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최대 2000만원‘안전보험’혜택받는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안전정책과

☎

041-635-5622)

「안전보험」은 충남도민이라면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원에서

최대

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0

❍ 가입대상) 충남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및 주요혜택)
-

별도 가입신청 필요 없고, 주민등록이 충남에 있으면 자동 가입

-

타 보험과도 중복보상 가능,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가 발생해도
사망과 후유장해시 최대

천만원까지 보험혜택 가능

1~2

❍ 주요 보장내용
-

자연재난)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사망

-

사회재난)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

각종사고)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 등

※

보장내용과 금액은 시군별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상청구 등 문의처

:

道 및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

충청남도

041-635-5622

천안시

041-521-2411

공주시

041-840-8644

보령시

041-930-3264

아산시

041-540-2416

서산시

041-660-2145

논산시

041-746-6424

계룡시

042-840-2233

당진시

041-350-3293

금산군

041-750-2864

부여군

041-830-2325

서천군

041-950-4047

청양군

041-940-2434

홍성군

041-630-1548

예산군

041-339-7754

태안군

041-670-2911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자료제공 :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

041-635-2188)

적은 보험료로 가족의 행복을 지키세요.
천안, 아산지역은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보상합니다.
※이외지역

2020년부터

확대 지원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 철저 당부
(자료제공 :

道

보건정책과

☎

041-635-4305)

○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4-11월에
*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감염된참진드기에물려발생하는감염병
으로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식욕부진등 백혈구및혈소판감소등의증상을나타냄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균에 의해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냄
(SFTS) : SFTS

,

*

(

,

,

),

:

,

,

○ 특히, 감염자 중에는

50대

,

,

,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령층에서 주의가 필요
○ 야외활동 후

1~3주

이내에 발열이나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 구

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함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
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A형간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자료제공 :

道

보건정책과

☎

041-635-4305)

○ 최근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히

30~40대에서

A형간염의

○

A형간염,

발병이 증가하고 있음

전파경로는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섭취,

A형간염

환자와

직접접촉, 혈액이나 성접촉을 통해 전파
A형간염의

○

증상은 초기에 발열, 두통, 피로 등 전신증상이 생긴

후 암갈색 소변, 황달 등의 증상 발현하여 수주~수개월 후 회복
-

잠복기

: 15~50일로

-

전파기간

:

평균

28일

정도

증상발현 2주 전부터 황달 발생 후 1주까지 전파 가능

<A형간염 예방수칙>

○ 일반적인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끓인 물 마시기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 85℃이상에서 1분간 가열, 조개류는 90℃에서 4분간 가열
- 채소,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먹기

-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 후 소독,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 예방접종 권장
- 12~23개월의 모든 소아

-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 고위험군
질환별
직업 및
상황별

-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재를 자주 투여 받는 혈우병 환자 등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이외에도,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에서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
중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얻기위해 원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음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2분기 지원사업 안내
(자료제공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

041-635-3448, 2224)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
고자 시행하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2분기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7. 8.(월) ∼ 2019. 7. 26.(금)
- 신 청 자 : 사업주(대리 신청 가능)
- 2분기 지원금 지급 : 2019년 8월(보험료 선 납부, 분기별 사후 정산 지급)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신규, 기존)
- 월평균 보수 21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19년 1월 ∼ 12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및 소급 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부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관련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근로자에 한함)

※ 도 지원금(도비50%:시 군비50%) = 근로자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두루누리 지원금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근로자용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각 근로자별로 작성·제출
③ 공동주택 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 공동주택 관련 사업장(청소, 경비 등)만 해당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⑤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등
는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구비 또는
에서 신청서 출력 가능
- 지원사업 공고 및 새소식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지원신청서
민원서류
충남도청·시군청 홈페이지

내포수소충전소 심야 및 주말운영 단계적 시행
(자료제공 :

충청남도 에너지과

☎

041-635-2934)

□ 추진배경
❍ 평일 근무시간대(09:00~18:00) 운영으로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제기
【내포충전소 관련 민원 내용】

◐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내용
- 신청번호 : 1AA-1903-318752(2019.3.20.) / - 민원인 : 심*준(충남 아산시)
- 민원내용 : 내포수소충전소 이용불편에 따른 운영시간 연장 요청

