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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시 행 : 2023. 1. 1. ~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

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

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주요내용기 부 처 : 주민등

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장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장흥군을 제외한 다른 지

자체 기부 가능  기 부 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지자체 합산)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납부방법 - 온 라 인 : 붙임 참조 - 오프라인 : 농협창구 신청(신분증 지참) → 농협직원 신청 대행

업무 수행 ※ 금융기관중 농협만 기부금 신청 가능

노출기간 : 2023-01-06 ~ 2023-12-31

URL : /www/civil_complaint/donate

육군 제8539부대 전술훈련 실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한 튼튼한 안보 확립! '22.11.7.(월) ~ 9.(수) 전남 및 장흥지역 일대 육군

제8539부대 전술훈련 실시! 민간인복장의 거동수상자 또는 가상의 적군 발견 시 적극 신고바랍니

다. 국번없이 1338 육군 제8539부대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노출기간 : 2022-11-02 ~ 2022-11-09

URL : #none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모집기간:공고일로부터~2022년 10월

31일(월), 17:00 선발인원:100팀 내외(3인 이하 팀 구성) 신청자격:접수일 기준 미취업 청년(만19

세~39세 이하)으로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개인 또는 팀 모집 및 접수 : 장흥,강진,해남,

영암,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접수방법:jeipiwork.net 문의처:061-430-8361/8366

노출기간 : 2022-10-11 ~ 2022-11-01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76098&mode=view

2022 유치 원목표고버섯 전시·판매전
유치 원목표고 가을의 향기를 담다 2022 유치 원목표고버섯 전시·판매전 2022.10.23.(일) 유치면

다목적복지관 광장 (장흥군 유치면 유치로 56)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10-06 ~ 2022-10-24

URL : /images/www/popup/pop_link_221006.jpg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7-15 ~ 2023-03-14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914.pdf

2022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2022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2 통합의학 치유

와 힐링을 담다 2022. 9. 30.(금) - 10. 4.(화) 5일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전라남도 장

흥군 조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문의처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061-

860-6262 통합의학 치유와 힐링을 담다

노출기간 : 2022-08-28 ~ 2022-10-04

URL : http://www.kimex.or.kr/

호흡기환자 외래진료센터 현황
호흡기환자 외래진료센터 현황 자세히보기 코로나19 확진자 자율입원 병상 운영 병원명 : 장흥종

합병원 / 병상운영 현황 : 24 병원명 : 장흥우리병원 / 병상운영 현황 : 26 병원명 : 장흥통합의료

병원 / 병상운영 현황 : 24

비쥬얼팝업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operation_guide
/www/operation_guide/vis_popup
/www/civil_complaint/donate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0086&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7117&mode=view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76098&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6191&mode=view
/images/www/popup/pop_link_2210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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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5120&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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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5110&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902_1.pdf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3500&mode=view


병원 / 병상운영 현황 : 24

노출기간 : 2022-07-31 ~ 2023-02-28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902_1.pdf

2023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
일job go 희망job go 2023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 일시: 2023. 6. 8.(목) 13:00~17:00 장소: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현장면접관 / 취업컨설팅관 / 창업체험관 / 부대시설 사전접수(전화): 박람회 당

일 기념품 증정 061)283-7532, 7535 주최: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 전라남도 / 목포시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완도군 / 진도군/ 신안군 주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목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노출기간 : 2023-05-18 ~ 2023-06-08

URL : #none

5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5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및 사용불가

※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 해당 가맹

점, 추후 누리집 게시 예정 카드 보유한도 당초 200만원 → 150만원 10% 할인율, 구매한도 월50

만원(지류+카드)는 그대로 유지! 문의전화: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 ☎061-860-5932

노출기간 : 2023-05-06 ~ 2023-08-18

URL : #none

장흥로 플프마켓
제 1회 버스킹/플프마켓 2023년 5월27일(토) 13:00~18:00 장흥군청 앞 광장 일원 장흥로플프마

켓:수공예품, 아나바다, 체험부스, 먹거리장터 멍석을깔아주겠소:국악퓨전, 팝재즈,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장흥군농어촌산활력센터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5-15 ~ 2023-05-27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86220&mode=view

제4회 장흥살이 행복이야기 수기 공모
살아본께 장흥이 최고여라~ 제4회 장흥살이 행복이야기 수기 공모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4.

