-864-0902)

월

일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ㅇ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

□ 제출서류
①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년

위 본인 :

*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가능

① 청약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충청남도 가입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매출액 3억원 이하 확인
충청남도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서와 증빙서류 접수)

명

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붙임

②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ㅇ 지원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적립
*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 내
미납해소 시에만 지원

□ 지원규모 : 소요예산(300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중단

ㅇ 지원기간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
ㅇ 유의사항 :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까지만 지원

□ 문 의 처
①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0910)
②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 041-635-3443)

①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② 지원기간 중 폐업․사망․퇴임 등 공제금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앞면)

봄철 산불 예방 안내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자료제공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

□ 신청방법

ㅇ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
금을 지원
<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 >
지자체

지원대상
(연매출)

지원금액
(월)

최대지원
금액

서울특별시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광역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광역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광주광역시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대전광역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울산광역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제주특별자치도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상기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ㆁ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자체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증명
원 등 연 매출액 증빙서류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
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대체 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
등록 소상공인)

ㆁ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서류제출 FAX : 02-6499-9988

또는

E-MAIL : ubase@kbiz.or.kr)
ㆁ 금융기관 가입창구, 공제상담사
□ 유의사항
ㆁ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

ㆁ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

않음

(※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
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ㆁ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
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
일까지만 지원함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 12회)

.

산림자원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 특히 청명․한식(4.5~6) 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다음사항을
당부하오니 적극 협조 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등으로 발생하고

.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 등 산림부서 네이버 지도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부서, 경찰서, 소방서
(119)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원)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리 이자를 지급

❍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매년 귀중한

.

□ 신청문의 및 제출처

5명 미만(그 밖의 업종)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

봄철 산불조심기간 : 2. 1.~ 5. 15. -

있으니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ㆁ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041-635-4505)

협조사 항
면세수입금액증명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지원방법

☎

벌금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운자는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는

.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0만원의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또는 화기

물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받습니다

.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저한 차단 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철 나무심기 운동 적극참여

(자료제공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

☎

041-635-4507)

나무식재 기간 : 2019. 3. 20. ~ 4. 20. -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
드는 나무심기는 목재생산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
함양 및 수질정화 기능, 재해예방기능, 산림생태․환경개선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다음사항을 당부하오니 적극 협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자료제공

(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

041-635-4116)

□ 가금농가 방문 자제 및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닭 ‧ 오리 등 가축에서 AI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고
☞ (폐사율) 동일축사에서 이전 일주일 일평균 대비 2배 높게 폐사율 증가 시
☞ (산란율) 동일축사에서 이전 일주일 일평균 산란율 대비 3% 이상 산란율 저하 시

협조사 항
❍ 제74회 식목일(4.5일)을 전후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기업 등 많은 도민들이 나무심
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신고 전화

◈ 1588-4060, 1666-0682 또는 각 시·군 가축방역부서

□ AI 발생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경제수 및
단기 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수를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양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로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밀원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우리지역 조림권장 수종
❍ 용재수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

‣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 알림 (’19.7.1

㎡ 초과 및 부화장에

일부터 닭, 오리 사육농장(50

’19.7.1

❍ 밀원수 : 아까시나무, 밤나무, 헛개나무, 옻나무, 백합나무 등

CCTV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

➀ 세부사항 : 농장입구 및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 특용수 : 옻나무, 두릅나무, 음나무, 고로쇠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등
❍ 유실수 :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

시행) 】

를

CCTV

설치하고,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
➁ 위반 시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위반횟수에 따라

만원)

100~500

‣ 미이행에 따른 농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사다리장학금 Ⅰ 유형

지적재조사 왜 해야 할까요?
(

자료제공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

(

041-635-2865)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적! 무엇이 문제인가요?
▸100여년전 일본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만들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와 맞지 않습니다.
▸토지 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이웃간 경계분쟁 등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자료제공

 지적재조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적재조사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면적 증･감으로 조정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적재조사 !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신청안내
044-203-6313, 6402)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전문대학 졸업 이상자는 지원 제외)

-

성적 : 대학 직전학기 성적

-

재직 :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군 복무 포함)으로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점(C

70

0

이상(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무관)

)

※ 현재 대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 제외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19년 1학기 2차 신청

월 중 예정)

: ‘19.3

☞ 선정 시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의무 수혜학기 수 개월 간 중소 중견기업 재직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
○ 개요 미취업 대학생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 등록금 전액 등 지원
○ 지원요건
,

(

:

×

·

4

·

-

학력 : 일반대 3학년,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 대학 직전학기 성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19년 1학기 신청

☞ 선정 시

,

▸땅을 쓸모있게 정형화하여 이용가치와 활용도를 높입니다.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이웃간 경계분쟁을 방지 합니다.