❍ 환경부, 지역별 당번제 도입 등 주말운영 방안 마련 요청
- 관련공문 : 환경부 대기환경과-3454(2018.11.23.)
❍ 수소전기차 신차(넥쏘) 출시로 국민관심 고조에 따른 ’19년도 수소
전기차 보급 급성장(전년대비 1,029%)에 따른 충전소 운영 대비 필요
- ’19년 수소전기차 보급계획 : 350대(충남기준, 전년도 34대)

□ 검토의견
❍ 충남도청 소속 차량 제외 시 하루 평균 충전 횟수가

❍

4.1회로

주중 운영에 문제가 없었으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동안 충전횟수

2018년

8.8회

기준

급증으로

내포수소충전소의 심야 및 주말운영 단계적 시행 필요

□ 운영계획
❍ 운영 (안)

:

주

1회

월요일 심야

월

1st

토요일 오전시간대(09:00~12:00) 추가 운영

❍ 적용시점

: 2019. 7. 1.(월) ~

❍ 혜택대상

:

2시간 (09:00~20:00)

수소전기차 이용 고객(법인·민간)

연장운영,

내포수소충전소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붙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부터 매년(연례 반복 사업)
❍ 사 업 비 : 2.9억원(도비 100%)
재원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자체재원

10.17

0.47

1.9

2.0

2.9

2.9

❍ 사업위치 : 홍성군 홍북면 용봉로 234, 부지면적 1,650㎡
❍ 건 축 물 : 사무동 1, 설비동 1, 충전기 1 / 지상 1층
❍ 사업수행 : 충남TP(자동차센터)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인건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등

 추진상황

’

❍ 내포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 15.10.1.), 실제운영(15.10.2.~)

’

❍ 외부차량(민간·법인 등) 결제용 카드단말기 설치( 17.10.16.)

’

❍ 18.12월까지 수소전기차 총 9,032회(24,388㎏) 충전
- 점검일 제외 100% 가동(운영정지 발상 사례 없이 정상적 지속 운영)

’

❍ 이용편의를 위한 심야 및 주말운영 기본계획 보고( 19.5.30.)

 운영현황(2016~2018년도)
2016년
구분

충전
횟수

충전
량(kg)

합계

2,520

평균
충남도
TP
외부기관
(법인,
민간)

운영
일수

2017년
충전
횟수

충전
량(kg)

충전
횟수

충전
량(kg)

6,016

2,670

7,440

3,342

9,710

10.2

24.3

10.9

30.5

13.6

39.5

소계

2,406

5,616

2,352

6,179

2,307

5,531

평균

9.7

22.6

9.6

25.3

9.4

22.5

41

112

22

63

22

67

평균

0.2

0.5

0.1

0.3

0.1

0.3

소계

73

288

296

1,198

1,013

4,112

평균

0.3

1.2

1.2

4.9

4.1

16.7

소계

248일

운영
일수

2018년

244일

운영
일수

246일

자동차 신규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
(자료제공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

041-635-4578)

□ 개편 사유
○ 자가용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효과가 크고,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삽입할 수 있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올해 9월부터 시행)

□ 변경 내용
○ 디자인 및 숫자추가에 따른 글자와 숫자간 균형 등에 문제가 없도록
글자 및 숫자 간격 등을 새롭게 조정(신규 페인트식 번호판)

○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고,
태극문양·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규격 및
색상기준 규정(신규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 협조 사항
○ 민간 주차장, 아파트 출입관리 및 기타 시스템 등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7월말까지

번호판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및 사전테스트 조치 요망

※ 업데이트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행전 2019년 7월말까지 조기착수 필요함

붙임

:

홍보브로셔 1부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번호판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기술적·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02-3474-5335) 또는 해당 시스템 납품 및 유지관리업체 등에 문의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고, 포인트·상품권도 받고!
(자료제공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

041-635-4418)

1) 인터넷 신청 : http://cpoint.or.kr
2) 서면 신청 : 각시군 환경과

우리 가족의 선택! 충남도립대학교
(자료제공 :

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

041-635-6612)

창의체험 교육 콘텐츠 어디서? 크레존에서!
(자료제공:

◆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044-203-6471)

www.crezone.net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은 전국의 다양한 창의체험 정보와 창의교육
전문 자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창의교육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

