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안내
(자료제공:

□

올해

2020학년도

교육부 대입정책과

☎

044-203-6366)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2019. 11. 14.(목), 전국

86개 시험지구의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수능은 매년

60만

명에 가까운 지원자가 응시하는 범국가적인 대규모

시험으로, 시험 당일 수험생 입실시간에는 시험장 주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일부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게 입실하거나 입실하지
못하는 등의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출근시간 조정, 택시 부제 해제 등 협조 요청 예정
◦ 영어영역의 듣기평가 시간(13:10～13:35, 25분간)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에서 경음기 사용 소음, 공사장 소음,
각종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학생이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므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무효화되어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험생들이 각별히 유념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이어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여 시험 무효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전날
배포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

시험 도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수험생들이 감독관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학년도 수능 시험시간 및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관련 안내

[붙임]

’20 학년도 수능 시험 시간 및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관련 안내

□ 수능 시험 시간

※ 시험실 입실시간은 8시 10분까지임

교시

시 험 영 역

1

국 어

2

수 학

3

영 어

4

한국사,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5

제2외국어 / 한문

시
08 : 40
10 : 30
13 : 10

～
～
～

간
10 : 00 (80분)
12 : 10 (100분)
14 : 20 (70분)

(듣기평가 13 : 10
14 : 50
17 : 00

～
～

～

13 : 35, 25분간)

16 : 32
17 : 40

(102분)
(40분)

※ 시험편의제공대상자(5교시 종료시간) : 중증시각장애(21:43), 경증시각장애 운동장애(20:20)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 금지

☞

해야 하며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1 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경우

(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흑색, 0.5mm)과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고 시침, 분침(초침)
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시행안내
(자료제공: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는
(

)

2020학년도

☎

044-203-7267)

초등학생들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와 합동으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1~5

·

학년) 및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예비취학아동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ㅇ 설문조사는 학부모님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설문 조사방식
으로 ’19. 10. 15부터 10. 25까지 진행됩니다.

ㅇ 참여해주신 설문정보는 지역내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및 구축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 조사대상 :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중인
예비취학아동
○ 조사내용 : 돌봄 필요여부, 돌봄필요시간, 이용희망 돌봄서비스 유형 ,가구유형 등
○ 조사방법 : 모바일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9.10.14~10.25
○ 조사기관 :

교육부(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 (협조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접수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신청 접수를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19. 5. 24.(금) ~ 11. 25.(월) / 6개월
2. 신청대상: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란?
○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육군: 1951. 3. 6. ∼2002. 12. 31,
해군: 1949. 6. 10. ∼2002. 12. 31, 공군: 1951. 5. 15. ∼1971. 8. 31.)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 상속인

3.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
m 방문: 국방부 서문 행정안내실 2층(평일 : 09:00 ~ 18:00, 토·일, 공휴일 : 미접수)
* 최종 접수일('19. 11. 25.)은 24:00까지 접수

m 우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우편번호 04353)
* 최종 접수일('19. 11. 25.) 우체국 등기발송(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4. 신청서류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사망‧행방불명자용, 특수임무수행자용, 장애자용 구분)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현 거주지 명시)
◯

*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가능
4 병적기록부 1부
◯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유족 다수가 보상 신청시
1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사망‧행방불명자용, 특수임무수행자용, 장애자용 구분)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3 신청인 개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현 거주지 명시)
◯

*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가능
4 제적등본(특수임무수행자) 1부
◯
5 전사확인서 사본 1부(사망 ‧ 행방불명자)
◯
6 병적기록부 1부(해고 ‧ 전역자)
◯
7 다수 신청인 서명서 1부
◯

2)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1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사망‧행방불명자용, 특수임무수행자용, 장애자용 구분)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현 거주지 명시)
◯

*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가능
4 제적등본(특수임무수행자) 1부
◯
5 전사확인서 사본 1부(사망 ‧ 행방불명자)
◯
6 병적기록부 1부(해고 ‧ 전역자)
◯
7 유족 대표자 선정서 1부
◯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서식은 인터넷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접속 후 보상안내 탭, 신청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실(02-3476-8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

