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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월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 홍보사항 》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기획재정부

◦ 국내 유명 대학의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세요 / 교육부

◦ 부정군수품은“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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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 국방부

◦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 국방부

◦ 우리 주변의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4월 국정홍보만화(해양안전공감콘텐츠-갯벌안전) / 문화체육관광부

◦ 4월 국정홍보만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 화훼농가 정책자금 지원 신청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계도기간(1년)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 농림축산식품부

◦ 영농폐기물 소각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 /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에서 입국 시 돼지고기 가공품 가져오지 마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 4월 제철 농산물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 태양광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요령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19에 따른「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긴급지원 해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 직장 내 괴롭힘, 지금 상담 받으세요 / 고용노동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한시 인하 / 고용노동부

◦ 공동주택가격 열람 안내 / 국토교통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강화됩니다 / 국토교통부

◦ 광역알뜰교통카드 홍보 / 국토교통부

◦ 4월 청명·한식(4.4~4.5) 대형산불조심,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 산림청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요 / 공정거래위원회

◦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농자재는 지역 제품을 사용합시다.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시행 안내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안내 드립니다. /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지지 서명 홍보 
/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 ‘불 피움 신고’(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
/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 2020년산 공공비축미 품종검정제 실시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 농자재는 지역제품을 사용합시다.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 이달의 역사인물 》



◦ 5월의 독립운동가 유찬희․유기석․유기문 선생 / 국가보훈처

◦ 5월의 6․25전쟁영웅 김재현․현재영․황남호 기관사 / 국가보훈처

◦ 5월의 현충인물 정요한 의사자 / 국립대전현충원

◦ 5월의 호국인물 한신 육군대장 / 전쟁기념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044-215-5212)

기재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적용」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페이스북 

 >인포메이션 : http://reurl.kr/19975F9AAN

 >카드뉴스: http://reurl.kr/19975F9DVT

ㅇ 트위터

 >인포메이션 : http://reurl.kr/19975F9DVT

 >카드뉴스: http://reurl.kr/19975F9FQZ

http://reurl.kr/19975F9AAN
http://reurl.kr/19975F9DVT
http://reurl.kr/19975F9DVT
http://reurl.kr/19975F9FQZ




국내 유명 대학의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세요.

(자료제공: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044-203-6983)

○ ’20학년도 1학기「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케이무크)」수강신

청 및 강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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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 및 직업교육 분야 등 745여 개의 명품 우수강좌를 대학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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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지식정보 습득, 일반인․퇴직자 등은 개인역량 강화 및 취미생활, 청소

년은 대학진학 및 전공 탐색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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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여 강좌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강하시면 됩니다. (강좌운영이 종료된 강좌는 청강 기능 제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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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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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증(Certificate)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군수품은“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882)

□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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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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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지장, 기타 피아식별띠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상의, 구형전투화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군용장구류는 군용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망,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등이 있고,

군용표지가 없어도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특
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은 단속대상입니다.

○ 또한,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임을 명심하

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군수품을 불법유출 및 유통시키거나 불법제조․판매,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군 형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 기타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경우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88)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군범죄ž테러,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국방헬프콜☎1303」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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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자료제공: 육군본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 16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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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국정홍보만화(해양안전공감콘텐츠-갯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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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국정홍보만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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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농가 정책자금 지원 신청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2)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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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계도기간(1년) 운영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17)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2985)







영농폐기물 소각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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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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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제철 농산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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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요령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태양광 설비 소유주(또는 관리자)께서는 풍수해 집중시기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요령 및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붙임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공통

사항 

 ㅇ 외관상 모듈 파손이나 균열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기초부위, 지지대, 모듈 사이의 결속은 헐거움 없이 
단단히 조립되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각 지지대의 휨, 균열 등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기초부위(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파손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태양광 설비 주변 정리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미흡

입

지

별

점

검

사

항

일

반

부

지

 ㅇ 배수시설 맨홀 및 배수로에 이물질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경사면 배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지지대의 침하가 없으며, 지지대-지반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미흡

 ㅇ 부지 내 지반침하, 토사유출, 세굴현상의 흔적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축대의 균열, 누수 등이 있는가? □양호 □미흡

건

축

물

 ㅇ 지붕과 기초, 구조물은 헐거움 없이 단단히 결착되었는가? □양호 □미흡

 ㅇ 지붕방수에 문제는 없는가? □양호 □미흡

 ㅇ 별도의 추가하중 적재여부가 있는가? □양호 □미흡

※ 점검결과 미흡사항 발생 시, 시공기업을 통해 개선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며, 애로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따른「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품권(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약 169만 가구가 대상이며,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상품권은 차등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20.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

