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학부모On누리
(자료제공:

교육부 학부모정책지원팀

☎

044-203-6833)

□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는 전국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정책,
자녀교육 및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

○ 학부모님이 관심있는 주제를 반영하여 온라인교육과정 총 40과정 운영
중이며 매년 추가 개발·보급 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님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회원 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야별 검색 및 테마별 추천 등으로 원하는 교육과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6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자막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님이 새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

진로·진학, 혁신학교 등에 대한

교육정책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

학부모 교육자료를 전자책(e-book)으로 만들어 장소와 시간제한

없이 누리망과 휴대용 단말기에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영역

학부모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현황

연
번
1
2
3

교육

4

정책

5
6
7
8
1
2
3
4

일반
공통

5
6
7
8
9
10
11
1
2

진로
진학

3
4
5
1

창의

2

인성

3
4
1
2

학부모

3

교육

4
5
6

과정명

자유학기제, 학부모교육 매뉴얼
학습자를 사로잡는 강의법
학부모 학교참여
우리 아이 성적표 읽기
초등학교 보내기, 걱정마세요!
학교운영위원회길잡이보고·듣고·말하기
혁신학교와혁신교육지구바르게이해하기
새로운 교육정책 바로알기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우리아이 경제교육
존중과 배려, 소통하는 우리가족
지혜로운 부모, 훌륭한 학부모
가족갈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초보학부모를위한올바른자녀양육법
부모가주고싶은사랑,자녀가받고싶은사랑
사춘기가된내자녀,때로는미울때가있다.
아빠는 놀이쟁이
자기주도학습 코칭 매뉴얼
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진로·직업교육
아이와 함께 코딩을
자녀들의창의적진로개발을위한진로교육이해하기
독서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우리아이 그림으로 자존감 높이기
우리아이 유치원 보내기
우리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우리아이 중학교 보내기
우리아이 고등학교 보내기
자녀의성교육및성폭력예방을위한학부모교육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 음영처리 6개 국어(국, 영, 중, 일, 러, 베) 자막 운영

주제

효과적인 진로교육 및 교과학습 등 자유학기제를 위한 가이드
교수설계, 수업전략활용, 수업기술, 창의적사고기법등효과적강의법
교육참여, 교육기부 등 학교참여의 이해와 참여방법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기본개념과 각 학교급별 성적표 이해 방법
2017년 초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교과별 주요 개정 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이해,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등
혁신학교 정책 이해, 혁신교육지구 사례와 혁신학교 교육 소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2015 개정 교육과정, STEAM교육 이해하기
비전 설정, 스트레스 극복 등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코칭
안전지대와 비전 키우기 등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한 코칭
용돈교육 등 스스로 돈을 통제, 관리하는 독립경제인으로 키우기
자녀 공감대화, 적극적 경청법 등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소통 방법
자녀의 발달단계, 부모의 역할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녀양육 방법
부부, 부모-자녀, 배우자의 가족 등 다양한 가족 간 갈등 해결방법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자녀양육법 및 소통법
타임아웃, 방임과 자율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녀양육법
비교, 과잉 조기교육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녀양육법
사춘기 자녀의 특징과 올바른 자녀양육법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아이의 발달단계별에 따른 구체적인 놀이 체험
학교수업 성공원칙, 학습계획, 자기주도학습 방법과 코칭 사례
진로목표 설정,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설계까지 진로진학의 모든 것
4차산업혁명의성격과특징, 관련기술등을통한진로·직업교육방향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코딩교육 설명, 체험프로그램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진로교육의 방향, 자기이해 활동 소개 및 분석법 등
독서습관 만들기,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등 자녀의 독서활동 노하우
예, 책임, 효, 정직과 소통, 존중, 배려와 협동 등 6가지 교육방법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별 창의성 발달 과정 및 계발 노하우
자녀 발달 단계별 그림의 특징, 그림을 매개체로 자녀 이해하기
유치원 선택방법, 유아교육 제도, 친구 사귀기, 대화법 등
입학준비, 학습방법, 학습습관, 독서교육 포인트 등
중학교 교육과정, 사춘기 이해,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완벽 대비 등
고등학교 선택, 과목별 학습법, 진로설계 등
자녀발달과정에 따른 성교육,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자녀의 감정을 읽은 대화기술 감정코칭, 학교폭력 예방 관련 등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자료제공:

○

2020학년도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

044-203-6964)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려는 검정고시 수험생은 대학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대입전형자료(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수시)