02-81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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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48-1988)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

(자료제공: 6 25

무공훈장찾아주기 조사단

☎

042-550-7382, 7399)

제8회 제대군인 주간(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4)

렌터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4)

정부합동민원센터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
(자료제공:

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

044-200-7081)

10월 국정홍보만화(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7)

2019년산 쌀 작황 정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20)

2019년산 쌀 작황은 태풍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생산량은 6~10만톤 감소하고 수급은 균형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벼는 정부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쌀 작황 정보 >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7)

대한민국 식품대전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12)

10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2019년 가을의 꽃·식물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

농약허용기준 강화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2)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 수립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5)

친환경 농업 관련 법 개정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정책과

☎

044-201-2437)

GAP 농산물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8)

바른 식생활 확산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2)

‘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지원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6)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7)

○ (사업목표)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 지원
○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
*

,

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

*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내 청년(만 15∼39세) 대상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여부 관계없이 바로
가입 가능

○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

·

근로 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근로·사업소득 10만원 미만 발생 등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45%)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 496천원)을

·

매칭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속적 소득 활동 유인을 위해 청년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

본인적금계좌개설은 필수이나, 본인저축액은 희망 시에만 납입

* 저축희망 시, 저축금액은 자유불입(0원∼50만원)

○ (월평균 지원액) 근로·사업소득공제(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3년

후 약

15백만원

적립(최대 2,160만원)

○ (지원요건) 지속적인 근로 및 탈수급

어르신‧어린이‧임신부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하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7~8399)

▶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챙겨주세요!
▶ 올해는 임신부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임신부까지 확대됩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접종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및 임신부
○ 대상자별 무료접종 일정
,

♣ (어린이) 생후 6개월 ~12세까지(’07.1.1.~’19.8.31. 출생아), 10월 15일 시작
- 단,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접종(4주 간격 2회 접종) 어린이는 9월 17일 시작
♣ (임신부)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 10월15일 시작
♣ (어르신) 만 75세 이상(’44.12.31. 이전 출생자)은 10월 15일,
만 65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자)은 10월 22일부터 순차시작
*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2만여 지정 의료기관(보건소, 지소 포함)에서 무료접종
가능하며,

가까운

보건소(☎000-000-0000),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

- 일하는 엄마라면！아내가 출산한 아빠라면!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모성보호 혜택을 챙기세요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지원 제도 안내

참고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무료 강사지원 제도 안내문
□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18.5.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대면 교육 실시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사업장 부담 해소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 지원
※ 부서별 교육

,

소규모 단위

지역별 기관 교육 실시 지원하며,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 권장

□ 지원내용

○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필수 무료 교육 진행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며, 무료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음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무료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팩스

,

이메일 등으로 신청

※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명단 및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 문의

: 1588-1519,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고 하반기 취업 성공하자!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제15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올해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2)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개인과
단체,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및 동아리를 격려하기

『

』

위하여 제15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을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수상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부문
구 분

시상 수

시상내용

상금

개인(성인)
2명(개)
각 10백만원
단체․기관
개인(청소년)
10명(개)
각 1백만원
청소년 부문 청소년동아리
10명(개)
각 2백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수 및 상금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성인 부문

○ 후보자격

- (성인 부문)

5년

이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꾸준하고 헌신

․

적으로 활동한 개인 및 단체 기관
- (청소년 부문)

1년 6개월

․

이상 사회참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

적인 활동, 봉사정신을 발휘한 청소년 및 동아리

※ 청소년 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9세∼24세 청소년

○ 추천 방법

- (추 천 인) 대한민국 국민, 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 (접수기간) 9월

∼

16일(월)

10월 11일(금) 18:00시 (도착기준)

* 결과 발표 : 2019년 12월(수상자 발표 시 시상식 일정 공고 예정)

- (접수방법) 이메일(e-mail), 우편, 공문을 통한 접수
- (접 수 처)

