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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SIREN24 아이핀/마이핀 서비스 이..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SIREN24 아이핀/마이핀 서비스 이용 중단 06. 19. 작업시간 : 2022. 06. 19(일),
00:00 ~ 11:00 (11시간) 작업내용 : 시스템 고도화 · 안정화 작업 비고사항 : 작업 영향에 따라 작업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노출기간 : 2022-06-03 ~ 2022-06-19

URL : #none

응급의료앱 무료설치·활용 안내
응급의료앱 무료설치·활용 안내 1.스마트폰 → 2.play 스토어 → 3.응급의료정보 제공 검색 → 4.다운로드
및 설치 → 5.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AED)등의 위치 찾기 활용 가능
노출기간 : 2022-06-03 ~ 2022-10-31

URL : #none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노출기간 : 2022-05-06 ~ 2022-08-31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mode=view&idx=270443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도측정기」회수 캠페인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도측정기」회수 캠페인 • 회수기간 : 5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회수대상 :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측정기 포함)를 수령한 확진자 • 회수장소 : 보건소, 관내 보건지소·진료소 • 문의전화 : 장흥
군보건소 질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061-860-6484 ※ 추후 코로나19 유행 시 활용
노출기간 : 2022-05-06 ~ 2022-06-30

URL : #none

2022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2022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노출기간 : 2022-07-31 ~ 2022-05-31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mode=view&idx=269285

2022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2022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2. 4. 26.(화) 14:00 ~ 4. 28.(목) / 선착순모집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전화, 인터넷 불가)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
는 60세 이상(1962년생 이전 출생)인 분 / 회원등록 필수 - 지 참 물 : 코로나백신 3차 접종 확인증 , 신분증
노출기간 : 2022-04-25 ~ 2022-04-28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69128&mode=view

제52회 장흥 군민의 날 기념식
제52회 장흥 군민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22. 5. 2.(월) 10:00 - 장 소 :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3층)
노출기간 : 2022-04-21 ~ 2022-05-02

URL : #none

상표등록으로 지키는 나의 권리
상표등록으로 지키는 나의 권리 내가 만든 브랜드, 등록하지 않으면 내것이 아닙니다.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4-18 ~ 2022-12-31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68777&mode=view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22년 6월 1일(수)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6시 ~ 오후7시30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자세히보기

팝업존팝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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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4-02 ~ 2022-06-01

URL : https://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408_1.jpg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출기간 : 2022-03-28 ~ 2022-12-31

URL : /www/organization/news/notification?idx=20540&v_cnt=383&mode=view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안내 - 투표일 : `22. 3. 4.(금) ~ 3. 5.(토) - 투표시간 : 매일 06:00 ~ 18:00 -
투표장소 : 10개 읍면(파일참고)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노출기간 : 2022-03-03 ~ 2022-03-06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303.xlsx

장흥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안내
장흥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안내 4. 11.(월)부터 ~ 장흥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PCR 검사만 가능 
노출기간 : 2022-04-05 ~ 2022-05-17

URL : #none

제20대 대통령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제20대 대통령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열람기간 : 2022. 2. 14 0시 ~ 2. 16. 24시 열람하기
노출기간 : 2022-02-14 ~ 2022-02-16

URL : /www/operation_guide/vote/vote220214/

코로나19예방접종효과
코로나19예방접종효과 3차 접종자가 확진 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미접종자보다 18배 낮습니다 나와 가
족의 안전을 위해 3차접종까지 적극 참여해주세요!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2-11 ~ 2022-05-26

URL : /images/www/popup/pop_link_220211_2.jpg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2022.4.18.(월)~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행사집회 종교시설:운영시간, 모임인원
제한,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취급금지 등)해제 단, 실내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
쳐 22.4.25.(월)부터 해제 마스크착용: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4-18 ~ 2022-05-01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418_3.jpg

장흥군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6.2. 0시 기준 장흥군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위드 코로나! 예방접종이 필수! 문의 : 장흥군 예방접종 콜센
터 860-6469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4-01 ~ 2022-06-07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602.jpg