제공 서비스 : 창의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크레존 커뮤니티, 크레존
소식, 학부모 창의체험 플러스 등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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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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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가족
④ 국가보안법, 형법에 의한 금고1년 이상의 실형 또는 확정자
3. 접수처 : 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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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병 대 : ☎ 031-928-2816
(우1833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18호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외협력과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제2정문 민원안내실
※ 해병대는 상기 해병대사령부(화성ㆍ봉담읍)로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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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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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서식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하단의 전역자지원 내
｢59년퇴직급여금신청」메뉴를 클릭 후 신청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042-550-7451), 해군(☎042-553-1156),
공군(☎042-552-1541), 해병대(☎031-928-2816), 국방부(☎02-748-6638, 6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군범죄ž테러,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국방헬프콜☎130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88)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안내
(자료제공:

○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

02-748-7062)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
하는 제도(법률 제
○ 신청대상자

16359호, 2019. 4. 23.

: 1953.7.27.~2012.4.15.

일부개정, 시행

기간 발생한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

○ 신청기간

2019. 6. 1.)

국가 배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 2019. 6. 1. ~ 2021. 5. 31.

○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 서류
(국방부

:

신청서, 사건경위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업무분야별 자료→서식→지뢰피해자 위로금등 신청서식→

첨부서류 클릭 활용)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우 04383)

-

문의처

: 02-748-7062

○ 업무 처리 절차
접수·신청

기초 사실 조사

지급 결정 통지
동의 및 청구

(재심의 :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

(지급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각 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 결정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접수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신청 접수를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19. 5. 24.(금) ~ 11. 25.(월) / 6개월
2. 신청대상: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란?
○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육군: 1951. 3. 6. ∼2002. 12. 31,
해군: 1949. 6. 10. ∼2002. 12. 31, 공군: 1951. 5. 15. ∼1971. 8. 31.)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 상속인

3.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
m 방문: 국방부 서문 행정안내실 2층(평일 : 09:00 ~ 18:00, 토·일, 공휴일 : 미접수)
* 최종 접수일('19. 11. 25.)은 24:00까지 접수

m 우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우편번호 04353)
* 최종 접수일('19. 11. 25.) 우체국 등기발송(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4. 신청서류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사망‧행방불명자용, 특수임무수행자용, 장애자용 구분)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현 거주지 명시)
◯

*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가능
4 병적기록부 1부
◯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유족 다수가 보상 신청시
1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사망‧행방불명자용, 특수임무수행자용, 장애자용 구분)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3 신청인 개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현 거주지 명시)
◯

*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가능
4 제적등본(특수임무수행자) 1부
◯
5 전사확인서 사본 1부(사망 ‧ 행방불명자)
◯
6 병적기록부 1부(해고 ‧ 전역자)
◯
7 다수 신청인 서명서 1부
◯

2)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1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사망‧행방불명자용, 특수임무수행자용, 장애자용 구분)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현 거주지 명시)
◯

*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가능
4 제적등본(특수임무수행자) 1부
◯
5 전사확인서 사본 1부(사망 ‧ 행방불명자)
◯
6 병적기록부 1부(해고 ‧ 전역자)
◯
7 유족 대표자 선정서 1부
◯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서식은 인터넷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접속 후 보상안내 탭, 신청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실(02-3476-8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및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대국민 참여 홍보
(자료제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02-811-6452)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 오는
-

7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일은 제71주년 제헌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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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가정에서는

수)

7. 17.(

부터

07:00

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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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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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의 자랑스러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4110/4096)

희망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숨은 희망을
찾아 함께 공유할수록 대한민국은 따뜻해집니다.
희망과 행복을 전한 이웃을 찾아주세요.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올해 9회째를 맞아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 생명사랑과 환경보호에 앞장서시는 분,
주변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분 등 각 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 추천대상이 됩니다.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시려면, 인터넷, 이메일로 추천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스마트폰
(m.sanghun.go.kr)

으로도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고,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www.sanghun.go.kr / 이메일 : sanghun114@korea.kr
▸ 모바일(스마트폰) : m.sanghun.go.kr
▸ 우편 또는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올해 추천기간은 6월

일까지입니다.