· 주소
·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E-mail : lhs0217@korea.kr, myth205@korea.kr (반드시

동시 송부)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참고

제15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홍보포스터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주간(10.26.~11.9.)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8)

□ ‘청소년어울림마당’이란?
ㅇ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끼와 재능을 펼치고 대중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청소년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

※ (청소년어울림마당) ‘어울림마당’은 순우리말로, ‘청소년이 활동을 통하여 상호
소통하는 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음
※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16개(연 10회 이상), 시·군·구 어울림마당 110개(연 5회 이상)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주간(10.26.∼11.9.) 일정>
시도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서울

10. 26.(토) 13:00~16:00
서울시청광장

주말 프로그램 체험 부스, 청소년 동아리 문화공연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10. 26.(토) 14:00~17:00
온천천 어울마당

청소년동아리 공연, 문화행사, 체험부스 등

11. 2.(토) 14:00~17:00
평화공원

청소년동아리 공연, 문화행사, 체험부스 등

대구

10. 26.(토) 10:30~16:00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청소년 경연대회 및 축하공연,
청소년 행복 관련 참여·체험부스 등

인천

11. 2.(토) 14:00~16:00
부평문화의거리

전통테마 체험 및 먹거리체험, 환경체험부스,
전통 및 현대공연 등

10. 26.(토) 15:00∼18:00
광주 유스퀘어터미널

다양한 체험활동 및 동아리 공연 등

11. 9.(토) 15:00∼18:00
광주 유스퀘어터미널

다양한 체험활동 및 동아리 공연 등

광주청소년수련원,
광주용봉청소년수련원
광주화정청소년문화의집

대전

11. 2.(토) 13:00~16:00
청소년동아리 공연, 무료체험활동 등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울산

10. 26.(토) 13:00∼16:00
댄스컬 공연, 비즈공예 등 체험부스 운영
울주서부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재)안국청소년도량,
금정청소년수련관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11. 2.(토) 13:00~18:00
세종 제천뜰근린공원

주관기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천YWCA

울산흥사단

코스튬대회 및 세계문화체험 부스 운영,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공연 등

10. 26.(토) 13:00~17:00
청소년 및 기관 체험부스, 윤동주 시화공모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앞마당 청소년부문 수상작품 전시, 청소년공연 등
10. 26.(토) 13:00~16:00

폐막식, 청소년동아리 공연마당, 체험마당,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시도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강릉종합경기장 야외잔디광장 진로과학축제 등

주관기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강원민예총 강릉지부,
문수청소년회, 강릉YMCA

10. 12.(토) 09:00~15:00
청주 청소년광장

문화행사, 놀이체험(신체·창의놀이),
한국항공소년단충북연맹
진로체험(전문가, 대학생 진로멘토링 등) 등

11. 9.(토) 14:00~16:00
충주시 호암지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음악 축제 “청팝”

10. 19.(토) 14:00~17:30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전국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창원
틴틴 페스티벌’중부권 예선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11. 9.(토) 12:00~18:00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동아리 공연, 이벤트 프로그램
체험부스 운영 등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10. 19.(토) 15:00~18:00
전주 중앙살림광장

청소년동아리 공연, 먹거리체험, 공예체험,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전통놀이, 진로상담 등

10. 26.(토) 13:00~17:00
익산 신동 대학로

지역사회 기관 연계 청소년체험부스 및
댄스, 보컬 등 청소년공연 등

충북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충남

전북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11. 16.(토) 15:00~18:00
부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청소년동아리 공연, 먹거리체험, 공예체험,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페이스페인팅, 특수분장 등

전남

11. 9.(토) 11:00~16:00
무안 중앙공원

청소년동아리 공연마당, 주민과 함께하는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놀이마당 등

경북

10. 26.(토) 14:00~17:00
경주 황성공원 타임캡슐공원

경남

제주

동아리 합동 및 게스트 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

사)문화연대 하늘호

10. 12.(토) 14:00~17:30
오동동 문화광장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우리역사바로알기 체험부스, 공연무대 등 마산YMCA, 마산YWCA,
한국해양소년단

