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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 안내

(자료제공: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248, 6385)

○ 정부는 평생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평생교육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0.1.9(목), 10:00 ~ 2.5(수), 18:00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방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지원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1인당 35만원)

문의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 1600-3005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http://www.lllcard.kr

http://www.forestcard.or.kr


붙 임붙 임  2020년 평생교육 바우처 인포그래픽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군범죄ž테러,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국방헬프콜☎1303」(자료제공: 국방부 조사본부  ☎ 02-748-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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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방부 일자리정책과  ☎ 02-748-668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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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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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42-550-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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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본부 전역장병지원처 전역장병일자리개발/협력과 

   ∙해    군 : ☎ 042-55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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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공    군 : ☎ 042-55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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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해 병 대 : ☎ 031-8012-2816 

              (우1833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18호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외협력과

   ∙국 방 부 :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02-478-6638, 6688) 



4. 신청 제출서류

  가. 본인(퇴직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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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50-7450~1), 해군(☎042-553-1156), 

공군(☎042-552-1541), 해병대(☎031-8012-2816),

국방부(☎02-748-6638, 6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 02-811-6417)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자료제공: 국방부 6·25 무공훈장찾아주기 조사단  ☎ 042-550-7382, 7399)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2-2100-4061)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1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알림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044-205-4521)

 2020년 1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1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유형 >

대 설 한 파 교통사고

   1월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0년간 눈 현상일수: 12월 7.4일, 1월 6.3일, 2월 4.5일)

  눈이 내릴 때는 내 집 앞이나 주변 도로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이나 옥상 위에 쌓인 눈을 치웁니다. 

  특히, 눈이 쌓이면 붕괴의 우려가 높은 농어촌의 비닐하우스 등은 받

침대로 보강하고,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하여 지붕의 무게를 줄여주도록 

합니다.

구   분 합 계 12월 1월 2월

대설 특보(평균, 회) 200.4 83.0 71.8 45.6

< 최근 10년(’09~’18년)간 대설 특보 현황 >

대 설



   1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한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파 특보가 내려지면 난방과 온도 관리에 유의하고, 외출

하실 때는 장갑과 모자 등의 방한용품을 챙겨 보온에 신경 씁니다.

                          

                             ※ 한랭질환자 집계 기간: 12월 1일에서 이듬해 2월 말까지

한 파

   겨울에는 눈과 습기가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 시 평소보다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곡선 도로나 그늘진 곳을 운행 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합니다. 

 ※ 눈길 제동거리(시간): 스노타이어 31.3m(4.1초), 일반타이어 38.5m(5.3초)

   눈길에서 시속 50km로 달리다가 급제동 3회 반복한 평균값(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사고

       

  눈이 오면 내 집 앞 등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큰 눈이 내리거나 
추운 날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1월 국정홍보만화(의약품 분야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설 명절, 우리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0)



설 명절 가축방역을 위한 귀성객 유의사항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37)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7)





축산물 이력제 이행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7)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044-201-1318)





해외에서 입국 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가져오지 마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7)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6)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7)



1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6)



GAP 농산물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8)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53)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여름 바우처가 신설되어 여름과 겨울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19.10.16∼’20.4.30까지이며, 이사 등으로 바우처가

중지되었거나 사용방식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은 사용기간 안에 변경하여 

이용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가구 지원내용

겨울 바우처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여름 바우처 5,000원 8,000원 11,500원 ·요금차감(전기)

총 지원금액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거동이 불편한 자 및 아파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거주자에게 추천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전기 등)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 신청후, 대상자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카드사에 방문 및 전화하여 발급
* 등유, LPG, 연탄 :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영업소에 문의하여 결제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원 드리고 있으며, 신청여부는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일 추워지는 날씨에도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읍면동이나 복지기관(요양보호사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2136)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044-202-301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세요!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 044-201-4941)



임대주택사업! 이자걱정, 공실염려“뚝”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해외직구 무선이어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4)



공공재정환수법 홍보

(자료제공: 권익위원회 대변인실  ☎ 044-200-7081)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건를 다시 조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료제공: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 02-6124-7536)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9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 중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망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설립된 대통령소속 기관입니다.