24. (월) ~ 5. 31.(수) 도착분에 한함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모주제 1. 가족의 소중한 가

치 2. 장흥 정착 사례 공모대상 : 장흥군민(2023. 4. 24.공고일 기준 장흥군 주민등록자) 공모제한

: 1인 1수기(작품) - 본 공모전 우수상 이상 수상자 제외 작품규격 : A4 10매 이내 시상계획 : 대상

: 100만원 / 최우수상 : 50만원 / 우수상 : 30만원 / 장려상 : 10만원 / 입선 : 5만원 ※심사결과 변

동가능 신청방법 : · 제출기한 : 2023. 5. 31.(수)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방

법 : 이메일 제출(yny2323@korea.kr)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서식 1), 수기(서식 2), 기타(사진

이 있을 경우) 문 의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 장흥군

노출기간 : 2023-05-01 ~ 2023-05-31

URL : #none

2023년 5월 아동‧청소년의 달 아(동)~! 청(소년)춘(春..
2023년 5월 아동‧청소년의 달 아(동)~! 청(소년)춘(春) 페스티벌 일 시 : 2023. 5. 20.(토) 13:00~

17:00 장 소 :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일대 내 용 : 체험 부스 운영 및 청소년 공연 등 문의처 : 장흥

군청소년수련관 061-863-0250

노출기간 : 2023-05-02 ~ 2023-05-20

URL : #none

2023년 제6회 회령포 문화축제 개발 관련 지역주민 설문조사..
2023년 제6회 회령포 문화축제 개발 관련 지역주민 설문조사 - 대상 : 장흥군민 - 방법 : QR코드

를 활용 가. 축제명칭 : 2023년 제6회 회령포 문화축제 나. 기 간 : 2023. 8월말 ~ 9월초 / 3일간

(예정) 다. 장 소 : 회령진성 및 회진항 물양장 라. 내 용 - 명량대첩 기포지로서의 회령포의 역사성

부각 -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및 시가행렬, 풍물패 길놀이, 씻김굿, 12척 배 해상퍼레이드, 저잣

거리 음식부스 운영 등 마. 참고사항 : 2023년 전라남도 명량페스타와 연계  ※ 150명 추첨하여 이

디야 커피 기프티콘 증정

노출기간 : 2023-05-02 ~ 2023-05-07

URL : https://forms.gle/BpgvfZZASkaTYpwc7

제53회 장흥군민의날 보림문화제
제53회 장흥군민의날 보림문화제 ❍ 일 시 : 2023. 4. 28.(금) ❍ 장 소 : 탐진강변 및 공설운동장

❍ 주최/주관 : 장흥군/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 추진위원회 ❍ 행사내용 - 사전행사(4. 27.) : 향

우어울림의 밤(17:00, 군민회관), 군민의 날 축하공연(18:30, 탐진강변) - 본 행 사(4. 28.) : 가장

행렬, 기념식(10:00), 고싸움 시연, 체육 및 경연행사, 문화 및 부대행사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4-21 ~ 2023-04-28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up_link_230421.jpg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6429&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6382&mode=view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86220&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6237&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6027&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5658&mode=view
https://forms.gle/BpgvfZZASkaTYpwc7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5653&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up_link_230421.jpg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5170&mode=view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up_link_230421.jpg

제 20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 축제
제 20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 축제 키조개와 철쭉이 함께하는 대자연속의 만남 축제기간 : 2023.

05. 04. (목) ~ 05. 07. (일) / 4일간 행사장소 :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항 주최 :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 장흥군,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정남진장흥 키조개양식협의회 자

세히보기 청정수문

노출기간 : 2023-04-18 ~ 2023-05-07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up_link_230418.pdf

아이사랑 이유식 요리교실 참가자 모집
아이사랑 이유식 요리교실 참가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 4. 20.(목) 까지 ● 기 간 : 1차 –

2023. 4. 21.(금) / 2차 – 2023. 4. 28.(금) ● 대 상 : 80명(임산부 ~ 2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 ●
장 소 : 보건소 3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문의전화 : 061-860-6486(장흥군보건소 모자보

건실) ● 프로그램 대 상 : 임산부 ~ 2세 이하 출산가정 일시 : 4. 21.(금) 10:00 ~ 11:50(40명) - 돼

지고기 감자 완자 - 단호박 설기 4. 28.(금) 10:00 ~ 11:50(40명) - 과일초밥 - 단호박 치즈 버무리

※ 예산현황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4-20

URL : #none

2023년 장흥군 인구·청년 활력정책
[어머니품 장흥]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 2023년 장흥군 인구·청년 활력정책 공모전