30

추천된 분들 가운데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
상자를 선정하고 내년도

년 2월에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20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정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다만, 본인 추천불가)

☞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쓰는 사람
▸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 따뜻한 가족애 또는 통합 화합 을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

,

(

)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독립운동․보훈․참전,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

☞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연중 언제든 추천 가능합니다.

(2019년 6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건은

2020년에

심사)

☞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인터넷,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 제출 또는 행정안전부 직접 방문
① (인터넷)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 접속 → ‘국민추천포상’ - ‘추천하기’ - ‘인터넷
추천’ 메뉴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 포털 검색창에「국민추천포상」을 입력하면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접속 가능
② (모바일) 모바일 접수창구(m.sanghun.go.kr) 접속 → ‘모바일 추천’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③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 국민추천포상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에서 추천서식 다운로드

④ (우편·방문) 행정안전부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제출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1908호 상훈담당관실
*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추천서식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사실 확인 ⇨ 요건확인 ⇨ 공적심사 ⇨ 포상결정 ⇨ 포상수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2020년 2월 포상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4096,4110)

【참고1】

【서식1】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피추천인의)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e-mail

접수 계기 : □ 공공기관·지자체 □ 대중교통 □ 전광판 □ 1365, VMS
□ 방송 □ 신문·잡지 □ SNS □ 기타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
주요경력 ·
(기간) ·
현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

공적내용

*

* 표시한 사항

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무처
(직업)

(
(
(
(

～
～
～
～

)
)
)
)

《추천 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피추천인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기관의 공적사실 확인이 있을
때 제출하여 주시면 공적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6월 중점 재난안전사고 안내
- 폭염, 호우, 물놀이, 자전거, 식중독 사고 주의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044-205-4517)

□ 6월은 고온 다습한 이상 기온의 폭염과 지역적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니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대비가 중요 합니다.
○ (폭염) 더위가 지속될 경우,
- TV, 인터넷 등을 통해 폭염특보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 야외활동을 할 경우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고
- 가장 더운 오후 2시 ~ 오후 5시를 피해서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호우) 많은 비가 내릴 경우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이나
-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물놀이· 수상레저기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하고,
-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는 탑승 전 사전교육(주의사항 등)을 받고
-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자전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을 금지 하고
-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 합니다.
○ (식중독) 식중독 예방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
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내 주변의 예방안전정보는 생활안전지도(www.saf emap.go.k r)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6월 중점재난안전사고 홍보 팝업 및 이벤트
- 여름철 재난안전 사고를 막아라 !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044-205-4517)

여름철『물놀이 안전수칙』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

044-205-4248)

물
물놀
놀이
이 1100대
대 안
안전
전수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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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

☎

044-203-2048)

2019년 6월 국정홍보만화(정책금융기관
(자료제공:

연대보증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2019년 6월 국정홍보만화(나들이철
(자료제공:

식중독 예방 요령)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실

☎

044-201-1118)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044-201-2425)

친환경인증 사업자 대상 의무교육 도입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12.31. 공포)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년 1월 1일

2020

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교육기관) 농관원, 지자체 등
○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년

2019

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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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인증 중이거나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단체 등은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 시․도(시․군․구) 친환경 담당부서,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종 전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295-8185)

개 정

비 고

< 신 설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아래 친환경 ․시행(’20.1.1.)
농업 의무교육 이수 의무화
*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19.7.1.부터 사전교육
실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3)

제13회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60)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하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61)

농약허용기준 강화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2)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5)

6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5)

'19. 7. 1일부터 8.31일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2)

여름 폭염 대비,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53)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폭염을 대비하여 여름 바우처를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19년 5월22일∼2019년

9

월30일까지이며,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발
급받지 못한 수급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2019년 10월 16일∼2020년

* 신청대상은 하단 참조

2019년 7월 1일∼2019년

월30일,

9

월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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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6,000원
총 지원금액 91,000원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8,000원 11,500원
120,000원 145,000원
128,000원 156,500원

지원내용

·요금차감(전기)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가구입니다.