’19. 9. 2.(월) ~ ’19. 11. 20.(수) /(정시) ’19. 12. 23.(월) ~
’20. 1. 13.(월)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
접속, 본인의 합격정보가 있는 해당 시도교육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수시모집의 경우 2019년 2회차 검정고시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 www.neis.go.kr >

○ 단,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며 신청기간 내에만 이용 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 점을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90,6227,6269)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예비대학생(고 3학생)과 대학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2019.11.19.(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

신청대상

2019. 11. 19.(화) 09:00 ∼ 12. 17.(화) 18:00 / 29일간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 바람

‘20학년도 대학 입학예정자(현 고교 3학년) 및 대학 재학생
※ 입학할 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소득 구간에 따른 연간 지원금액
유형

지원내용

기초

1구간

2구간

Ⅰ유형

520만원

다자녀

520만원

3구간

4구간
390만원

5구간

6구간

368만원

7구간

8구간

120만원 67.5만원

450만원

※ 1) 소득구간은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 및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함
2) 성적, 이수학점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신입생 제외)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계획
(자료제공: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044-203-7031)

원도우7 기술지원 종료 홍보
(자료제공:

과기부 홍보담당관

☎

044-202-40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02-3476-8010)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군범죄ž테러,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국방헬프콜☎130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88)

국립서울현충원 연령대별 호국교육영상 3편 제작
(자료제공: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1-6331)

□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위한 호국교육영상 제작(청소년, 초등, 유아용)
*

청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영상 수어(手語) 삽입

○ 청소년 교육영상
-

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의 서울현충원 소개

○ 초등 교육영상
- 6·25전쟁

척척박사 캠벨에이시아의 서울현충원 소개

○ 유아 교육영상
-

*

호국이 호니 호비 등 서울현충원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국립서울현충원 누리집,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 공개中
누리집(홈페이지)
유튜브

: www.snmb.mil.kr

: www.youtube.com/heylhy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nmbkor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자료제공: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9월 14일

02-6124-7536)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설립된 대통령소속 기관입니다.

○ 위원회는 특별법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3년간 활동하게 되며
(

,

)

2020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진정서 접수기간은

○ 진정의 대상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자살, 자해·질병사망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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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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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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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6124-7531～7532 / 팩 스 02-6124-7539
□ 우리 위원회는 따뜻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
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상담전화 ☎
(

감사합니다.

02-6124-753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위원회 홍보 포스터

11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알림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044-205-4521)

최근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11월에 중점관리 하여야 할 재난
안전사고 유형 선정 및 결과를 공유합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대설

화 재

가을산불

AI(조류인플루엔자)

강풍(풍랑)

□ (대 설 ) 올 겨울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강원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80억

10년(‘09~’18)

동안

11월에는

총

133회의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이로 인해

원 정도(10년 합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최근 10년간(’09~’18년, 합계) 대설특보 발표 현황 >

구 분
특보(회)

○

1월
718

2월
456

3월
220

4월

5월

14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11월
133

12월
830

[출처: 기상청]
11월은

-

첫눈이 내리는 시기로, 자칫 대설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거나 방심하기 쉽다.

눈이 내릴 때는 내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외출 시에는 바닥이 넓은
신발을 신어 미끄러짐을 예방한다.

□ (화 재 ) 겨울의 초입으로 보조 난방기 등의 사용이 시작되면서 화재 위험이 높다.

○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온도를 지키고

,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최근 5년(‘14~’18, 합계)간 7월~12월 화재 현황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가을산불 )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고, 마른 낙엽이 쌓이면서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산불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 특히

,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크게 증가(건수

↑

1.6배

,

면적

↑ 하고 있어

5.1배

)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 9.30. 산불발생 현황

최근 10년(‘09~’18, 평균)간 산불 현황

[출처: (산불)산림청, (건조특보)기상청]

□

(AI, 조류인플루엔자)

11월은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 철새 유입 등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 최근 5년(‘14~’18, 합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

※ 진단일 기준 발생 농장수

○ 특히

,

[출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올해는 벌써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

되어 가금농장의 방역에 각별한 주의 필요
* 충남 천안시(‘19.10.23.), 경기 안성시(‘19.10.26.)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검출

○ 가금농장에서는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

국민들도 철새 도래지나 축산

농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한다.

-

특히, 야생 동물 등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등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강풍 · 풍랑) 11월은 찬 대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기압차에 의한 강풍과
풍랑의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 피해의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이 강한 바람에 훼손되거나

,

풍랑에 수

산증양식 시설이 유실되면서 발생하였다.