*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사업기간) ’20.4~7월말(4개월)

▸ (지원금액) 4개월간 상품권 등 총 40~52만원 상당(1인 가구 기준)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수급자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급여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급여 1인 520,0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상품권 종류 등 세부 운영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 ○○구 ○○동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 02-000-0000

◇ ○○시 ○○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 02-000-0000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긴급지원 해 드립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9)



직장 내 괴롭힘, 지금 상담 받으세요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한시 인하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공동주택가격 열람 안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31)

2020.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ㅇ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2020년 4월 29일 ～ 5월 29일 (공시일 : 4월 29일)

* 공시 후에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절차

ㅇ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이용

□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기간) 2020년 4월 29일 ∼ 5월 29일 (공시일 : 4월 29일)

ㅇ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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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인터넷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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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강화됩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7)



광역알뜰교통카드 홍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  ☎ 044-201-5082)

■ (알뜰카드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정류장까지의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 카드사 할인(10%)도 제공!

■ (가능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전 지역) 
및 서울,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일부지역)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사용방식은?) 카드발급(홈페이지 alcard.kr) 후 전용 App을 통해 사용!



4월 청명·한식(4.4~4.5) 대형산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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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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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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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자재는 지역제품을 사용합시다.

(자료제공 : 친환경농업과  ☎ 061-286-6331)

○ 구매대상 농자재는?

-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친환경약제 , 패화석비료 , 토양개량제 ,

식물영양제 등 모든 농자재입니다 .

○ 지역제품 구매촉진 참여기간 및 참여기관·단체는?

- 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시·군,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 이통장연합회,

생활개선회, 지역농협 등 176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 왜! 지역제품을 구매해야 하는가?

- 지역자본의 타지역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일자리 창출로 인구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침체된 지역경제와 농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와 가축

전염병 유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제품 및 확인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 도내 친환경 농자재 업체는 187개 업체 280개 품목입니다.

- “친환경농업관”(www.greenjn.com) 및 읍면 농협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농업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하세요.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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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가정용 
계란을 유통할 수 있으니,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검란기, 파각검출기, 중량선
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등)를 갖추어 반드시 4. 24.까지 도(동물방역
과)에 허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안내 드립니다.

(자료제공 :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61-286-7621)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20. 4. 14. ~ 5. 4.
‧ 내 용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토지지번별 ㎡당 가
격)
‧ 장 소 : 토지소재 시·군청 민원실 및 누리집,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 기    간 : 2020. 4. 14. ~ 5. 4.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인근토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토지소재 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방문 또는 팩스제출
‧ 제 출 처 : 토지소재 시군청 민원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지지 서명 홍보 

(학부모서비스) 홍보(자료제공: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 061-664-4601)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자료제공: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 061-450-0864)

■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 :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기)으

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

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 설치 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 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상시

◯ 방법 :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방문 또는 전화문의(061-450-0864)

◯ 내용 

- 마을부녀회, 이·통장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안내

- 독거노인 등 직접 구매 및 설치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대리 구매 및 설치 



‘불 피움 신고’(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 

(자료제공: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 061-450-0864)

■ ’불피움 신고‘란?

- 화재취약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관할소방서  

또는 가까운 안전센터에 신고하여, 소방차의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함.

◯ 신고목적 

- 소방차 오인출동 방지

- 불피움 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1. 사전에 관할 읍·면·군(산림보호팀 061-450-5584)에서 ’불놓기 허가증‘ 신청·발급

-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 그 외 : 전화 또는 서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읍·면·군에 문의

2.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 또는 119에 ’불피움 신고‘

- 전화·방문·서면 가능

- 신고내용 : 신고인 성명, 연락처, 불피움·연막 장소, 소요시간, 사유 

◇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 (불 피움 등의 신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

 1.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2.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4. 논과 밭 주변 지역 (신설 2019.11. 7.)

‣ 과태료부과 _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0만원)



(자료제공: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 061-240-8536)

정부에서는 쌀 적정생산 유도와 정부양곡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검사 시 품종검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는 볍씨 파종 시 신안군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품종을 파종

- 2020년산 신안군 공공비축미 해당 품종: 신동진, 새일미

품종검정은 매입계약서(공공비축미 포대)에 기재한 품종과 실제로 

출하하는 벼의 품종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공비축미 검사현장에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을 실시합니다.

