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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월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 홍보사항 》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 홍보 / 교육부

◦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군범죄ž테러,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 국방부

◦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 국방부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신청 / 국방부

◦ 우리 주변의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 3월 국정홍보만화(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3월 국정홍보만화(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5․18 전후 사진․영상․증언 등 제보 /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 화훼농가에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영농폐기물 소각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 / 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에서 입국 시 돼지고기 가공품 가져오지 마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생 추가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

◦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을 활용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 3월 제철 농산물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 자가용 태양광발전 소비자 피해 주의요망 /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샌드박스 / 산업통상자원부

◦ 종이류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 환경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 여성가족부

◦ 관리비 절약의 시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국토교통부

◦ 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 국토교통부

◦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홍보 / 중소벤처기업부

◦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사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절차 안내가 미흡해요! / 공정거래위원회

◦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 통계청

◦ 대형산불,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 산림청

◦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후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시행 준비 안내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도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행사 안내
/ 전남도립대학교

도서관

◦ 소형어선 초단파대 무선설비 의무설치 홍보 안내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홍보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이달의 역사인물 》

◦ 4월의 독립운동가 오광선․정현숙 선생 / 국가보훈처

◦ 4월의 6․25전쟁영웅 성관식 해병대 소령 / 국가보훈처

◦ 4월의 현충인물 김성권ㆍ강혜원 부부 독립유공자 / 국립대전현충원

◦ 4월의 호국인물 나창준 공군소령 / 전쟁기념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학부모서비스) 홍보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 044-203-6182)



참고1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이용방법 및 제공내역



참고2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홍보용 포스터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88)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군범죄ž테러,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국방헬프콜☎1303」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 02-811-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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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의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 주세요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4110)

희망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숨은 희망을 찾아 함께 공유할수록 

대한민국은 따뜻해집니다.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찾아주세요.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올해 10회째를 맞아 여

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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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까지입니다.

추천된 분들 가운데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

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에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mailto:sanghun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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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건은 2021년에 심사)

☞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인터넷,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 제출 또는 행정안전부 직접 방문

① (인터넷/모바일) 온라인(www.sanghun.go.kr) 또는 모바일(m.sanghun.go.kr) 접속 → 

‘국민추천포상’ - ‘추천하기’ - ‘인터넷 추천’ 메뉴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 포털 검색창에「국민추천포상」을 입력하면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접속 가능

②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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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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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초에 포상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4110)

2020년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http://www.sanghun.go.kr


【서식1】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ex) 지인, 가족

주 소*
전화번호* e-mail
접수 계기 : □ 공공기관·지자체 □ 대중교통 □ 전광판 □ 1365, VMS

□ 방송 □ 신문·잡지 □ SNS □ 기타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업)

주요경력

(기간)

· ( ～ )
· ( ～ )
현 ( ～ )

공적내용*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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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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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044-203-3179)

○ (문의처) 이용관련 ☎ 02-410-1298~9/이용시설 등록(가맹) 관련 ☎02-3434-4579

○ 코로나 19 감염 확산 관련 유의사항

-대상자신청및선정,카드발급일정고려시실제이용개시시점은5월이나,코로나19확산추이에

따라신청기간운영및이용권개시시점이조정될수있음(변동시홈페이지에별도게재)



3월 국정홍보만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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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국정홍보만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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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전후 사진․영상․증언 등 제보 받습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 062-601-4211)

○ 제보대상 : 1980년 전후 전남도청 등 6개 건물*의 내부․외부 사진, 영상,

탄흔자국, 내부․외부 공간별 사건․상황 등에 대한 자료나 증언

*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도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

○ 사용목적 : 5․18 전후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복원을 위해 사용

○ 제보방법 : 방문(옛 전남도청 별관 2층, 4층),

전화(062-641-4211), 이메일 re1980@korea.kr

< 옛 전남도청 복원 전 >

< 옛 전남도청 복원 후 >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70)





화훼농가에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



영농폐기물 소각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4)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5)



붙임  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안내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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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입국 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가져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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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생 추가 모집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8)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을 활용하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3월 제철 농산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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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태양광발전 소비자 피해 주의요망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5 /
한국에너지공단 피해상담센터  ☎ 1670-4260 )

□ 자가용 태양광의 허위‧과장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사 례 >

 사례! 15kW 내외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월 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
하고, 설치비용은 월 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

 

 주의사항! 자가용 태양광발전은 생산된 전력의 자가소비를 통해 전기료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남는 전력에 한하여 한전에 판매할 수 있으나 상기 사례는 수익을 과장

ㅇ 수익을 과장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을 통한 공사비 지급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특히, 영업사원과 연계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속한 대출을 진행, 계
약 이후 일주일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사실상 계약 철회가 안되
는 사례가 있습니다.