10. 26.(토) 14:00~17:30
마산 조각공원

코스프레 퍼포먼스 패션쇼, 만화, 노래자랑 등

11. 2.(토) 14:00~17:30
용지문화공원

마산청소년문화의집,
2019 코리아! 창원틴틴페스티벌 활동체험
마산YMCA, 마산YWCA,
부스 등
한국해양소년단

11. 2.(토) 14:00~17:00
탐라문화광장

초·중·고 마술동아리 경연, 초청 마술공연팀
축하공연, 패블릭 캠페인, 각종체험마당 등

※ 일부 지자체의 경우 10월 행사 일정도 포함되어 있음
※ 지역 상황에 따라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산YMCA

제주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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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세요!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

044-201-4941)

이자부담 많은 집주인과 주거지원계층 모두“win-win”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95)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자료제공:

통계청 고용통계과

☎

042-481-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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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의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박은식(1859.9.30~
1925.11.1)

선생은

선생을

2019년 11월의

1859년 9월 30일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황해도 황주군 남면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1898년

독립

협회의 만민공동회운동에서 문교 분야의 간부급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성균관의
교육 기능을 계승한 경학원(經學院)의 강사와 관립 한성사범학교의 교사로 재직
하는 한편, 서북협성학교와 오성학교 교장을 맡아 교육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활동하면서 민중계몽운동을 벌여 나갔다.
선생은
하였다.

1911년

중국 만주로 망명하여 국혼을 발흥시킬 역사서의 저술에 진력

1912년에는

상해에서 동제사(同濟社)를 결성하였는데 동제사는 중국의

국민혁명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상해에 박달학원(博達學院)을 설립하여 민
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국 독립운동의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선생은

1915년

한국통사(韓國痛史)를 간행하여 대외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잔학성과 간교성을 폭로 규탄하고, 대내적으로 민족적 통분과 적개심을
유발하면서 동포들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선생은

1915년 3월

북경

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인 신한혁명당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3․1운동을

노령 블라디보스톡에서 맞이한 선생은 육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한

국민노인동맹단을 조직하여 국내외 거족적인 독립운동에 호응하였다 . 그 후
선생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정부, 그리고 서울의
한성임시정부의 통일을 추진하여 그 해

9월

통합 임시정부가 발족하는데 기여

하였다. 특히 이시기 선생은 상해에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를 간행하였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1884년

갑신정변부터

1920년

무장투쟁까지의 일제 침략에 대한 한국 민족의 독립투쟁사를

독립군의 항일

3․1운동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1925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해

8월

만주

독립군 단체인 정의부의 지도자 이상룡을 국무령으로 추천하고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1925년 11월 1일 66세를

일기로 상해에서 서거하였으며,

1993년 8월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첨부 】 관련 이미지(독립기념관 제공)

박은식 선생 초상화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 선생 서거 보도기사

11월의 6․25전쟁영웅 김금성 공군 준장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2)

포화 속, 평화를 위해 날아오르다
국가보훈처는 ‘김금성’ 공군 준장을 11월의 6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김금성 공군 준장은 승호리 철교폭파작전,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등 공군이
출격한 거의 모든 주요 작전에 참가하여 획기적인 전공을 세웠다.

○

1927년 11월

충북 충주에서 출생한 김금성 준장은

1950년 10월에

공군 소위에 임관하여 공군비행단 비행대에서 정찰을 비롯한 비행
임무를 수행하였다.

○

1951년 10월부터는
1952년

강릉기지에서

F-51

전투기로 출격을 시작하여

평양 근교 승호리 철교차단작전, 송림제철소 폭격 작전,

351

고지 탈환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한국 공군이 출격한 거의
모든 주요작전에 참가하여 획기적인 전공을 세웠다.

○

전쟁기간 중 전투비행대대장, 작전과장 등을 역임하여 비행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투조종사로서

195회

출격을 기록

하였으며,

○ 작전 중에 여덟 번이나 적의 대공 포화에 전투기가 피탄 되었으나
투철한 책임감과 우수한 조종기량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출격 조종사의 표상이 되었다.