)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

: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디지털로 만들어 훼손･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아 재산권을 온전하게 지켜 줍니다.

Ⅱ유형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 개요 고졸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의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지원요건

:

 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의무

(

:

점(C

70

0

)

이상

: ‘19.3

월 중 예정)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장려금(200만원), 취업 컨설팅 지원

수혜학기 수

×

최대 6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재직 또는 창업 유지)

□ 세부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희망사다리
○ 문의 ☎
:

(www.kosaf.go.kr)

:

1599-2000,

2290

< 홈페이지 메뉴 >

Ⅰ유형, Ⅱ유형

)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군범죄ž테러,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국방헬프콜☎1303」
(

자료제공

: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88)

사례로 만나보는 지방행정혁신 사례(‘ICT 활용 생활폐기물 처리’)
(

자료제공

:

□ 요즘 우리 동네를 보면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044-205-3403)

클린하우스라고 하는 생활폐기물을 한 곳에

배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내부에 색색별로
수거함을 두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음식물류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하는 것이 클린하우스인데요.

□

평소에는 클린하우스가 클린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사철, 장마철에는 넘치는 생활폐기물이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제주시 주민들은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바로

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 ICT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시
수거하던 기존과 달리, 음식물과 재활용류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일반
봉투에 담아 그 무게별로 비용을 결재하고 컨테이너에 배출하면, 원격
관리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 쓰레기가
미화원이 수거하게 됩니다.

이상 적재됐을 때, 환경

80%

□

‘ICT

활용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도심미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

수거(매일 수거 주1회 수거)를 통해 수거인력과 운반비용 및 수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봉투 제작·유통 비용 감소와 생활폐기물 비접촉을 통해 환경미화원

(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044-205-3955)

산재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주시의

‘ICT

활용 생활폐기물 처리’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생활폐기물 배출과 수거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쉽고 편하게 개선한
미래지향적인 훌륭한 혁신 사례입니다.

□ 여러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지방행정혁신 활동을 진행 중
입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 여러분의 다양한 금융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 유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이 합동으로 운영
하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입니다.
센터를 방문하시면 자금지원(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채무조정(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파산 연계지원), 창업 및 일자리 연계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97을 누르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시면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방문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월 ~ 금) 09:00~18:00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7
□ 홈페이지 : http://www.onestop1397.or.kr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확인 후 방문

2019년 3월 국정홍보만화
(

자료제공

:

(규제자유특구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2-481-3964)

2019년 3월 국정홍보만화
(

자료제공

:

(건강기능식품 바른 섭취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043-719-2453)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협조 요청
자료제공

(

: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협조요청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2)

해외에서 무심히 가져온 축산물(돈육제품)으로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m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m

돼지 폐사율 최고 100%
의

이

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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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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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소시지, 육포, 냉장․냉동 돼지고기
만두·순대 등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음식물
해외에서 구입한

와
을

반입 금지

m

해외에서 구입한 동물·축산물 등을 휴대하여 입국시 반드시

공·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로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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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휴대한 동물, 축산물을 미신고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자료제공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4)

3월 제철 농산물 홍보
(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2)

농약허용기준 강화 안내
(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2019년 4월,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044-201-2294)

자료제공

(

:

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 ☎

044-202-2034)

2019년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구분

내 용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지원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지급

▪ 2019년 4월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지급

금액

▪ 매월 20일 지급(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방문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ü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 사전신청 시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ü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필수 제출 서류
①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서류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보호종료 확인서’제출 요청 가능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미세먼지 저감 노력,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자료제공

:

환경부 대변인실 ☎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044-201-6044)

(

○
○

자료제공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75)

주 제) 내 땅이 언제든지 폐기물 불법 투기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성)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를 통한 국민 인식 제고

(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세요!