 ㅇ 위원회는 특별법(｢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활동하게 되며, 
진정서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ㅇ 진정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이 제기된 사망(자살·자해·질병 사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히, 2014년 이후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져 구타·폭언·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ㅇ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가슴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진정해주십시오.

□ 진정하시는 방법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방문∙팩스∙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우편번호 04535)
△ 홈페이지 : www.truth2018.kr

△ 대표메일 : truth2018@korea.kr

△ 민원전화 : 02-6124-7531 / 팩 스 02-6124-7539

□ 우리 위원회는 따뜻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
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 상담전화(☎02-6124-75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mailto:truth2018@korea.kr


붙 임  위원회 홍보 포스터



2020년「국가안전대진단」실시 안내

(자료제공: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 061-286-3042)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집중기간을 선정하여 정부·지자체·전문가·

국민 등이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개선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금년에도 61일간(2. 17.~4. 17.) 실시됩니다.

ㅇ 진단주체 : 공공 및 민간시설 소유자·관리자 등

ㅇ 진단대상 : 최근 사고 발생 및 국민관심 분야 시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 우리 도 취약시설(전통시장, 낚시어선, 요양병원, 지하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

ㅇ 진단방법

- 안전점검 : 道,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안전신고 : 안전신문고(모바일 앱)를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

ㅇ 진단내용 : 구조분야 및 법·제도·관행 등 비구조 분야

ㅇ 자율점검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거주 입주자 생활자율점검표 

활용하여 점검 실시하고 결과를 게시

ㅇ 안전신문고 활용 방법

  - ① 도로·교통·축대·옹벽 등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

  - ② 개인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에서 생활자율점검표 다운로드·활용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 061-286-6221)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습니다.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주권, 환경보전, 농촌사회 유지 등 농업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말합니다.

○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하며,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업에

종사한 분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공무원 등이거나 공무원 등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나눠서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해당 농어업인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20. 1. 20. ~ 2. 21. ’20. 2. 24. ~ 3. 20. ’20. 3. 23. ~ 4. 29. ’20. 5. 7. ~ 6. 30.

‧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자 거주‧경작, 어업종사

 사실여부 현장확인

‧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 여부,

 세대 분리 여부 확인ㅇㅇ

‧ 경영체 등록 여부 등 확인

‧ 이의 신청 운영

‧ 시군 단위 대상자 

  선정(자체 위원회)

‧ 예산교부 신청

․ 예산교부

‧ 지역화폐 지급

‧ 점검 등

농어업인→이통장→읍면동 이통장, 읍면동 시‧군→ 도 도, 시‧군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변경 주요내용 

목(HY헤드라인M, 18P, 보통)(자료제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061-286-5731)

2020년 1월부터 완화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요내용 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94% 인상)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1.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2.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구분 ’19년 ’20년
대도시 5,400만원 6,9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4,2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3,5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3.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일반재산보다 완화된 기준 반영)

구분 ’19년 ’20년
대도시 1억원 1.2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9,0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5,200만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률(월 4.17%),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1.04%)

□ 부양의무자 기준 

1.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

2.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

□ 해산·장제급여 금액 인상 : 해산 60→70만원, 장제 75→8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안내

(자료제공: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061-286-6552)

○ ‘20. 3. 25.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
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축사규모 한우 100㎡, 돼지 50㎡, 가금 200㎡, 사슴·염소 200㎡이상

 ’20.3.25.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숙도 및 수분 적용기준

종류 항목 기준 시행일

모든

가축

부숙도
축사규모 1,500㎡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3.25
축사규모 1,500㎡ 미만 부숙중기

수분
함수율 70%이하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스미지 않아야 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세요!

○ 시료채취 방법 : 추출한 퇴비를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혼합한 후 그림의 방법으로 채취

○ 퇴비 부숙도 검사 횟수(성분검사 포함) : 연 1~2회 (검사 성적서는 3년간 보관 의무)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기준) 허가대상 농가는 2회/1년, 신고대상 농가는 1회/1년
    ◈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시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
      나. 시료에는 채취 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
      다. 시료를 운송할 때 밀봉,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
      라. 시료성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7~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

가피한 경우 온도를 20℃ 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
 기준 위반시 가축분뇨법 제53조 제2항1호에 의거 5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월의 독립운동가 조지 새넌 맥큔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조지 새넌 맥큔

(1873.12.15~ 1941. 12. 4) 선생을 2020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생은 1873년 12월 15일 미국 펜실베니아(Pennsylvania) 주에서 태어났다.