○ 강풍과 풍랑에 피해를 입기 쉬운 비닐하우스

,

수산 증·양식 시설 등은 단단히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바람에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참 고

국민행동요령

11월 국정홍보만화(건전한 음주습관 119로 실천하세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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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6)

2019년 가을의 꽃·식물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

농약허용기준 강화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2)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5)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정책과

☎

044-201-2437)

GAP 농산물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8)

바른 식생활 확산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2)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044-202-359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9)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법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3772)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법(요약본)
1. 환기설비 기본정보 확인
① 환기설비는 주로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며, 본체와
필터, 열교환소자, 덕트, 급/배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필요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환기
설비 제품의 A/S정보(업체명,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③ 제품설명서 또는 입주자 안내서에
수록된 유지관리 내용 및 절차대로
관리합니다.
2. 환기설비 유지관리방법
환기설비 내부에는 외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일반적으로 프리필터와 미디움 필터
(또는 헤파필터 등)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① 프리필터 (Pre filter)
- 자연환기설비에 설치하거나, 기계환기설비의 메인 필터 보호용으로 사용됩니다.
- 물청소가 가능하며, 1개월에 한번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미디움필터 (Medium filter) (또는 헤파필터)
- 미디움 필터는 기계환기설비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터입니다
- 6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교체하여야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심하거나, 환기설비를 자주 작동할 때에는 3개월 주기로 점검 및 교체 실시)

※ 필터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구매 가능하나, 가능한 설치된 환기설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환기설비에 적합한 필터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 열교환소자
- 2～3년 주기로 교체를 권장합니다. (※ 환기설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구매 권장)
④ 덕트
- 전문업체 또는 환기업체에 의뢰하여 1~2년 주기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이한 유형의 환기설비 및 자세한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 국민추천 접수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044-201-8299)

□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와 국민에 헌신·봉사하며, 국가 주요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2019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를

11월 29일(금)까지

추천받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후보자 추천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은
물론,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국민추천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있는 추천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개요 ≫

｣

❍ 국민추천기간 : ’19. 11. 1.(금)~11. 29.(금)
❍ 추 천 자 : 국민 누구나 (본인 추천 제외)
❍ 추천대상 : 중앙·지방의 전 직급 공무원(정무직 제외)
❍ 선발인원 : 80명 예정
❍ 선발분야 : ①사회적 가치 실현, ②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③국민안전 개선,
④인재양성, ⑤적극행정
❍ 추천방법
- (온라인)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접수
- (우편·방문) 인사혁신처 우편 송부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접수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Tel : 044-201-8299)

□「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 추천과정에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시어
국민이 공감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2019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추천 홍보 포스터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4)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뚝!
(자료제공: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

044-205-7663)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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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돼지, 먹어도 돼지!
(자료제공:

식약처 대변인실

☎

043-7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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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

02-3704-0554)

12월의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윤봉길(1908.6.21~
1932.12.19)

의사를

윤봉길 의사는

2019년 12월의
1908년

6월

의사는 야학당을 개설하고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21 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태어났다.

『농민독본(農民讀本)』3권을

문맹퇴치와 민족의식 고취에 심혈을 기울였다.
1929년에는

저술하여 한글교육 등

1928년에는

부흥원(復興院)을,

월진회를 설립하여 농촌개혁을 실시하였다.

의사는 독립운동을 위해

1930년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며 그 이후 중국 상해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의열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29일

“1932년 4월

일왕(日王)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을 일본군의 상해사변 전승 축하식과

합동으로 상해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거행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의거를 결심한다. 의거 3일전인 4월

26일

이 의거가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사의 대변이라는 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백범 선생이 주도하던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가입하였다.
4월 29일

홍구공원에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였고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白川)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인 노무라(野村) 중장, 우에다(植田)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重光),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타(河端), 상해총영사 무라이
(村井)

등 침략의 원흉들이 도열해 있었다. 오전

11시 40분경

축하식 중 일본

국가가 거의 끝날 무렵, 의사는 수통형 폭탄을 단상위로 투척하였다. 이 의거로
시라카와 대장과 가와바타 거류민단장은 사망하고 노무라 중장은 실명, 우에다
중장 등은 중상을 입었다.
이 의거는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임시

정부가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피체된 의사는 가혹한 고문 끝에

1932년 5월 25일

사형을 받았으며, 이후 일본 오사카로 호송된 뒤
(金澤)

상해 파견 일본군법회의에서
1932년 12월 19일

육군형무소 공병 작업장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 총살,

25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의사의 유해는 일제에 의해 버려졌고, 광복 후인