❍ 농가 선정은 2020년산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 중 5%를 표본으로 선정

❍ 시료 채취는 검사현장에서 농가가 출하한 벼를 검사관 및 해당  

농가 입회하에 행정기관(읍·면 등)에서 채취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공공비축미 품종(신동진, 새일미)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확·건조 과정에서도 타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품종검정 결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

* 파종, 수확 등 생산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타 품종

20%이하 혼입은 불이익을 받지 않음

2020년산 공공비축미 품종검정제 실시



(자료제공: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 061-240-8376)

○ 구매대상 농자재는?

-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 친환경 살균 ․살충제 , 패화석비료 ,

토양개량제 , 식물영양제 , 우렁이 등 모든 농기자재입니다 .

○ 왜! 지역제품을 구매해야 하는가?

♣ 지역자본의 타지역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일자리 창출로 인구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농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퇴비를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와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제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또는 읍․면사무소, 읍․면 농협에 문의

- “친환경농업관”(www.greenjn.com)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농자재는 지역제품을 사용합시다.



5월의 독립운동가 유찬희․유기석․유기문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유찬희(1884.8.8

~1930.2.13) 선생과 두 아들 유기석(1907.1.12~1980.11.27)․유기문(1910~미상)

선생을 2020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유찬희 선생은 1883년 8월 8일 황해도에서 출생하였다. 1913년 경 북간도에서

간민회 등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19년 3월에는 조선독립기성

총회와 충열대를 조직하였다. 1923년 12월, 중국 돈화현에서 수전(水田)을 개발하고 

조선독립을 위한 항일사상을 고취하는 동성노농공사(東省老農公司)의 간사(幹事)로 

활동하였다. 이후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으나 위암에 

걸려 1930년 귀국,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별세하였다.

큰 아들 유기석 선생은 1930년 4월 상해에서 유자명(柳子明) 등과 아나키즘 

단체 남화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聯盟)을 결성하고 의열투쟁을 촉구하였다.

동년 6월에는 천진에서 대한독립당주비회가 창간한 『한국의 혈』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안창호의 대독립당 결성 운동을 후원하였다. 1938년 김구(金九) 및 

남화한인연맹원과 협력하여 일본 군함 출운환(出雲丸)호 폭침(爆枕)과 상해지역 

일본 책임자 곡정지(谷正之) 공사의 암살을 시도하였다. 1943년 조선민족혁명당에

입당하여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으며, 1944~1945년 남경(南京)에서 광복군

(光復軍) 제3징모분처의 대장으로 초모활동(招募活動)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중국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1980년 별세하였다.

둘째 아들 유기문 선생은 1931년 11월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의열투쟁조직인 흑색

공포단(黑色恐怖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천진(天津)투탄의거’와 

‘육삼정(六三亭)의거’, 변절자에 대한 숙청 등의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1935년 5월 흑색공포단의 엄순봉과 이규호가 상해거류민회장 이용로(李容魯)와

친일파 옥과빈을 처단한 사건에 참가하였다. 선생은 체포되지 않아 소재불명(所

在不明)으로 기소 중지되었으며, 이후 선생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유찬희 선생과 그의 두 아들 유기석․유기문 선생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 희생한 부자(父子) 독립유공자이다.

정부에서는 세 분의 공훈을 기리어 유찬희 선생에게는 2010년 독립장을 유기석 

선생에게는 2008년 독립장을, 유기문 선생에게는 2010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첨부 】 관련 이미지(후손 제공)

유찬희(1884.8.8 ~1930.2.13) 유기석(1907.1.12~1980.11.27)

유기문(1910~미상)



5월의 6․25전쟁영웅 김재현․현재영․황남호 기관사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715)

◈ 기관차 몰고 적진 한복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

국가보훈처는 ‘김재현’ 철도 기관사, ‘현재영․황남호’ 철도 부

기관사를 5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김재현’ 철도 기관사, ‘현재영․황남호’ 철도 부기관사는 미군 결사대

30여명과 함께 ‘윌리엄 딘 미군 소장 구출작전’ 수행 중 적의 기습에 

의해 김재현 기관사는 순직, 현재영 부기관사는 팔에 관통상을 당함.