공동주택가격 열람 안내
(

2019. 1. 1.기준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31)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하오니

(아파트·연립·다세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하시고 필요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2019년 3월 15일 ～ 4월 4일

ㅇ

(

ㅇ

(

ㅇ

(

*

)

* 공시 전에 공동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2019년 4월 30일 ～ 5월 30일
*

)

(공시일 : 4월 30일)

* 공시 후에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절차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의

이용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 기간
이의신청 기간
제출자

ㅇ

(

ㅇ

(

ㅇ

(

) 의견청취 열람기간과 같음

)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공동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견청취)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이의신청)

ㅇ

제출처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ㅇ

제출방법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의견청취(이의신청)-

인터넷 의견제출(인터넷 이의신청)”에서 의견제출(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ㅇ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적정성 재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드림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자료제공

(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

044-201-4941)

유료방송 가입·해지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시장조사과 ☎

02-2138-1525)

유료방송이란 무엇인가요?
○ 유료방송이란 지역 케이블TV·위성방송·IPTV등에 가입하여 요금을 내고
다양한 채널을 시청하는 방송서비스입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가입할 때는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시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자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 후 장비 반납을 문의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주로 리모컨이나 셋톱박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료방송은 휴대전화와 달리, 서비스 제공 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의 가입
내역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

044-202-5013)

공공분야 갑질피해 익명 상담 안내
자료제공

(

: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과 국민콜110 ☎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참고
02-2110-6503)

❍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 추진배경

:

유 형

갑질 관행 심각

○ 지난해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이익
추구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
○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콜110 익명상담을 통해 피해
신고를 기피하여 갑질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예방

□ 이용안내
○ 국민콜

110

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 상담이 가능하도록 ‘갑질피해

익명’ 채팅 상담

365

일

24

불이익
처우

시간 운영(‘18.9.14.~)

대 표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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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업무적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인격적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용가능
○ 별도의 익명 채팅상담을 이용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인적
사항 유출 등 2차 피해 없음

❍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유 형

이익
추구

공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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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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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처우

○ 이 외의 갑질신고 절차 및 신고관련 기관 안내는

110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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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

자료제공

:

통계청 고용통계과

☎

201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042-481-2271)

□ 통계청에서는 시 군 구 단위의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

제공을 위해

‘2019

·

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4월에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및 참여방법

○
○
○

(조사대상) 전국 23만 1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기간) 2019. 4. 22. ～ 5. 8.
(조사방법) 인터넷조사 또는 면접조사

① (인터넷조사) 응답자가 인터넷조사기간(2019. 4. 22.

∼

4. 26.) 중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http://www.narastat.kr/eregion)에 접속하여
직접 응답
② (면접조사) 통계청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조사기간(2019. 4. 22.
5. 8.) 중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

* 부재가구에 대한 조사 또는 조사표 보완을 위해 조사기간 이후에도 방문할 수 있음

□

우리 지역의 올바른 고용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경찰청 생활질서과 ☎

02-3150-1361)

있어야 하므로 먼저 인구조사에 착수하였고 정부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를

2019년 4월의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
자료제공

(

:

위한 국채 발행을 비롯해 인두세 징수, 구국재정단 조직 등 여러 정책을 고민하였다.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71)

년 4월

1932

일에 윤봉길 의사가 일본인들의 천장절 행사장인 홍구공원에 폭탄을

29

투척하자, 같은 날 상해 이유필의 집을 방문했던 선생은 민단장으로 오인되어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안창호(1878.11.9.
선생을

~1938.3.10.)

선생은

1878

년

되었다가 대전감옥으로 이송되는

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2019

11

월

9

일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칠리(江西郡

草里面 七里)

봉상도(鳳翔島, 일명 도롱섬)에서 태어났다.
1896

년

세 되던 해에 구세학당 보통부를 졸업하고 조교를 맡아 학생을 지도

18

하였다. 이후 독립협회에 가입한 선생은 귀향하여 독립협회 관서지부를 설립해
민권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를 통해 사회와 민족에 대한 소명의식과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깊게 자각할 수 있었다.
1902

년 결혼 직후 미국으로 건너간 선생은 리버사이드 일대의 한인지도자로

부상하였다.

년

월에는 동지들과 함께 조국 광복을 목표로 삼는 미주 한인

1905

4

단체인 공립협회를 창립하였다.