1905년 9월에 부인과 함께 내한하여 평양선교지부에 배치되어 숭실학교(崇實學

校)에 선생으로 부임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1909년 9월 평북 선천선교지부로 전임하여 중학교 과정인 신성학교(信聖學校)

교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1911년 10월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교장으로 있던 신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구속되고 본인도 105인 

사건의 연루자로 알려지자, 이들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활동했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일제의 강경한 탄압 사실과 운동의 

의의를 알리기 위해 직접 운동 내용을 적어 여행가는 외국인에게 편지로 맡겨 

검열을 피해 미국 시카고에 있던 『컨티넨트(The Continent)』 잡지사로 보내 

게재하게 하였다. 또한 3.1운동의 발판이 된 2.8 독립선언서 번역문을 오산학교 

시절 인연으로 이광수의 부탁을 받아 교정해 주었고, 3.1운동의 주요 지도자로 

활약한 세브란스 의전 학생인 김원벽(金元壁)을 만나 독립운동을 격려하는 등 

3.1운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선생의 활동에 일제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탄압을 시작했고 결국 1921년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928년 다시 돌아와 평양 숭실전문학교와 숭실

학교의 교장직을 겸임하였다. 1930년부터 일제는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

하기 시작했고 선생이 있는 숭실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선생은 기독교 

사목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 계속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일제의 탄압에 맞섰다.

결국 1936년 1월 18일자로 기독교의 교리와 양심상 자신이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참배를 시킬 수 없다고 최종 서면으로 답변함

으로써 그날로 숭실학교장직과, 1월 20일 숭실전문학교장직 인가를 취소당했다.

같은 해 4월 선생은 안식년을 이유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강연과 논설 등을 지속해 나갔다.

또한 재미 유학생 단체인 북미대한인학생회(The Korean Students League of

North America) 자문위원을 맡아서 계속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갔고  

1941년 12월 4일 저녁 12시경 시카고 장로회병원에서 사망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첨부 】 관련 이미지(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제공)

충효재 산남창의지

조지 새넌 맥큔 1930년대 숭실전문학교 전경



2월의 6․25전쟁영웅 김영국 육군 대위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2)

◈ 734고지를 기필코 사수하라 ◈

국가보훈처는 ‘김영국’ 육군 대위를 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김영국 대위는 6‧25전쟁에서 중동부 산악지역 주요 전초진지인 김화

지구 734고지에서 고립방어전투를 수행하던 중 6명의 적 사살과 기

관총 1정을 탈취하며 응전하였으나 끝내 적탄을 맞고 장렬히 전사함

○ 김영국 대위는 1928년 12월 1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에서

태어났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10월 9일 육군종합학교 

제9기생으로 입교하여 군사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12월 9일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제2사단 32연대에 배속되었다.

○ 제2사단은 1951년 6월부터 적근산에서 김화동쪽에 이르는 산악지대

에서 방어작전 및 전방에 대한 수색작전을 펼쳤다. 1951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치열한 공방 끝에 주요 고지인 734고지를 확보한 후,

제2사단은 32연대에 진지를 인수하여 방어하도록 하였고, 김영국

중위가 지휘하는 7중대는 연대 수색중대와 함께 734고지 전진거점을

전담하며 적의 공세에 대비해 나갔다.

○ 1951년 9월 1일 중공군 제80사단 239연대가 734고지를 빼앗기 위해

총공격을 개시해오자, 2대대장은 각 중대에 현진지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특히 전진기지를 전담하고 있는 7중대장 김영국 중위에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기필코 734고지를 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중대는 대대 규모의 병력에 대항하여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였으나,

적군의 수에 이기지 못하고 고지의 9부 능선까지 밀리며 백병전이 

펼쳐졌다. 김영국 중위는 직접 적진으로 뛰어 들어 6명의 적을 

사살하고 기관총 1정을 탈취하며 응전하는 전공을 세웠으나, 끝내

적의 흉탄에 장렬히 전사하였다.