ㅇ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지방 거주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당사자 및 주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자가용 태양광 설치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법을 참고하세요.

(1)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 피해상담센터(1670-4260) 또는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태양광발전
설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영업사원의 수익/비용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 향후 피해 또는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절대로 도장을 건네주지 마시고, 계약변경 요구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도장은 계약서 수정, 대출 신청 등에 악용될 있으며, 계약 변경을 통
해 금액,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 후 처음과 다
르면 거절 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서울)
02-2071-3811

(경기)
031-300-9950

(인천)
032-432-7031

(강원)
033-248-8413

(세종·충북)
043-296-0362

(대전·충남)
042-527-6953

(전북)
063-212-7082

(광주·전남)
062-602-0020

(대구·경북)
053-580-7910

(경남)
055-212-1150

(부산·울산)
051-503-7740

(제주)
064-746-4697



규제샌드 박스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4573)



종이류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자료제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8)

○ 모든 종이가 재활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된종이, 영수증·전표, 코팅지,

벽지·부직포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40)

○ 서비스 지속 수행
  -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합니다.

○ 교육 간소화

  -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
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간소화

  - 서비스 이용 이전에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던 부분을 개선
하여 먼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용요금 지불을 하고 먼저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정부지원 신청을 통해
소득유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안전 관리

  - 확진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 아이돌보미 대상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용부담 완화

  - 개학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대표번호 : 1577-2514   
 •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 전국 222개 서비스제공기관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idolbom.go.kr


참고  여성가족부 웹 포스터 (타 부처 긴급돌봄 소개)



관리비 절약의 시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80)



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 051-2974-2147)

ㅇ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전국 공원, 강변에서 취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동호회 드론 비행 등이 다수 예상됨에 따라, 드론 조종

자의 법규 준수사항을 대국민 홍보하고자 합니다.

ㅇ 최근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이 1차 20만원에

서 100만원으로 상향(‘19.10)되었습니다. 드론 날리기 전 반드시 조

종자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드론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드론 날리기 전 확인해주세요!

 - (금지구역 확인)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또는 V월드(map.vworld.kr)에서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확인 후 드론 비행

 - (비행승인)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원전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은 사전에 비행승인 필요 (http://www.onestop.go.kr)

□ 드론 비행 중 준수해주세요!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에는 비행하지 않습니다.

 - 사람이 많은 곳 위로의 비행을 자제합니다. (인구밀집 지역 위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 금지)

 - 항상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합니다.(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음주ㆍ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 기준

 -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http://www.onestop.go.kr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홍보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실  ☎ 042-481-4572)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사용법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 043-719-1112)

[컨슈머 뉴스레터]



[카드뉴스-마스크 사용법]



[카드뉴스-긴급수급조정조치]

1쪽 2쪽

3쪽 4쪽



[포스터-긴급수급조정조치]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절차 안내가 미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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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자료제공: 통계청 고용통계과  ☎ 042-481-2271)

□ 통계청에서는 시·군 단위의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4월에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및 참여방법

○ (조사대상) 전국 23만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기간) 2020. 4. 19. ～ 5. 8.

○ (조사방법) 인터넷조사 또는 전화조사, 방문조사

- 인터넷조사: 응답자가 인터넷조사기간(2020. 4. 20. ∼ 4. 29.) 중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http://www.narastat.kr/eregion)에 접속하여

직접 응답

-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미참여가구 대상으로 4. 19. ∼ 4. 30. 기간

중 실시

-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미참여 가구 대상으로 5. 1. ∼ 5. 8.