1907

년

5

월 공립협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선생은 언론활동과 교육진흥, 실업진흥 등 여러 가지 구국사업을 전개했다. 이후
공립협회는
되어

년에는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

1909

년 5월

1910

1910

년에는 대동보국회와 통합

일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하였다. 같은

10

시기 선생은 조국 독립을 추구한 국내 비밀결사인 신민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1913

년 5월

13

일, 8도 대표를 선정해 민족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중견 인물을

배출하기 위한 동맹수련단체로서 흥사단이 출범하였다. 선생의 주도로 조직된
흥사단은

무실역행․충의용감․건전인격․단결훈련․국민개업(國民皆業)

등을

목표로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적 재정후원과 일꾼양성을 통한 민족독립의 사명
완수에 매진하였다.
년

1919

운동 소식이 미국에 전달되자 3월

3.1

일에 대한인국민회는 긴급위원회를

13

개최하였다. 이때 선생은 ‘삼일운동을 계승하자 ’라는 연설을 통해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민족자결주의의 공포, 그리고 파리평화회의 개최와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민족의 실력을 보여준

3.1

운동이 훨씬 중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선포하였다.
운동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결실을 맺자 선생은

3·1

년

1919

5

월

25

일

에 상하이에 도착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였다. 이후
임시정부의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일본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 이후 국내로 압송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정부에는 국민이

10

년

2

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끝에

6

년

1935

2

월

일 가출옥하였다.

곧이어 일제는 국내의 민족운동 일체를 말살하기 위해
을 일으켰다. 그로인해 선생을 비롯한

180

넘겨져

15

일간 집중조사를 받고

월

135

8

년 6월, ‘동우회사건’

1937

여명의 동우회 회원들은 종로경찰서로

일 예심종결을 거쳐 ‘치안유지법 위반’

판결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선생은 지병이 악화되어 병보석으로 출소되었다.
병마를 이기지 못한 선생은
서거하였다. 해방 후

년 3월

1938

일, 0시 5분에 만

10

년에 정부는 선생 탄신

1973

년 4개월의 일기로

59

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강남구

95

신사동에 도산공원을 조성하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힌 선생의 유해와 그의 아내
이혜련의 유해를 이장하여 도산공원 묘지에 합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

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얍 대위의 진두지휘 하에 특수중대는 역습을 개시하여 고지탈환에

2019년 4월의 6․25전쟁영웅 콘라도 디 얍 필리핀 육군 대위

성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얍 대위는 돌격대와 함께 직접 중공군
(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7)

◈ 부하를 구출하기 위해 위대한 역습을 감행하다 ◈

기관총 진지를 수류탄으로 폭파하기도 하였다.

○ 고지탈환 후 얍 대위와 부대원들은 부상을 입은 동료

명을 구출

2

하고 전사한 부대원들의 시체를 수습하여 철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콘라도 디 얍(Conrado
월의

‧

6

D.

Yap)’

필리핀 육군 대위를

이 과정에서 얍 대위는 적의 저격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들것에

4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실려 본대로 복귀하였으나 심한 부상으로 인해 일몰 무렵 숨을

25

거두었다.

• 콘라도 디 얍 대위는 6‧25전쟁 중 필리핀군이 수행한 대표적인 전투인
율동전투에서 탁월한 지휘를 발휘하여 부하를 구출하던 중 전사함

○

콘라도 디 얍(Conrado
특수중대 중대장으로

D.

Yap)

년

1951

대위는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

월 경기도 연천 북방의 율동전투에

4

참가했다.

○

얍 대위는 율동전투에서 발휘한 탁월한 용기와 책임감, 그리고
부하를 구출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바친 무공을 인정받아
월

6

일 필리핀 최고 무공훈장인

2

미국 정부로부터 수훈십자훈장을,

○ 율동전투는 중공군의 제 차 공세에 맞서
5

년 4월

1951

일부터

22

일

Medal

of

를 수여받았으며

Valor

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2018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23

까지 연천 북방의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방어전투로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
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여 인접 부대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으며, 중공군

여 명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500

입히는 전과를 거두었다.

○

콘라도 디 얍 필리핀 육군 대위
(미상 ∼ 1951.4.23.)
상훈 : 태극무공훈장(’18)

얍 대위는 퇴로 차단의 위기에서 사력을 다해 방어전을 전개하던
중 대대장으로부터 즉각 철수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생존자를 구출
하고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한 후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후 역습을
감행하였다.