구

분

소득기준

가 구 원
특성기준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19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붙임]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6월부터 시작됩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044-202-3695)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946)

저출산·고령화시대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헌혈 기준]

전혈헌혈
성분헌혈
320ml
400ml
혈장
혈소판 혈소판혈장
나이
만16세∼69세 만17세∼69세 만17세∼69세
만17세∼59세
체중
남자 50kg 이상, 여자 45kg 이상(단,400ml 전혈헌혈은 남녀 모두 50kg이상)
다음헌혈가능일
2개월 후 같은 날짜
2주 후 같은 요일
소요시간
약 20분
약 30분∼40분 약 1시간∼1시간30분
연간헌혈가능횟수
연 5회
연24회
※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관련 안내문 및 가까운 헌혈의 집 문의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 www.bloodinfo.net / CRM센터 1600-3705

2019 제대군인 주간 영상공모 홍보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4)

에어컨 사전 구매 및 점검으로 소비자피해예방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3)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뚝!
(자료제공: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

044-205-7663)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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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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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와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의 독립운동가 이동휘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동휘(1873.6.20.
선생을

2019년 7월의

선생은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1873년 6월 20일
1904년

~1935.1.31.)

함남 단천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1905년

보창학교(普昌

學校)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하였다. 이후 선생은 대중을 자각시켜 구국
운동에 나서게 하기 위해 교육문화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독교야말로 쓰러져 가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종교라는 신념에서 기독교 전도활동에 힘썼다.
선생은 서북학회(西北學會)와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의 지도자로서 구국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1911년 3월

안명근․양기탁사건에 연루되어 일제총감부에 체포되어 인천 앞

바다에 있는 무의도에서 1년간 유배생활을 보내야했다.
선생은

1913년 2월경

1912년 6월

유배에서 해제된

압록강을 건너 북간도로 탈출하였다.

선생은 북간도 한인자치기관인 간민회(墾民會)를 지도하는 한편, 북간도 각지를 순회
하며 신교육 보급과 기독교전도활동을 계속하며 동포사회의 단결과 민족의식을 고취시
켰다. 러일전쟁

10주년이

되는

1914년에는

제2의 러일전쟁 발발에 대비하여 항일광복전

쟁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선생은 만주와 러시아의 민족운동세력을 규합한 대한광복
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를 조직하였으며, 북간도 왕청현 나자구에 사관학교를 설립하였다.
1918년,

선생은 하바로브스크에서 김알렉산드라․유동열․김립․오성묵․오와실리․이인섭 등

동지들과 최초의 한인사회주의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하였다. 한인사회당은 기관지
발행, 군사학교 설립, 일본군병사들을 상대로 한 반제반전(反帝反戰) 선전, 한인적위대
조직 등을 추진하였다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직에 취임하였으며 상해임시정부는 선생을

비롯한 주요 각원들이 취임함으로써 지지기반이 훨씬 확대되었으며, 독립운동 최고기관
으로서의 권위도 확립되었다.
선생은 안정된 체제에서 방안을 찾는 정치가라기보다는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이
조국광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녔던 진보적 민족혁명가였다. 조국광복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선봉에 서고야마는 선생의 진보적 행동성과, 전통
적인 권위와 사회적 제약을 과감히 개혁코자 했던 혁명성은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했던 것이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첨부 】 관련 이미지

이동휘 선생

1873. 6.20.∼1935. 1.31, 대통령장(1995)
* 사진제공 : 독립기념관

2019년 7월의 6․25전쟁영웅 김재호 육군 일등병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7)

단신으로 적진에 돌진하여 용맹하게 싸우다

국가보훈처는 ‘김재호’ 육군 일등병을 7월의

◈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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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일등병은 수도사단 소총수로 수도고지 전투에서 단신으로 적중에
뛰어들어가 총검을 휘두르며 수류탄을 투척, 중공군 격퇴에 크게 기여함

○ 김재호 일등병은

1926년

후 수도사단 제26연대

전라남도 광양군 출생으로 육군에 입대한
1대대

3중대 1소대

소총수로 복무하면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하였다. 수도고지 전투는
10월 14일까지

1952년 7월 7일부터

중부전선의 금성돌출부에 있는 수도고지에서 국군

수도사단과 중공군이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휴전협상의 주도권
장악을 목적으로 전개한 고지 쟁탈전이었다.

○

1952년 9월 6일

하면서

중공군이 추계공세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격을 가

10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수도고지를 사수
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가 바로 김재호 일등병이었다.