[2023.4.3.~4.28.] ▶발표 및 시상 : 2023.5월중 ▶시상내역 : 시상금 및 상장(훈격 : 장흥군수) -대

상(1명) /100만원 -최우수상(3명)/각 50만원 -우수상(5명)/30만원 -장려상(10명)/각10만원 ▶문의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 ▶공모자격 : 군 인구청년활력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
모내용 : -쳥년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인구, 고령화 관련 정책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책 -일자리,경제,관광 관련 생활인구 증대 정책 -주거,교육,문화 관련 정책 -그 밖의 기존

정책보완 및 개선 방안 ▶신청방법 : -온라인 : 이메일 접수(yny2323@korea.kr) -방문 : 장흥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우편 : (59328)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21 인구청년정책과

노출기간 : 2023-04-05 ~ 2023-04-28

URL : #none

스마트민방위교육 실시 안내
스마트민방위교육 실시 안내 교육기간 : 2023. 4. 3. ~ 6. 30. 교육대상 : 장흥군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으로 참석해주세요.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

트 접속 후 영상 시청 및 평가완료 문의전화 : 1522-7183(스마트민방위)

노출기간 : 2023-03-31 ~ 2023-06-30

URL : https://www.cdec.kr/

2023년 국가 암 조기검진 안내
2023년 국가 암 조기검진 안내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 통지서를 받은 사람(우편발송) 검진비용 : 무료 검진기간 : 2023. 12.

31.까지 검진기관 : 전국 지정의료기관 검진방법 : 의료기관 사전예약 후 검진표와 신분증 지참 ※
대장암검사는 동봉된 통에 대변을 담아 보건(지)소나 검진의료기관에 꼭! 제출해야하 함 자세히보

기 장흥군보건소 (860-6413)

노출기간 : 2023-04-01 ~ 2023-12-31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404.pdf

장흥군 걷기 행사
장흥군치매센터와 함께하는 한마음 치매극복 장흥군 걷기 행사 치매 애(愛)희망을 나누다! 기간 :

2023. 4. 8.(토) ~ 4. 22.(토) 대상 : 장흥군민 누구나 방법 : 모바일앱 '워크온'을 통한 걷기 챌린지

(15일간 12만보 걷기) '워크온' 앱 설치 → 장흥군 길따라 강따라 커뮤니티 가입 → 챌린지 참여 →
혜택을 받아요! 목표걸음 달성 / 선착순 500명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5,000

원 모바일 상품권과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정의 상품은 장흥군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수령하

시기 바랍니다. 치매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 치매상담콜센터 860-6498

노출기간 : 2023-04-03 ~ 2023-04-23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403.jpg

장흥 수문랜드 블루투어 오토 캠핑장
장흥 수문랜드 블루투어 오토 캠핑장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용곡로 159-36] 예약신청 홈페이

지(https://www.jangheung.go.kr/sumunbluetour) 예약하기 

노출기간 : 2023-04-01 ~ 2023-12-31

URL : https://www.jangheung.go.kr/sumunbluetour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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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4281&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sumunbluetour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4275&mode=view


장흥군 제로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임시 휴관
장흥군 제로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임시 휴관 기 간: 2023. 4. 1. ~ 6. 30.(3개월)

※ 휴관 기간은 공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 상: 장흥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다목

적실) / 4층 영화관 정상운영 사 유: 제로에너지(수열에너지) 설치를 위한 시설보완

노출기간 : 2023-02-27 ~ 2023-06-30

URL : #none

튤립축제
제10회 하늘빛수목정원 튤립축제 2023년 4월 01일 - 4월 23일 (주) 하늘빛수목정원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746] 기간:2023년 04월 01일~04월23일 시간:09:00AM~18:00PM 장소:전남 장

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746 하늘빛수목정원 안내:www.하늘빛수목원.com 주관:(주)하늘빛수목

정원 문의:T061-862-2000

노출기간 : 2023-03-20 ~ 2023-04-24

URL : /tour/festival/spring/skylight_tulip

장흥군 명예의 전당 개설 안내
장흥군 명예의 전당 개설 안내 자발적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군민들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

록, 온라인 <장흥군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였습니다. 기부자님의 이웃사랑에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등재대상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기부심사심의회 심의의결건에 한

함 *개설근거 : 장흥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노출기간 : 2023-03-10 ~ 2023-04-03

URL : /www/open_data/donation

「2023년 장흥군민의 상」후보자 추천
「2023년 장흥군민의 상」후보자 추천 시상부문:5개 부문(지역개발, 사회봉사, 도의, 교육문화, 체

육) 추천권자:읍·면장, 기관단체장 시상인원:부문별 1인 시상내용:상패 수여(부상 없음) 시상일:4.

