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린이 초청 전파교실」개최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

02-3400-2476)

중앙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기간 중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전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어린이 초청 전파교실」을 개최합니다.

□ 행사 개요
o 기

간 : 여름방학 기간(2019. 7월말 ~ 8월) 중 1일

o 개최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및 지역전파관리소(11)
o 참가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만10 ~12세)
o 신청기간 : 7. 15.(월) 09:00 ~ 7. 22.(월) 18:00(기간 중 6일, 토·일 제외)
o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crms.go.kr) 선착순 접수
※ 개최기관별 신청일자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날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최기관별 신청일자>
7/15(월)

7/16(화)

7/17(수)

7/18(목)

7/19(금)

7/22(월)

부산
울산
강릉

대전
청주

광주
전주
위성

대구
제주

서울

본소

(서울 구로구)

(서울 송파구)

□ 프로그램 내용
o 전파의 개념, 이용사례 등 기본 이론 설명
o 전자기기 제작, 전파방향 탐지 등 체험학습
o 전파감시업무 소개 및 전파감시장비 시연
o 방송국, 과학관 등 전파관련 시설 견학 등

개최기관별 2019년 어린이 초청 전파교실 일정
※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가신청 시 반드시 일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최기관

주소 및 연락처(담당자)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476

8.6(화)

40

위성전파감시센터

경기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82

8.7(수)

30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02-2680-1872

8.13(화)

40

부산전파관리소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42

7.31(수)

40

광주전파관리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41

8.1(목)

40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31

7.30(화)

30

대전전파관리소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042-520-4113

8.8(목)

40

대구전파관리소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54

7.31(수)

40

전주전파관리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33

7.29(월)

40

제주전파관리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33

8.7(수)

3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7.25(목)
043-261-5844

40

청주전파관리소

울산전파관리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45

개최일 모집인원(명)

7.30(화)

40

올바른 무선국 이용 안내
- 무선국은 허가·신고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

02-3400-2467

전파관리과 ☎

02-3400-2221)

□ 전국 전파관리소
기 관 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서울북부사무소

(08249)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1160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02-2680-1700
031-849-580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98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35283)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3175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2-520-410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문의 · 상담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crms.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msit.go.kr
- 문의·상담 전화번호: 080-700-0074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신청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02-3476-8010)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 오는
-

8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월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 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8.15.(목)

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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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044-205-4517)

2019년 7월 국정홍보만화(HACCP
(자료제공:

인증 받고 1,000만원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2019년 7월 국정홍보만화(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내세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원기 회복에 좋은 양파 드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6)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민행동수칙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7)

7.1일부터 8.31일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2)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 가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4)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7.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5)

7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바른 식생활 확산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2)

2019년 여름의 꽃·식물(계절별 꽃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

친환경인증 사업자 대상 의무교육 도입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18.12.31. 공포)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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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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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95-8185)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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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터
실시

사전 교 육

제13회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60)

농약허용기준 강화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2)

태양광발전 소비자 및 투자자 피해예방
(자료제공:

Q1.

A.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5)

허위) 태양광 설비를 주택에 설치 할 경우, 정부지원금만으로 자부담금
없이 설치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상 설치 사업으로 무상 설치는 허위 광고입니다. 대출 유도에 유의하세요!

* 2019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단가(3kW 기준)는 56만원/kW으로, 3kW 설치시
총 168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Q2.

A.

사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제휴된 업체라며 주택에 태양광
설치 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를 믿어도 되나요?
(

해당 기업이 정부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공공
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명의를 도용하여 정부사업을 사칭
하는 사례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매년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선정하는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 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
-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결과 공지’
②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1855-3020) 확인
참여기업 확인방법

Q3.

A.

과장)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하는데, 사실인가요?
(

9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설치 규모, 주위 환경, 전기 사용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비용과 전기사용량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
*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 적용
ㅇ 태양광 2kW 용량 설치 시 월평균 약 210kWh의 전력 생산
ㅇ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인 경우 월 43,760원 절감 효과
- (설치 전) 연간 660,960원(월 55,080원 × 12개월)
- (설치 후) 연간 135,840원(월 11,320원× 12개월)
태양광 설비 설치 효과 (예시)

Q4.

정부지원금을 받아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시공업체는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A/S 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자가용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에서 운영하는 A/S 전담업체를 통해 A/S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고장접수 지원센터(1544-0940)로 문의하세요.

Q5.

A.