○

1952년 10월 6일,
6,000여

중공군의 전차

4대가

수도고지에 포격을 가하고

발의 포탄을 고지 일대에 쏟아 부으며 집중 공격을 가했다.

김재호 일등병은 적의 전차포 사격에 엄체호가 무너지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른 전우들이 모두 전사한 가운데 홀로 정신을
차리고 무너진 흙더미를 헤치고 나왔다. 그 때 그의 눈 앞

20여

미터 거리에서 아군과 적군이 백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일병은 총검을 휘두르며 중공군을 격퇴하고 수류탄을 투척하여
적 일부를 폭살하였으며 당황하여 흩어지는 적을 향해 소총사격을
가했다. 이날 밤
등병은 소총

○

10시

2정과

경, 적은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며 김재호 일

다발총

1정을

노획하여 본진으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은 공적으로 정부는 김재호 일등병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정전협정 체결
15일

12일

전인

금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김재호 육군 일등병
(1926. 1. 5.∼1953. 7.15.)
상훈 : 을지무공훈장(’53)

1953년 7월

2019년 7월의 현충인물 6‧25 참전 전사자 강태조 육군일병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m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6.25

☎

042-820-7062)

참전 전사자 ‘강태조 육군일병’을 7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m 강태조 육군일병은
1951년 4월 24일

m

6.25전쟁

1929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나 제7사단 8연대 소속으로

중공군과 맞선 강원 인제 한석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당시 전사한 강태조 일병의 유해는

감식단에 의해 수습되어

2010년 6월

2009년 5월

국방부 유해발굴

딸 강춘자 씨가 감식단에 유전자를

제공하면서 신원이 확인됐다.
m 한편, 강 일병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받아

100일을

몰라 6월

1948년

입대한 뒤 이듬해 8월 휴가를

갓 넘긴 딸을 본 후 소식이 끊겼다. 가족은 정확한 기일을

25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아내에게 남겨준 ‘이별가’ 처럼 뼛골이

돼서야 돌아왔다.
m 정부는

61년만에

6.25전사자 6위

유족의 품으로 돌아온 강 일병의 유해를

2011년 12월 13일

발굴유해 합동 안장식을 거행 후 국립대전현충원 사병제3

묘역에 안장했다.

고 강태조 육군일병
(1929. 6. 7～1951. 4.24)

2019년 7월 호국인물 여방오 육군 일등중사(’28. 2.13.~’53. 6. 8.)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홍보팀

☎

02-709-3109)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여방오 육군 일등 중사를 2019년
‘7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1928년 2월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난 여방오 하사는 1952년 1월
군에 입대했다. 여방오 하사는 휴전회담이 막바지에 달하던 1953년
6월, 제12보병사단 52연대 3대대 9중대 3소대 2분대장으로서
강원도 인제군 서화 북방 812 고지 전투에 참가했다.
812고지 탈환은 서화에서 인제까지 가는 국군의 주보급로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무였다. 이러한 812고지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던 북한군은 6월 8일
우세한 병력으로 파상 공격을 감행하여 52연대의 방어진지를 돌파한 뒤 812 고지
동쪽 능선이었던 쌍용 고지까지 점령했다.
위기에 처한 국군 제12사단은 쌍용 고지 탈환을 위해 여방오 하사가 속해 있던
9중대를 투입하여 반격을 하려 했으나 쌍용 고지를 이미 점령하고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있던 북한군에게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여방오 하사는 더 이상 아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 단신돌격을
결심, 아군의 항공폭격을 유도하기 위해 공중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대공포판을
메고 직접 북한군의 기관총 진지로 뛰어드는 공격을 감행했다. 적진 속으로 돌진
한다는 것은 곧 적과 아군 모두의 공격목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여 하사는
끝까지 고지를 향해 접근했다.
죽음을 무릅쓴 여 하사의 유도를 받은 아군 공군기는 적의 기관총 진지에 강력한
화력을 퍼부었다. 검은 연기가 온 산을 뒤덮을 정도의 공군 공격에 힘입어 마침내
북한군의 은폐, 엄폐된 적 기관총진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다.

기관총진지가 파괴되자 국군은 드디어 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안
타깝게도 여 하사는 끝내 장렬하게 전사했다.
정부는 고인의 전공을 기려 1955년 3월 1일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7월 4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 및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
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