28.(금) / 제53회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 행사 후보자추천:3. 27.(월)한 ※ 기한 경과후 추천받

지 않음 - 분야별 식견있는 인사로 구성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추천 - 후보자의 공적사

항은 반드시 현지 실사를 통한 확인 필요 제출서류:공적조서, 이력서, 현지조사확인서, 기타증빙

서류

노출기간 : 2023-03-15 ~ 2023-03-28

URL : /www/organization/news/notification?

idx=22126&v_cnt=75&search_type=title&search_word=군민의%20상&mode=view

장흥군청소년수련원 운영 중단 안내
장흥군청소년수련원 운영 중단 안내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외벽 드라이비트 철거)로 인해

2023년 7월말까지 운영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일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장흥

군청 노인아동과 061-860-5892

노출기간 : 2023-03-07 ~ 2023-07-31

URL : #none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2023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23.3.6.(월)~3.31.(금) 공모자격:장흥에

관심있는 누구나 접수방법:온라인:erick00@korea.kr 방문 또는 우편접수:전남 장흥군 21, 인구청

년정책과 고향사랑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3-06 ~ 2023-04-01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306.jpg

2023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대면 신청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농촌 2023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대면 신청 <비대면 간편신청> 기간:

2. 1. ~ 28. (1개월간) 대상: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 제출서류: 없음 신청방법: 1단계 수신문자를 확인 > 링크 클릭 / 2단계 개인 인

증해주세요 3단계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 4단계 신청인 및 농지정보 > 신청서 제출 <읍,면,동 방

문 신청> 기간: 2. 1. ~ 4. 28. (2개월간) 대상: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제출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신청방법: 1단계 읍,면,동 방문하여 기본

직불 등록신청서 수령(*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 2단계 신청서 작성 3단계 관활

읍,면 ,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노출기간 : 2023-03-03 ~ 2023-03-28

URL : #none

6. 1. 고시 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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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1529&mode=view


6. 1. 고시 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6. 1. 고시 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공개대상 : 2023. 1. 1. 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의견제출

: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상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자치단체

에 의견을제출 의견제출 대상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방법 :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간 : ~2023. 2. 28. 6. 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

회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장흥군

노출기간 : 2023-01-30 ~ 2023-02-28

URL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청년DB
청년과 정책이 만나는 청년참여플랫폼 청년DB 참여대상 :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만19~39세)

참여방법 : 청년DB 홈페이지 접속(2030DB.GO.KR), 회원가입 후 본인 프로필 등록 주요활동 :

정부위원회, 정책자문단 등 희망하는 정책참여활동 수행 청년은 프로필을 등록하고, 담당자는 정

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찾고! 바로가기 / 국무조정실

노출기간 : 2023-02-02 ~ 2023-03-31

URL : https://www.2030db.go.kr/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가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꼭! 신청하세요

연 20만원 

노출기간 : 2023-02-03 ~ 2023-02-28

URL : https://card.nonghyup.com/IPCS012001.menu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의 깨끗한 한표, 내일의 건강한 조합을 만듭니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

장 선거 2023. 3. 8. (수) 오전 7시 ~ 오후 5시

노출기간 : 2023-02-01 ~ 2023-03-08

URL : https://jn.nec.go.kr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

병(African Swine Fever, ASF)이란? - 돼지과(사육돼지, 멧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

병으로, 바이러스의 생존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음 - 멧돼지도 감염되어 폐사할 수 있으며, 폐사

체는 바이러스 전파의 오염원이 될 수 있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음

노출기간 : 2023-01-01 ~ 2023-01-24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119.jpg

2023 계묘년 새해복많이받으세요
2023 계묘년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노출기간 : 2023-01-01 ~ 2023-01-24

URL : #none

2023년 설 연휴 장흥군 주요 관광시설물 휴관 안내
2023년 설 연휴 장흥군 주요 관광시설물 휴관 안내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1-02 ~ 2023-01-24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80250&mode=view

정남진물과학관 임시 휴관 알림
정남진물과학관 임시 휴관 알림 대상시설 : 정남진물과학관(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강변길 20)

휴관기간 : 2023. 1. 12.(목) ~ 2023. 4. 27.(목) 휴관사유 : 정남진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설치 및 리