(A/
S)

피해신고)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

이미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 관련 허위 및 과장 광고, 사칭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 형사법에 따라 반환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피해 신고 방법
① 태양광 피해 전용 상담처 : 한국에너지공단(☎1670-4260)
② 소비자 피해사례 : 한국소비자원(☎1372)
③ 사기 피해 등 민·형사 사건 접수 : 경찰서(☎112)

Q6.

A.

Q7.

A.

기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전력
공사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전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량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문의)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울)
02-2071-3811
(전북)
063-212-7082

<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경기)
031-300-9950
(광주·전남)
062-602-0020

(인천)
032-432-7031
(대구·경북)
053-580-7910

(강원)
033-248-8413
(경남)
055-212-1150

(세종·충북)
043-296-0362
(부산·울산)
051-503-7740

(대전·충남)
042-527-6953
(제주)
064-746-4697

Q1.

A.

허위견적) 계약하기 전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해보니 당초 견적서보다 훨씬 수익이 적어요!
(

업체에서 긴 발전시간, 높은 전력판매가격 등을 적용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견적서 및 수익분석, 계약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 발전수익 : 전력판매대금(SMP) + 공급인증서(REC)판매대금
ㅇ 자세한 사항은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http://recloud.energy.or.kr)에서 확인해보세요!
Q2.

A.

인허가) 태양광 발전소만 건설되면 바로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홍보
했는데,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서 알아보니 아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

업체에서 발전사업허가증을 제시하면서 모든 인허가를 완료한 것처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가 나도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아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 취득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발전사업 인허가절차 :

발전사업허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개발행위허가

Q3.

토지 소유권)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계약한 회사 소유가 아닙니다.
계약도 이미 끝난 상태인데 난감합니다.

A.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분양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미리 토지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
하세요.

(

* 토지가 업체소유가 아닐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해당사항을
꼼꼼하게 반영하세요.
Q4.

사업 취소) 태양광 발전소 주변 민원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이미 사용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A.

해당 사업지 지역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가능 여부, 해당지역의 지역주민 민원 등을 확인하세요.

(

Q5.

A.

계통연계 용량)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주변민원 등을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이 지역 계통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요. 공사가 늦어져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거절했어요!

(

지역별로 계통이 충분치 않아 계통증설 전까지 발전소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해당지역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①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확인
- ‘분산정보 연계정보 홈’에서 검색
② 한국전력공단 지역별 각 담당사업소에서 확인

★ 지역별 계통 여유용량 확인방법

Q6.

A.

추가비용 청구) 계약 전에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계약후 업체에서 추가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추가비용은 생각도 못 했어요!

(

계약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의 지불주체, 설비 파손시 피해
부담 및 복구, A/S 등의 업무 범위 및 책임관계를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ㅇ 토지 중개 수수료, 발전허가 등록면허세, 개발행위허가 취등록세, 농지전용비,
계통연계비, 사용전검사비, 설비고장 복구 비용 등

★ 추가비용 (예시)

☞

태양광 발전사업 맞춤형 정보서비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시

검토사항은

많은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보세요!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8)

2019년 하반기 이후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예비급여과 ☎ 044-202-2668)

<상담전화 안내>
( 보건복지부(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열질환 예방을 통한 건강한 여름나기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

☎

043-719-7264)

여름방학! e청소년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세요!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48/6249)

□ 소개
ㅇ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신고·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정보, 국제교류 정보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종합사이트(www.youth.go.kr)로서
청소년 활동 외 복지, 보호 관련 다양한 정보도 같이 제공

※ 홈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 APP(안드로이드/IOS) 이용 가능

□ 서비스 특징
ㅇ (모바일서비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활동정보 제공(단, 위치
정보 활용 동의한 경우)

ㅇ (네이버 연계) 검색창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거주지 기반 시군구명) +
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으로 검색 시, 관련 정보가 검색결과로 제공

<e청소년 애플리케이션>
※ 구글플레이 or 앱스토어에서 「e청소년」 다운로드

<네이버 연계>

□ 여름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찾는 방법

e청소년 사이트(www.youth.go.kr) 이용시

e청소년 APP/모바일 이용시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19」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실

☎

042-481-4598)

우리집 유료방송 확인하기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02-2138-1532)

강원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

044-202-5737)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의정부시 이전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

044-202-5737)