년

1951

2019년‘4월의 현충인물’김종식 해병대 대령 선정
자료제공

(

: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2)

m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필사즉생 해병대의 전설인 김종식 해병대
대령을

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4

m 김종식 대령은

년 1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나 하얼빈 대도관 상업학교와

1926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 한 후 중국에 머물다가 광복이 되자 귀국했다.
m

년 3월 해군사관학교 후보생 특별교육대 2기생으로 입대하여 같은 해

1948

월 해군소위로 임관한 그는

년 2월 해병대 창설요원으로 선발돼 4월

1949

9

15

일 해병대 창설 기념식을 거행할 때까지 선발대 요원으로 활약했다.
m

년

1950

전쟁이 일어나자 낙동강지역 진동리 지구 전투에 참전한 그는

6.25

수류탄전을 전개하는 과감한 공격으로 적 정찰대대를 기습 타격해 마산으
로 통하는 요충지인 진동리를 확보하는 전과를 거둬 전 대원이 1계급 특진
하기도 했다.
m

년 3월 서울의 관문인 장단지구를 지키는 해병대 전투단 1대대장으로서

1952

대원들을 삭발시켜 비장한 결의로 중공군과 결전을 벌여 큰 공을 세웠으며,
전선으로 출동하기 전 묘지에 ‘고 해군 소령 김종식지묘’라고 팻말을 꽂아 놓
고 출전하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m 그는 해병대 최초의 상륙작전인 통영상륙작전에 이어 인천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서울 탈환의 최선봉에서 활약했다.
m 전쟁기간 해병대가 수행한 거의 모든 전투에 참전해 귀신 잡는 해병대의
전통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 휴전 이후에는 해병대

1

연대장,

헌병감을 역임했다.
m 정부에서는 김종식 대령의 공로를 인정하여 무공훈장(을지·충무)을 수여했
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장교제1묘역에 안장했다.

고 김종식 해병대 대령
(1926. 1.11～1991. 4.30)

4월 호국인물 최경회 조선 장군 (1532. ~ 1593.)
(자료제공 : 전쟁기념관 홍보팀 ☎ 02-709-3109)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최경회(崔慶會) 조선 장군을 2019년‘4 월의 호국인물’로

김천일, 고종후와 함께 촉석루에 올라 임금의 처소인 북쪽을 향해 4배(四拜)를 한 후
스스로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했다.
“최경회는 동서로 적을 초토하느라 1년 넘게 노숙했으나 뜻이 조금도 태만해지지 않
았다. 우병사로 승진되어서는 처사가 정밀하고 민첩했으며, 호령이 엄하고 분명했으므

선정, 발표했다.

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다.”1593년 6월 선조수정실록에 실린 내용이다.

1532년 전라남도 화순읍 삼천리에서 태어난 최경회 장군은 고려 명재상 최충의 후손

최경회 장군은 진주 창렬사(彰烈祠), 능주 포충사(褒忠祠)에 배향되었다. 좌찬성에 추증

으로,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선우(善遇), 호는 삼계(三溪), 일휴당(日休堂)이다.

되었으며,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고봉 기대승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1561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567년에 문과(文科)

4월 4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 및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에 급제했다. 사헌부 감찰, 형조 좌랑을 역임했고 장수(長水), 무장(茂長) 등의 현감을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거쳐 영암 군수, 담양 부사 등을 지냈다.
최경회 장군은 60세에 모친상을 당해 화순 향제(鄕第)에 기거하던 중 임진왜란을 맞았다.
전라좌도 의병진영의 권유를 받은 그는 상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의병장이 되어 각
고을에 격문을 보냈다. 화순과 능주에서 8백여 명의 의병을 모았으며 장군의 형제는
물론 조카와 아들 등 가문 전체가 의병에 참가했다.
담양과 순창, 남원을 거치며 군세가 거듭 불어나 장군의 의병부대는 전부장, 후부장,
좌우부장을 임명하는 등 의병진영체계를 갖추게 되었고‘우의병(右義兵)’이라는 부대
명도 얻게 되었다. 전라 우의병은 남원을 출발해 한양으로 향하던 중 금산과 무주의
왜군이 남원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금산과 무주에서 적을 만나 효율적인 진법
운영과 매복 작전으로 왜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전라 우의병은 장수에서 남원으로 진을 옮기고 군세를 정비하던 중에 영남 의병장 김면
과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이 원군을 요청,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우의병을
이끌고 진주 살천에 주둔하면서 진주 목사 김시민을 도와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
해 경상도에서 남은 왜군을 물리쳤다.
1593년 6월,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10만 왜군이 진주성을 공략해 왔다. 최경회 장군
은 병사 700여 명을 이끌고 창의사 김천일 등과 함께 진주성 사수에 나섰다. 장군은
약 6~7만의 병사와 주민을 모아 10만 대군의 공격에 맞선 것이다. 부족한 화력에도 불
구하고 무려 9일 동안이나 진주성 방어에 성공했지만, 진주성은 결국 무너졌다. 장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