○ 기관사 김재현과 부기관사 현재영, 황남호는 1950년 7월 19일 충북

영동역에서 군수물자 후송작전에 참여하던 중, 미군 결사대 30여명을

기차에 태우고 이미 북한군이 점령한 대전까지 가서 “윌리엄 딘 

미군 소장을 구출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기관차가 대전~세천 구간을 지날 무렵 북한군의 기습을 받고 미군 

27명이 전사하였고 김재현 기관사는 전신에 8발의 총상을 입고 장

렬히 순직하였다.

○ 현재영 부기관사도 팔에 관통상을 당하고 쓰러져 황남호 부기관

사가 기관차를 운전하여 옥천역까지 퇴각하였다.

○ 김재현 기관사, 현재영‧황남호 부기관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국방장관 특별민간공로훈장을 받았으며,

○ 김재현 기관사는 철도인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 장교묘역에 안장

○ 현재영 부기관사는 ‘10년 대전현충원에 안장

○ 황남호 부기관사는 ‘16년 임실호국원에 안장되었다.



김 재 현 기관사
(1923. 9.21. ∼ 1950. 7.19.)

상훈 : 美 국방장관 특별민간공로훈장(’12)

현 재 영 부기관사
(1928. 3.29. ∼ 2010. 7.19.)

상훈 : 美 국방장관 특별민간공로훈장(’15)
황 남 호 부기관사

(1928. 12.29. ∼ 2006. 1.27.)

상훈 : 美 국방장관 특별민간공로훈장(’15)



5월의 현충인물 정요한 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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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2020년 5월의 현충인물로 정요한(1986.3.26.~2010.1.2.)

의사자를 선정했다.

◯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난 정요한 의사자는 거의 모든 운동에 탁월한 능력을

보일 정도로 건강한 신체와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에 진학한 정요한 의사자는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는 강한 의협심도 소유하였다.

◯ 정요한 의사자는 평소 사랑의 자원봉사 활동을 몸소 실천하던 모범청년으로서

2009년 12월 27일 서울 소재의 서현교회 청년 18명과 함께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보르네오섬에 있는 밀림의 원주민 마을로 자원봉사 활동을 떠났다. 2010년

1월 1일 사고 당일에 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다 예상치 못

하게 밀어닥친 강한 파도에 휩쓸린 한국여성 3명을 구하려, 故 김성현 의사자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혼신의 노력으로 3명의 여성들은

구조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목숨을 잃어 살신성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다.

◯ 정부는 201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故 정요한 군을 의사자로 인정하였고, 현재 정요한 의사자는

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정요한 의사자 정요한 의사자 묘소



5월의 호국인물 한신(韓信) 육군대장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기획홍보팀  ☎ 02-709-3108)

故 한신 육군대장은 1922년 12월 27일 함경남도 영흥(永興)에서 아버지 한국

섭(韓國燮)과 어머니 김대아(金大娥)의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함흥공립고

등보통학교 졸업 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과에 입학해 수학하던 중 태

평양전쟁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에 못이겨 1944년 사병(士兵)으로

입대, 간부후보생이 되어 견습사관(見習士官) 중 광복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왔

다. 1946년 월남 후, 국방경비사관학교(現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입교하여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수도사단 1연대장으로서 최초 의정부전투를 시작으

로 한강방어선전투, 진천전투, 안강·기계전투, 38선 북진작전, 대관령전투 등 수

많은 격전지에서 명성을 떨쳤다. 특히 낙동강 최후방어선의 요충지였던 안강·기

계지역에서는 철수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여 북한군 12사단의

공세를 저지함으로써 국군의 방어선 유지와 반격작전 여건 조성에 결정적인 공

훈을 세웠다. 또한 중공군의 춘계공세가 한창이던 1951년 5월 22일, 동해안의

전략적 요지인 대관령전투에서는 1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과 2일간의 처절한 사

투 끝에 격퇴함으로써 적의 남하를 저지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수도사단장, 6군단장, 1군사령관, 합참의장 등의 요직을 맡

아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잘 재우는’ 사병복지의 구현과 이를 통한 교육훈련 제

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군의 기강확립과 강군 육성에 헌신했다. 특히 합참의장

재직 시에는 국군 현대화 계획을 입안하여 자주국방의 기틀을 세우는 등 큰 업

적을 남겼다. 나라와 군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는 청렴결백의 표상과 국군

의 사표(師表)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1996년 5월 6일 향년 74세를 일기로 타

계했으며, 서울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그의 전공과 헌신을 기려 1953년 8월 27일 국군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24호)을 수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