헬스장 이용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4)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2-2100-4061)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실종예방을 위한「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시행
(자료제공: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02-3150-0188)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가 뭔가요?
‘아동등’의 보호자 이탈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은 제도로, 실종
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등록하나요?
18세 미만 아동(주로 8세 미만),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아동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보호자가 ①모바일 안전드림앱 다운받아 등록, ②안전드림 홈페
이지(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 ③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운집시설 현장에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문등정보 활용하여 발견한 사례’가 있나요?
'19. 4. 6. 11:30경 여청계 순경 김○○은 경주시 첨성대 옆 잔디밭
벚꽃운동회 장소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동(5세, 여, 아동) 발견,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하여 이름 검색 및 사진 대조 보호자(박○○)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25분 만에 인계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까지

686명의

아동 등에 대해 안전 귀가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30만명이 사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하면 빨리찾는 “지문
등정보 사전등록제” 지금 바로 등록 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세요.

2019년 8월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김구(1876. 8.29~1949. 6.26)
선생을

2019년 8월의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1876년 7월 11일(양력 8.29)

황해도 해주(海州) 백운방(白雲坊) 텃골(基洞)

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국모를 살해한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인 스치다를 살해하고 옥고를

1904년

신지식인을 길러내는 애국계몽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황해도

치렀다.

1896년

문화군 초리면(신천군 초리면)의 서명의숙(西明義塾)과 안악의 양산학교(楊山學校)
교사, 재령의 보강학교(保强學校) 교장 등을 지내며 교육 구국운동에 힘을 쏟았다.
또한 최광옥과 함께 해서교육총회(海西敎育總會)를 조직하여 학무총감(學務總監)에
추대되어 각 군을 돌며 계몽운동을 펼쳤다.
선생은
징역

1910년

2년

치르다

신민회에 가입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다

형을 언도받았고 안명근 사건에 연루되어

1915년

15년

1911년

일제에 붙잡혀

형이 추가되어 옥고를

가출옥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중국 상하이로 망명,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

국장에 임명되어 일제가 보내는 첩자들을 가려내 처단하고 정부요인들과 동포들의
안정을 지켜내는 일을 수행하였다.
1931년

임시정부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맡아 일왕 처단(이봉창), 조선총독 처단

(이덕주·유진식),
1933년에는
(洛陽)에

관동군사령관 처단(유상근·최흥식) 등을 지휘하였다

장제스 총통을 만나 한인청년을 장교로 길러내는 길을 열었다. 뤄양

있던 군관학교에 한인청년들을 장교로 길러낼 특별반을 만들었으며,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벌이던 이청천․이범석․오광선 등을 초빙하여 장교 양성에
주력하였다.
1940년

선생은 한국독립당의 집행위원장, 광복군 통수권자,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굳건히 지키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활약하였다.
1945년 11월

임시정부 요인

애쓰시던 선생은

1진과

1949년 6월 26일

함께 환국 후 오로지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경교장(京橋蔣)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서거하였다.

선생의 유해는 온 국민의 애도 속에 국민장으로 치러지고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첨부 】 관련 이미지(독립기념관 제공)

김구 선생

귀국길에서의 김구 선생과 이시영 선생

2019년 8월의 6․25전쟁영웅 홍은혜 여사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7)

해군의 어머니, 일평생 대한민국 해군을 위해 헌신하다

국가보훈처는 ‘홍은혜’ 여사를 8월의

6

◈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25

• 홍은혜 여사는 ‘바다로 가자’ 등 다수의 해군 군가를 작곡하고, 우리나라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함

○ 대한민국 해군의 창설자인 고 손원일

(孫元一, 1909~1980)

부인인 홍은혜(洪恩惠) 여사는
1939년

1917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이화여전(현 이화여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당시

청년 손원일과 결혼했다. 이후

1945년

제독의

30세인

손 제독이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을 창설하고 초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홍 여사도
한평생 대한민국 해군을 위한 봉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홍 여사는 우리나라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구매를
위해 해군장병 부인들과 함께 삯바느질로 전투함 구매 자금을 모으
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해서 도입한 백두산함은

6·25전쟁

발발과

함께 부산으로 은밀히 침투하던 북한수송선을 격침해 최초의 해상
전투 승전기록을 남겼다.

○ 또한 홍 여사는

6·25전쟁

중에 부상당한 해군과 해병대 병사들을

돌보는데 헌신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이듬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공장과 탁아소, 유치원 등을 지어 전사자 가족들의 생계를 도왔으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군가가 없어 일본 군가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바다로 가자’, ‘해군사관학교 교가’
등 다수의 해군 군가를 직접 작곡하여 부르게 하였다.