○ 중대원 대다수가 고지에서 전사하였으나 중대의 잔여병력은 곳곳에서

거점을 사수하였고, 9월 9일 오전 6중대의 역습으로 734고지의 

재탈환에 성공하였다.

○ 김영국 중위와 7중대의 분전으로 734고지를 사수 할 수 있었으며,

이 전공으로 김영국 중위와 7중대에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미대통령,

유엔군사령관과 미 제9군단장의 표창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김영국

중위는 육군 대위로 1계급 추서되었고, 1951년 을지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김영국 육군 대위
(1928.12.1.∼ 1951.9.2.)

상훈 : 을지무공훈장(’51)
           화랑무공훈장(‘51 2회)

※ 고인의 사진을 구할 수 없어 「육군역사사진집」1권 및 「사진으로 읽는

한국전쟁」에 수록된 고지점령에 성공한 아군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표현



2월의 현충인물 김동빈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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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2020년 2월의 현충인물로 6.25전쟁 영웅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김동빈(1923. 3. 22~2002. 2. 1.) 장군’을 선정했다.

◯ 김동빈 장군은 1923년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나 만주의 용정중학을 졸업

하고 해방 후 국방경비사관학교 제1기로 군에 입문하였다.

◯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 참여한 김동빈 장군은 11연대

장으로서 과감한 지휘와 최후의 벼랑 끝 전술을 내세워 수적열세에도 불구

하고 다부동전투, 영천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또한 1950년 8월 3일 

해평리 작전에서는 북한군의 2개 사단 절반을 무찌르는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 국방부 군수차관보를 끝으로 1967년 7월 31일 예비역 중장으로 편입된 그는

대한준설공사(현 한진중공업(주))의 초대사장으로 임명되어 탁월한 경역

능력도 보여주었다.

◯ 한국전쟁의 모든 순간을 안고 있는 그는 2002년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

났다. 정부는 이러한 공을 인정하여 1953년 8월 27일 김동빈 장군에게 군 

최고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으며, 현재 그는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1묘역 12호에 안장되어 있다.

김동빈 장군

(1923.3.22.~2002.2.1.)



2월의 호국인물 천춘식 삼등병조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8)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안동지구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우고 산화한 

천춘식(1929.11.13.~1951.4.25.) 해병 삼등병조를 2020년‘2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천춘식 해병 삼등병조는 1929년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서 태어났다. 1949년 

7월 해군 14기로 입대하여 해군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도중에 새롭게 창설된 

해병대로 편입되어 해병대 2기 신병으로 훈련받았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해병 독립 5대대 소속 분대장으로 안동-

영덕 이남지역의 북한군 게릴라 소탕 작전에 참여하여 후방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특히 남한 지역에 흩어진 북한군 패잔병이 1951년 중공군의 정월 공

세에 힘입어 후방 지역의 시설과 도로를 위협하자, 해병 독립 5대대는 2월 1일 

의성군 일대에서 적을 포착하고 옥산면 일대에서 적 250여 명을 포위하고 일제히 

공격했다. 이 때 천춘식 삼등병조는 소대의 선두에서 1분대를 진두지휘하여

3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11명을 생포하는 등 큰 타격을 입혔다. 

 이 전투 후에 해병 독립 제5대대는 영주, 예천을 거치며 후방 안정화 작전을 

이어나갔다. 1951년 2월 16일 김포지역에 도착하여 게릴라 소탕 작전과 전방 

개풍지역의 정찰 임무를 계속 수행하던 중, 같은 해 4월 25일 김포지구에서 중

공군의 5차 공세에 따른 지연 철수작전 도중에 전사하였다. 

고(故) 천춘식 해병 삼등병조는 당시 분대장으로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적에

게 맞서서 위협을 무릅쓰고 진두에서 공격하는 책임감 있는 군인의 표상을 보

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그의 공적을 기려 1952년 12월 충무무공훈장을 추서

하였다.

 2월 9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가족 및 육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