○ 전쟁 후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근무하여

우리 공군의 전력증강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금성(金錦成) 공군 준장
(1927.11.27.∼1961. 8.19.)
상훈 : 태극무공훈장(’61)

11월의 현충인물 김해인 애국지사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2)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일제강점기에 항일결사단을 조직하여 활동한
‘김해인

◯

1918년
3월에

애국지사(1918. 9.22.~2006. 3.18.)’를

11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충남 대덕에서 태어난 선생은 공주 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인

1940년

동교생(이용준, 김용, 김한석) 등과 함께 항일결사 명랑(明朗)클럽을

조직하였다.

·

◯ 이들은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사용금지 신사참배거부 등
일제에 대한 항거와 무궁화 식수 장려운동과 같은 계몽활동을 벌이며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

1942년

명랑클럽 회원이던 동료 천영관 선생이 일제의 패망을 언급해 체포된

것을 계기로 조직이 발각되자 김 선생도 체포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인정하여
애족장을 수여했으며,

1983년에

2006년 3월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했다.

김해인 애국지사
(1918. 9.22.～2006. 3.18.)

11월의 호국인물 이광악 장군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기획홍보팀

☎

02-709-3104)

전쟁기념관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광악 장군
(1557~1608)을 2019년 ‘11월의
1557년(명종 12)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충주 유동리에서 태어난 이광악 장군은 어려서부터 장대한

기골과 목소리가 크고 맑아서 대인의 기질이 있었다. 또한 학문과 수신에 힘
쓰기 보다는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것을 즐겨,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으로
출사하는데 그뜻을 두었다.

1584년(선조 17)

무과 별시에서 을과

16위로

급제

하여 선전관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연일(延日)현감ㆍ이성(利城)현감ㆍ경주(慶州)
판관을 거쳐
1592년 4월

1591년(선조 24)

곤양(昆陽)군수에 임명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광악 장군은 곤양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

가 참전한 최초의 전투는 같은해 5월 무렵 함안전투였다. 이광악 장군은 함
안에서 왜군을 격퇴한 뒤 고성 지역에 왜군이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곧
바로 회군하여 다시 고성을 공격하여 적을 압박하였다. 7월 말 다시 진주성
부근에 있었던 전투에 참가하여, 진주성 수비군의 좌익을 맡아 다른 장수들
과 함께 사천, 진해, 고성 일대의 여러 고을들을 회복하였다.
한편 제해권을 상실한 일본군은 남해안 지방의 거점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
리해진 전세를 회복할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진주성을 공격하였다. 이광악 장
군은 초유사 김성일의 명령으로 병력을 이끌고 진주성으로 들어가 진주목사
김시민과 함께 일본군에 맞섰다.

10월

초 일본군의 선봉이 진주성의 동쪽을

공격함으로써 진주성전투가 시작되었고, 격렬한 전투 속에 진주목사 김시민
이 부상을 입어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자 김시민을 대신하여 장수들을 이끌고
전투를 진두지휘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정유재란 때에는 남원전투에서 순국한 이복남(李福男)을 대신하여 전
라병사에 임명된 이광악 장군은 순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
(小西行長)의

부대와 전투를 벌였다. 그 결과 순천․광양전투에서 승리하였으

며, 이어 예교성전투에서는 조․명연합군의 선봉군으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의 초반에서부터 마지막 전투에 이르기까지 이광악 장군은 임진왜
란 극복의 주요 지휘관으로 활약하였으며, 그 전공을 인정받아
공신(宣武功臣)

3등에

흥(永興)부사를 거쳐
다.

1604년

선무

책훈되었다. 이후 수원(水原)부사ㆍ경기도방어사ㆍ영

1606년(선조 39)에는

1608년 12월 29일 52세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

나이로 별세하였으며,

1711년(숙종 37)

충장(忠壯)

의 시호를 받았다.
11월 7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가족 및 육군 주요 인사

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