모델링 문 의 처 : 정남진물과학관 / 061-860-7845 CLOSED

노출기간 : 2023-01-04 ~ 2023-04-27

URL : #none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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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1057&mode=view
https://card.nonghyup.com/IPCS012001.menu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0953&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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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0838&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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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0263&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80038&mode=view


URL : #none

장흥사랑 고향사랑기부제 행운의 이벤트
장흥사랑 고향사랑기부제 행운의 이벤트 기부하GO! 혜택받GO! 행운의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

2023. 1. 1. ~ 이벤트 달성시까지 참여대상 장흥에 고향사랑 기부를 한 국민 경품내용 - 기부순서

100번 / 200번 / 300번 / 400번 / 500번째 기부자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10만원 - 기부순서 777

번 / 1,000번째 기부자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20만원 ※ 기부참여자 1인당 1회만 참여 인정 기부

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소중히 활용됩니다.

노출기간 : 2023-01-01 ~ 2023-04-28

URL : #none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 발생시기 : 11월 ~ 4월 /겨울철 감염경로 : 굴, 조개 등 어패

류 및 감염자 접촉 등 증상 :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

기, 물을 끓여서 마시기, 식재료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기 특히 굴, 생

선, 조개 등 수산물 문의전화 : 장흥군보건소 질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061-860-6432)

노출기간 : 2022-12-02 ~ 2023-03-31

URL : #none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하세요! 2022.12.2.(금)~12.12.(월) 대상:2023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가 있는 가정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12-05 ~ 2022-12-13

URL : https://www.gov.kr/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 2022년 고액·상..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노출기간 : 2022-10-31 ~ 2022-12-31

URL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10월 태극기 달기
10월 태극기 달기 국군의 날(10. 1.), 개천절(10. 3.), 한글날(10. 9.)을 경축하며, 우리 모두 가정

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합시다.

노출기간 : 2022-09-01 ~ 2022-10-09

URL : #none

2022 추석 인사말
어느덧 무덥던 여름이 가고 신선한 바람과 함께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어머니

품에서 풍요롭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장흥군

노출기간 : 2022-09-01 ~ 2022-09-12

URL : #none

2022년 추석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
2022년 추석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9-02 ~ 2022-09-12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907_1.pdf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9971&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8534&mode=view
https://www.gov.kr/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8477&mode=view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7741&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5644&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4928&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907_1.pdf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4645&mode=view


추석,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명절 2022 추석 ..
[관계부처 합동] 추석,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명절 2022 추석 민생안정 대책 자세히

보기

노출기간 : 2022-08-18 ~ 2022-09-13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up_link_220818.pdf

코로나19 확진자 고위험군 집중 관리
코로나19 확진자 고위험군 집중 관리 ○ (대 상) 만 60세 이상 독거노인 재택치료자 ○ (내 용) 1일

1회 건강 모니터링(유선) 실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안내, 건강 악화 시 입원 의뢰, 응급 상황 시

119·병원 연계 대응 ○ (문 의) 장흥군보건소 질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860-6481

노출기간 : 2022-08-05 ~ 2022-10-31

URL : #none

제5호 태풍 「송다」로 인한 우천 피해로 2022. 8. 1.(..
제5호 태풍 「송다」로 인한 우천 피해로 2022. 8. 1.(월) 수상 체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운영됨

을 알려드립니다. (기준시간: 13:00) - 디스코팡팡 : 정상운영 - 바나나보트 : 정상운영 - 수상 워터

챌린지 : 금일 운영 보류(추후 재공지) -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 그물막 보수 여부에 따라 운영결

정(추후 재공지) - 수 영 장 : 오전운영 불가(추후 재공지) - 우든보트 : 금일 운영 잠정 중단 - 카 누

: 금일 운영 잠정 중단 - 수상자전거 : 금일 운영 잠정 중단 ※ 위 안내는 현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노출기간 : 2022-08-01 ~ 2022-08-02

URL : #none

농작업,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주의 ..
농작업,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주의 안내」 • 정 의 : 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 호발시기 : 4 ~ 11월 • 증 상 : 38℃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혈뇨, 혈변, 혈소판감소 등 • 치 명 률 : 18.5% 진드기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피제 뿌리기, 풀숲 피하기, 전신샤워 및 진드기 찾기, 작업복

분리 세탁하기

노출기간 : 2022-07-20 ~ 2022-11-30

URL : #none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열람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열람 기간 : '22. 7. 18. ~ '22. 8.1.(15일간) 등록정보 열람 바로가기