가나자와
젊디젊은

1946년에야

조국에 봉환,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의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첨부 】 관련 이미지(독립기념관 제공)

윤봉길(선서장면)

윤봉길 선서문

김구 선생과 윤봉길

12월의 6․25전쟁영웅 전병익 해군 중사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2)

백두산함 함포 장전수, 대한해협 해전의 승리를 이끌다
국가보훈처는 ‘전병익’ 해군 중사를

12월의 6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전병익 해군 중사는 대한해협 해전에서 PC-701함(백두산)의 포 장전수로,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하여 대한해협 해전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 전병익 해군 중사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출생하였다
○ 년 월 해군에 입대 년 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

1947

7

, 1950

PC-701함(백두산)에
3 인치

○

4

배치되었고, 전쟁 발발 직후 대한해협 해전에

포 장전수로 참전하였다.

1950년 6월 25일, 1,000톤급

태우고 부산 동북방
6월 26일

북한군 무장수송선이 무장병력

30마일

600여명을

해상에서 남하하였고, 치열한 교전 끝에

부산 동남방 해상에서 무장수송선을 격침하여 승리하였

으나, 전 중사는 적선에서 발사한 포탄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 대한해협 해전은 해상교통로 출입함의 중심지역인 부산을 공격하려던
북한의 기도를 무산시키며

○

이 승리로 유엔군은
2,200톤

6·25전쟁

590만

중 첫 승리를 거둔 전투였다.

명의 병력과 군수물자

5,500톤,

유류

등 수많은 전쟁물자를 부산항으로 수송할 수 있었고, 이는

6·25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동인이 되었다.

○ 정부는

‘대한해협

해전’에서 큰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전병익을 위국

헌신의 호국의지와 자기책무를 완수하는 책임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중사로 1계급을 특진시켰으며,

1952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전병익(全炳翼) 해군 중사
(1929. 6.24.∼1950. 6.26.)
상훈 : 을지무공훈장(’52)

12월의 현충인물 이재만·한상윤 소방관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2)

m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화재진압 중 순직한 ‘이재만·한상윤 소방관’을
12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m '이재만․한상윤 소방관‘은

2011년 12월 3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참숯

가구전시장 창고에서 불이나 화재진압을 하던 중 순직했다.
m 두 소방관은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119구조대원 3명과

함께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 5명은 건물 내부에 인명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최종 확인을 위해 불길 속으로 재차 뛰어들었다.
m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건물 내부에 가구가 많고 유독가스와 불길이
거세 현장 지휘관은 철수명령을 내렸지만 숨진 두 소방관들은 빠져나오다
무너져 내린 천장구조물과 잔해에 깔려 순직했다.
m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화재 현장에 들어가 소방관의 본분을
솔선수범으로 실천한 이재만 소방관은
2004년 11월

1996년

10월,

한상윤 소방관은

소방관으로 임용됐다.

m 정부는 두 소방관의 공훈을 기리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

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 안장했다.

고 이재만 소방관
(1972.10. 9.～2011.12. 3)

고 한상윤 소방관
(1980. 1. 6.～2011.12. 3)

12월의 호국인물 최병익 중위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8)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 동부전선의 요충지인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705고지 전투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우고 장렬히 전사한 최병익 중위를
2019년 ‘12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1930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최병익 중위는 한양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6·25전쟁이 한창인 1951년 12월에 갑종간부후보생 제19기로 입교, 1952년
5월 4일 육군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당시 중부전선을 방어하던 제8사단 10
연대의 소대장에 보임되었다.
1952년 9월 21일 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일대에서 북한군이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당시 705고지를 방어하던 제1대대 3중대 3소대장 최 소위
(당시 계급)와 그의 소대원들은 적의 주요 접근로가 될 계곡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화력을 갖춘 적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적의 거듭된 파상공격으로 제2분대의 진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보고를 받은 최 소위는 즉시 소대원들과 함께 백병전을 독려하며 적과 맞섰다.
대검과 개머리판을 휘두르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소대원들의 용기를
북돋던 최 소위는 끝내 적의 수류탄을 맞아 쓰러졌고, 그의 죽음을 목격하고
전의를 다진 소대원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혈투 끝에 적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이 날의 전투에서 적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퇴각하였고,
아군은 적 사살 319명의 전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죽음으로 고지를 사수하고, 용맹한 현장 지휘로 전선을 지키다 스물
셋의 나이로 숨을 거둔 故 최 소위의 공적을 기려 중위 특진과 함께 1952년
11월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12월 5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후손 및 육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