기간 중 실시

※ 부재가구에대한조사또는조사표보완을위해조사기간이후에도조사할수있음

□ 우리 지역의 올바른 고용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산불,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자료제공: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3)

○ 연간 산불피해 면적의 95%(발생건수의 66%)가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산불은 주로 논밭두렁·농업부산물 등 소각 중 발생하거나, 산행 시 흡연, 불법

취사 등 입산자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로 2명의 사상자와 1,291억원의 

재산피해,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산불로부터 우리의

숲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가 일체 금지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행 전에 입산 가능 여부를 산림청 홈페이지나 인터넷포털

(네이버) 지도에서 사전 확인

셋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산림청(042-481-4119), 소방관서(119) 또는 가까운 

산림부서 및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1 스마트산림재해 ‘앱’ 설치 및 신고방법 안내

○ Google Play에 ‘스마트산림재해’ 검색 후 설치

- 산림분야 대표적 재난인 ‘산불’과 ‘산사태’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신고, 대처요령, 재난 진행상황,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

○ 산불신고를 할 경우 사진촬영➀ 및 웹 지도를 이용한 위치신고➁와

직통전화 연결➂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전국 입산통제구역 안내 및 산불대처 요령 등 정보제공 

- 입산가능 등산로 검색기능,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및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등 안내

【휴대폰 스마트산림재해 ‘앱’ 산불신고 및 메뉴화면】

〈설치 화면〉 〈산불신고(사진 또는 위치) 화면〉 〈산불정보 화면〉



참고 2 산불예방 캠페인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 02-3704-0554)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후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 061-286-6473)

○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기존 9개의 직불제 중 쌀 등 6개 직불제를 통합·

개편하여 시행됩니다.

 - 공익직불제 구성 :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 

・ ‘기본형 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 등을 통합하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 소농직불금 : 영농 종사 및 농촌거주 기간(3년 이상),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게 연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2ha이하, 2~6ha 이하, 6~30ha이하 등 3개 구간으로 구분, 지급단가는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정해 추후 고시

・친환경농업직불과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직불제’로 현재와 같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

○ 특히, 금년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공익직불제 신청에 앞서 반드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

○ 코로나19로 농업인의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화(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 팩스, 인터넷(www.agrix.go.kr)으로도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익직불제 일정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4. 17.까지) → 공익직불제 신청

(5~6월) → 이행점검(7~10월)→ 직불금 지급(12월)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시행 준비 안내

(자료제공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061-286-6542)

○ 가정에 공급되는 계란에 대해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오는 4. 25.부터 시행됩니다.

  *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란 : 계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고자 

영업허가를 득하여 유통하는 제도

□ 주요 시행내용

○ 주요내용 : 가정용 계란은 ‘20. 4. 25.부터「식용란선별포장」유통 의무 시행

   - 현행) 농장(계란생산) → 식용란수집판매업 → 판매(음식점,제조‧판매업소 등)

   

개정) ① 농장→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가정용(판매업소 등)　
　
가공용(음식점,제조업소)　

      ② 농장 → 식용란수집판매업 → 가공용(음식점, 제조업소)

     ※ 식용란선별포장업 제외 대상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유기식품등의 인증 농가 및 HACCP인증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② 산란계 1만마리 이하 사육 농가

○ 추진절차

계란생산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판매업소 등

(가정용)

산란계 농장 도(허가) 시·군(신고) 소비자

○ 기대효과 :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선별·검란함으로써 위생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켜,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구입할 수 있음

◈ 산란계농가(1만수 이상)에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도(동물방역
과)에서 받아야 가정용 계란을 유통할 수 있으니,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
(검란기,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등)를 오는 4. 
24.까지 갖추어 인·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행사 안내

(자료제공: 전남도립대학교 도서관  ☎ 061-380-8482)

□「2020 새학기 도서관 이벤트」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0. 3. 30.(월) ~ 4. 17.(금)

○ 장    소 : 전남도립대학교 중앙도서관

○ 주요내용

   - 책 속에 숨은 보물 찾기 : 도서관 소장 도서 속에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 대출한 회원에게 도서관 굿즈 제공

   - 첫 대출 축하 이벤트 : 이벤트 기간에 도서를 대출한 신규 이용자에게 

선물 제공

   - 도서관 갤러리 : 도서 원화 및 도서관 추천 도서 전시



소형어선 초단파대 무선설비 의무설치 홍보 안내

(자료제공: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 061-286-6954 )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 72조

(무선설비)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의무화와 관련하여 2톤이상 

어선의 경우 무선설비(VHF-DSC)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기한은 2톤이상 3톤미만 어선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2020년 

6월 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3톤 이상 5톤미만 어선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검사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2019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다.