노출기간 : 2022-07-19 ~ 2022-08-01

URL : https://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Pop.do?gb=basic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힘내라! 장흥군!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2. 7. 20.(수) ~ 8. 31.(수) ※집중신청기간 : 2022. 7. 20.(수) ~ 2022. 7. 29.(금) / 8

일간 대 상 기준일(`22. 5. 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장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2004. 5. 31. 이전 출생자) / 결혼이민자(F6) 포함 내 용 1인당 장흥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1만

원권 지류) 장흥군 재난지원금 자세히 보기→ 

노출기간 : 2022-07-18 ~ 2022-08-31

URL : /www/organization/news/notification?idx=21000&v_cnt=428&mode=view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7.30.(토) ~ 8. 7.(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노출기간 : 2022-07-11 ~ 2022-08-07

URL : https://festival.jangheung.go.kr/festival

건강한 여름나기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건강한 여름나기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up_link_220818.pdf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4040&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3572&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3377&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2865&mode=view
https://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Pop.do?gb=basic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2795&mode=view
/www/organization/news/notification?idx=21000&v_cnt=428&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2716&mode=view
https://festival.jangheung.go.kr/festival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2356&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2271&mode=view


건강한 여름나기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5시)에는 휴식 취하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응급의료기관 (2개소) 감시체계 가동 장흥군 보건소 / 질병관리청

노출기간 : 2022-07-01 ~ 2022-08-31

URL : #none

제46대 장흥군수 취임사
제46대 장흥군수 취임사 탐진강의 기적을 통해 장흥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취임사 보

기

노출기간 : 2022-07-01 ~ 2022-07-28

URL : /www/organization/headman_room/inaugural_address?mode=view&idx=271858

건강한 출산을 위한 기형아 검사비 지원
건강한 출산을 위한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흥군보건소 등록임산부 지원내용 : ‘22. 1월

이후 선별 검사비(혈액, 초음파 검사) 지원 (최대 2회, 5만원/회)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절차 기형아 검사 실시(의료기관)-신청인 ▶구비서류 준

비-신청인 ▶ 환급신청서 작성(보건소)-신청인 ▶ 개인계좌 지급-보건소 문의전화 : 장흥군보건소

질병관리과 진료의약팀 061-860-6424

노출기간 : 2022-07-01 ~ 2022-08-31

URL : #none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5월 30일부터 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도약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6-29 ~ 2022-09-04

URL : https://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news/notice?idx=270565&mode=view

개인정보 보호 인식주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인식주간 6.21.~7.11. 지키면 프라이벗 개인정보 놔두면 프

라이빚 내정보도, 타인의 정보도 모두 소중한 개인정보~ 내정보는 유출되지 않게 , 타인의 정보는

알더라도 알려지지 않게!

노출기간 : 2022-06-29 ~ 2022-07-11

URL : http://www.pipc-campaign2022.kr/

2022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장흥 군민이면 자동가입 되는 2022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6-29 ~ 2022-12-31

URL :

https://www.jangheung.go.kr/www/life_welfare/public_security_action/safety_insurance#none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진신
고 : 7. 1. ~ 8. 31. ▶집중단속 : 9. 1. ~ 9. 30.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동물병원, 동물보

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번없이) 120, 1577-0954

노출기간 : 2022-06-29 ~ 2022-08-31

URL : #none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행동요령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6-29 ~ 2022-08-31

URL : https://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news/notice?mode=view&idx=270443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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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1863&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2203&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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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news/notice?mode=view&idx=270443
/www/operation_guide/vis_popup?idx=271755&mode=view


1

  

가장 소중한 생애 첫 신고인 출생신고, 더 늦기 전에 아동의 권..
[행정안전부] 가장 소중한 생애 첫 신고인 출생신고, 더 늦기 전에 아동의 권리를 위해 신고해주세

요! ▶출생미신고자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 운영 : 2022년 5월 9일(월) ~ 11월 30일(수) ▶출생미
신고자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에는 다음 사항이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 생활권

(편의점, 문구점 등) 점검 -위기아동 집중 점검 -아동기관·시설 일제조사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

나요 ? -자녀의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진행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주세요.

노출기간 : 2022-06-30 ~ 2022-11-30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511_1.jpg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 1. 1. 시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021.10.19)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은 기부불가) ▶기부자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지역특산물 등 고향

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자세히보

기

노출기간 : 2022-06-29 ~ 2022-12-31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31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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