○ 한평생 대한민국 해군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고 헌신하여
‘해군의

어머니’라 불리던 홍은혜 여사는

100주년을
100세의

2009년

손원일 제독 탄신

맞아 해군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나이로 별세하였다.

홍은혜(洪恩惠) 여사
(1917. 8.11.∼2017. 4.19.)

2017년

향년

2019년 8월의 현충인물 신명철 의사자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2)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2019년 8월의 현충인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자신을 희생한 ‘신명철’ 의사자(1963.10.15
◯ 신명철 의사자는

2005년 8월 14일

용담소 계곡에서 물에 빠진

8세

~ 2005. 8.14)’를

선정했다.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소재 수타사 내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류에 뛰어들어

어린이를 물가로 밀어내 구한 뒤 익사했다 .
◯ 보건복지부는 희생정신으로 급박한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신명철 의사자를

2005년 12월

의사자로 결정했다.

◯ 정부는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신명철 의사자의 공로를 기려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상자묘역
2007년 11월

안장했다.

신명철 의사자
(1963.10.15~2005. 8.14)

6호에

2019년 8월의 호국인물 이범석 장군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4)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일제강점기 무장독립투쟁을 편 독립군 대장 이범석
장군(1900.10.20.~1972. 5.11.)을 2019년 ‘8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범석 장군은 1900년 10월 서울 명동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15년 여운형 선생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1916년 항주체육학교에서 6개월간
수학했으며, 운남강무학교 기병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상해로 돌아와 독립군 간부를 양성
하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거쳐 1920년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교수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그해 10월 청산리전투에서 총사령관 김좌진을
도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활약하였다. 이후 고려혁명군 제1본대
기병대장으로 활동하며 시베리아에서 일제의 지원을 받고 있던 백계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1934년 김구 임정수석을 만나 낙양중앙군관학교 안에
한적군관학교를 설치하고 한전군관대장이 되어 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범석 장군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소병문·마점산 부대에서 중국군으로
참여하며 대일항전을 전개했다. 1940년대 들어서면서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한국광복군 창설을 준비하자, 이범석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한국광복군 창설을
돕고 참모장에 취임했으며, 1945년 8월 광복군 제2지대장으로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했으나 일본의 항복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46년

환국하여 조선민족청년단을 창설하여 그 단장이 되었고, 1948년 정부
수립과 더불어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겸임했다. 그 후 주중국대사,
내무부장관, 국토통일원 특별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1972년 5월 11일 심근경색
으로 별세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6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8월 1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가족 및 육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광주 동구 문화재야행 ‘달빛걸음’ 개최
(자료제공:

광주광역시 동구청 문화관광과

☎

062-608-2403)

1. 추진배경
○ 문화재를 활용한 광주의 대표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
○ 지역의 역사성을 간직한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활용
하여 다양한 역사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2. 행사개요
○ 기

간 : 2019. 8. 9.(금) ~ 8. 10.(토) 18시 ~ 23시

○ 장

소 :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서석초등학교 일원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동구
○ 후

원 : 문화재청, 광주광역시, ACC, ACI

○ 내

용 : 옛 전남도청 및 서석초등학교 일대 역사·문화시설 야간개방,
공연·체험·투어·먹거리 등 야간 문화·예술행사 개최

3. 주요프로그램(

(8夜)

)

야 경 (夜 景 )
야간경관

‣ 달빛 포토존 운영(5.18민주광장, 서석초) ‣ 문화재 야간 조명 설치
‣ 달빛정원(ACC부설주차장 대나무 숲길 약 200M) 조명 설치

야 로 (夜 路 )
체험행사

‣ 명인·명장체험, 전통체험(의상, 음식, 놀이, 문화)등,

야 사 (夜 史 )
역사투어

‣ 동밖에마실길, 근대문화여행, 오월시간여행, 이야기마당_오월, 달빛투어

야 화 (夜 畵 )
시설개방

‣ 옛 전남도청, 5.18민주평화기념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상무관, 서석초

야 설 (夜 說 )
공
연

‣ 국악·밴드·포크·버스킹, 무형문화재 공연, 5.18 뮤지컬공연

야 식 (夜 食 )
먹 거 리

‣ 학교 앞 추억의 먹거리, 전통음식체험, 5.18주먹밥체험,

야 시 (夜 市 )
야 시 장

‣ 플리마켓, 대인·남광주밤기차야시장, 아시아푸드페스티벌,

야 숙 (夜 宿 )
숙박체험

‣ 한옥게스트하우스 연계 전통체험, 행사기간 퇴실시간 조정 등 편의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