○ 무선설비(VHF-DSC)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무동력어선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하 "내수면어업"이라 한다)에 사용

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 기타 면제 대상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

비기준」제 7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 061-285-139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홍보



4월의 독립운동가 오광선․정현숙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오광선(1896.5.14

~1967.5.3)․정현숙(1900.3.13~ 1992.8.1) 부부 독립유공자를 2020년 4월의 독립

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오광선 선생은 1896년 경기도 용인 원삼면 죽능리에서 태어났다. 1913년  삼악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웃 마을 출신 정현숙(이명 정정산) 여사와 결혼했다.

독립운동에 큰 뜻을 품은 선생은 1914년 서울로 올라가 종로에 있는 상동(尙

洞)청년학원에 입학하였으나 총독부의 지속적인 탄압과 재정난으로 1915년 문을 

닫게 되자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선생은 보정(保定)군관학교에서 6개월 수학 후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918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동흥(東興)학교 군사교관과 체육교사로 재직하였다.

1920년 12월 대한독립군단 중대장에 임명되었으며, 1930년 7월 이청천과 홍진 

등이 중국 위하현에 결성한 한국독립당의 의용군 중대장으로 활동하였고 1934년 

2월에는 중국 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교관으로 군관 양성활동에 매진하였다.

1936년 경  북경으로 파견되어 첩보활동을 벌이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2년

간 옥고를 치렀다.

1945년 11월 귀국하여 ‘대한국군준비위원회’, ‘광복청년회’, ‘대동청년단’에 참여

하였으며, 1948년 12월 육사 8기로 입교하여 이듬해 육군대령으로 임관하였고 

전주지구위수사령관을 지낸 후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정현숙 여사는 1919년 남편을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화전을 일구며 생활하는 

어려움속에서도 독립군의 뒷바라지에 헌신하여 ‘만주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1941년 한국혁명여성동맹이 결성되자, 그 맹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 당원에 가입하여 임정 활동에 참여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오희영과 

희옥 자매 역시 1939년 2월 조직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가담하여 선전

활동에 참여한 것은 물론, 광복군에 입대해 초모공작 등에 활약하였다.

정부에서는 두 분의 공훈을 기리어 오광선 선생에게는 1962년 독립장을 수여하

였고, 정현숙(이명 정정산) 여사에게는 1995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첨부 】 관련 이미지(후손 제공)

오광선 선생(1896.5.14~1967.5.3)

정현숙(이명 정정산, 1900.3.13~1992.8.1)



4월의 6․25전쟁영웅 성관식 해병대 소령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715)

◈ 빛나는 투혼으로 무적 해병의 신화를 쓰다 ◈

국가보훈처는 ‘성관식’ 해병대 소령을 4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성관식 소령은 중공군의 대규모 인해전술에 대항해 사천강가 36전진

진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임진강 일대 핵심 요충지를 확보하는 

큰 전공을 세웠다.

○ 성관식 소령은 1928년 광주(光州)에서 태어나 1951년 3월 수원농

과대학을 졸업한 후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7월 1일 해병대 소

위로 임관했다.

○ 성관식 소위는 해병 제1연대 3대대 2소대장에 보직된 후 적군과 

아군 간 전선이 교착되어 고지쟁탈전과 진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장단 일대에서 중공군과 대치하게 되었다.

○ 1952년 9월 중공군이 대규모의 인해전술로 성 소대장이 방어하고 

있던 장단 사천강가의 36전진진지를 포위 공격해오자 성 소대장은

연대의 포병지원으로 적의 후속부대를 차단시킨 가운데 교통호까지

진입한 적과 격렬한 수류탄전과 육박전을 벌이며 진지를 사수했다.

○ 특히, 적군의 포격으로 참호가 무너지면서 대원 5명과 함께 매몰

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매몰된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무전기를 

찾아 교신을 재개, 아군의 포병 지원사격으로 고지를 포위하고 

있던 적군을 섬멸하고 진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임진강 

일대 아군 주저항선의 핵심 요충지를 확보하는 큰 전공을 세웠다.



○ 6·25 전쟁이 끝난 후 성관식 소령은 해병대 교육단에서 신병교육에

힘썼으며 1958년 해병대 항공대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그러나, 1958년 9월 안타깝게도 비행훈련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31세를 일기로 순직했다. 이에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성 관 식 해병대 소령
(1928. 5.25. ∼ 1958. 9. 24.)

상훈 : 을지무공훈장(’58)



4월의 현충인물 김성권ᆞ강혜원 부부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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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2020년 4월의 현충인물로 미주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성권(1875.2.15. ~ 1960.1.20.), 강혜원(1885.11.21. ~ 1982.5.31.) 부부 

독립유공자를 선정했다.

◯ 1875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난 김성권 독립유공자는 1904년 하와이

사탕농장 노동자로 이민하여 미주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1908년 신병치료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그는 안창호 등이 이끄는 공립협회 찬성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한인단체 통합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1909년 미주한인의

최고통일기관인 ‘국민회’를 탄생시켰다. 1931년부터 1938년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흥사단의 이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1943년에는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 기관지인 <독립>을 창간하고 사장을 맡아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민족운동에 힘썼다. 이에 정부는 2002년 김성권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부인 강혜원 독립유공자는 1885년 평양에서 태어나 1905년 하와이 사탕농장으로

노동 이민하였다. 19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뒤 1913년 김성권 

독립유공자와 결혼하였다. 그 뒤 캘리포니아주 다뉴바 지방으로 이주하여 

강원신과 함께 포도농장에서 일하면서 여성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 이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대한여자애국단의 사업과 흥사단

ㆍ대한인국민회의 민족운동에 적극 후원하였으며, 1940년에 대한여자애국단

제8대 총단장으로 선임되어 임시정부와 국민회의 재정을 적극 원조하는 

한편, 미주 내 한인 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국의

독립 운동에 일평생을 바쳤다. 정부는 1995년 강혜원 애국지사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평생을 독립운동에 종사한 김성권 애국지사는 1960년에, 강혜원 애국지사는 

1982년에 각각 별세하여 미국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며, 2016년 11월 유해봉환을

통해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에 나란히 안장되었다.

김성권 독립유공자 강혜원 독립유공자



4월의 호국인물 나창준 공군소령

(자료제공: 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8)

 

 전쟁기념관은 4월의 호국인물로 나창준(羅昌俊) 공군소령을 선정하였다.

 고(故) 나창준 소령은 1928년 1월 7일 함경남도 원산에서 출생하였다. 1943년 

원산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다치아라이(太刀洗) 육군비행학

교를 졸업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육군 항공부대가 창설되자 

같은 해 9월 입대하여 조종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연락기를 몰고 전·후방 정찰임무와 공비토벌 임

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6월 28일에는 동료 조종사 3명과 함께 여의도비행장에

서 미처 철수하지 못한 미군사고문단 소속 L-5 연락기 2대를 적의 대공포 사격

을 뚫고 수원기지로 무사히 귀환시켰다. 1950년 10월 소위로 현지 임관한 후 

1951년 3월 중위로 진급한 그는 같은해 8월 F-51D 무스탕 전투기 기종 전환훈련

을 받은 후 제1전투비행단 강릉전진기지에 배속되었다. 이후 우리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작전에도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원산, 평양 등 적 후방 지역 깊숙이 

출격하여 수 많은 적 전차와 진지 그리고 보급품 집적소와 군수공장 등을 파괴

하는 전과를 올렸다.

1952년 4월 5일 그는 평양 남쪽 진남포 지역의 적 보급로 차단과 군수공장 폭격 

명령을 받고 4대의 F-51D 무스탕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강릉기지에서 출격하였

다. 철교와 군사시설을 폭파한 후 진남포 군수품 생산공장을 공격했으나 적의 

대공포에 피탄되었다. 그는 항공기가 비행불능 상태에 처하자 적 진지로 돌진, 

자폭함으로써 25세의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였다. 

고(故) 나창준 소령은 6·25전쟁 기간 중 F-51D 무스탕 전투기 조종사로 총 57

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지리산지역 공비소탕작전과 송림제철소 폭격

작전 등 전쟁 중 우리 공군의 주요 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는 이러

한 그의 공적을 기려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