2021년 추석연휴 비상 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알림
2021년 추석연휴 비상 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알림 진료기관 당번약국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1-09-04 ~ 2021-09-22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60709&mode=view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1. 9. 6. ~ 10. 29. - 온라인: 9. 6. ~ 10. 29. / 신용 또는
체크카드 충전 희망자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ARS 등 - 오프라인: 9. 13. ~ 10. 29. / 주소지 읍면행정
복지센터 또는 카드 연계된 은행창구 * 신청접수처: 장흥읍- 군민회관 3층,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시행
첫주 요일제 적용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1-09-10 ~ 2021-10-29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popup/popup_link_210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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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전국 6명까지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
하,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적용기간 : 2022. 1. 17(월) ~ 2022. 2.
6.(일)
노출기간 : 2022-01-03 ~ 2022-02-28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117.pdf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기간 : 2021. 8. 23.(월) ~ 2021. 9. 5.(일) 하나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기타 행사·집회 50명 이상 금지 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영업 가능 *오후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식당,카페도 오후 10시 이후 포장만 가능) 셋 식당, 카페, 편의점 등 22시까지 영
업 가능※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넷 결혼식장(4
㎥당 1명+100명 미만, 동시예식의 경우 식사는 50명 미만까지 허용) 장례식장(4㎥당 1명+50명 미만) 다섯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20% 이내 참여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1-08-06 ~ 2021-09-05

URL : /images/www/popup/pop_link_210823.pdf

살아본께 장흥이 최고여라
살아본께 장흥이 최고여라 우리의 기억을, 꿈을 이야기하다
노출기간 : 2021-07-10 ~ 2021-07-31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mode=view&idx=258560

전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간: 2021.7.27(화)~8.8.(일) 주요 내용 하나 사적모임 4명까
지 가능 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영업가능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식당·카페
도 22시 이후 포장만 가능) 셋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넷 행사,집회,결
혼식장,장례식장 등 50인 미만 인원 제한 다섯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전라남도
JeolaNamdo
노출기간 : 2021-07-10 ~ 2021-08-05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10727.pdf

전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전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적용기간 : 2021. 7. 16.(금) ~ 7.31(토) 주요 내용 하나 사적모임 8명
까지 가능 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4시까지 영업가능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식당·카
페도 24시 이후 포장만 가능) 셋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넷 행사,집회,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100인 미만 인원 제한 다섯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노출기간 : 2021-07-10 ~ 2021-07-13

URL : https://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news/notice?idx=258110&mode=view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바로가기
노출기간 : 2021-07-03 ~ 2021-12-30

URL : http://ncv.kdca.go.kr/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지켜지는 펫티켓, 모두가 행복한 산책길 배설물 미수거 5만
원 목줄 미 착용 및 동물 미등록 20만원 (과태료 부과)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가슴줄의 길이 2m이내로 유지
2022년 2월 11일 시행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1-06-18 ~ 2021-08-02

URL : /images/www/popup/pop_link_210618.png

장흥군의회, A의원의 SNS 유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장흥군의회, A의원의 SNS 유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1-06-05 ~ 2021-06-28

URL : http://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news/fact_check?idx=256983&mode=view

광주전남 2021년 화랑훈련 실시
광주전남 2021년 화랑훈련 실시 6.14(월) ~ 17(목)까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1-06-11 ~ 2021-06-17

URL : /images/www/popup/popup_link_210611_1.hwp

2021 장흥살이 행복이야기 수기 공모
(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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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흥살이 행복이야기 수기 공모
군민이 참여하는 인구감소대응 프로젝트 대한민국 흥이시작도니는 곳! 2021 장흥살이 행복이야기 수기 공
모 살아본께 장흥이 최고여라~ 4.1(목) ~ 5.10 (월) 자유로운 산문 형식 (A4용지 10매 이내), 사진 활용 총
1,000만원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홈페이지 참조 장흥군 총무과 인구정책팀 061-
860-5601,5602
노출기간 : 2021-04-01 ~ 2021-05-11

URL : http://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news/notification?
idx=18986&page=2&mode=view

장흥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장흥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하고 문자 받으세요~ 주정차금지 주정차 단속구간에 불법 주정차시 운
전자에게 휴대폰으로 이동유도 문자를 안내해드립니다.
노출기간 : 2021-03-30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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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심리방역지원
코로나19 심리방역지원 위로 받고 싶은 그대에게 우울감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당신 당신을 향한 따뜻한 위
로가 되어줄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마음건강상담 신청하기
노출기간 : 2021-03-15 ~ 2021-12-31

URL : http://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advice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7.1. ~ 8.31. 집중단속 9.1. ~ 9.30. 반려견 등
록,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하시
기 바랍니다. 문의 : (국번없이) 120, 1577-0954
노출기간 : 2022-06-24 ~ 2022-08-31

URL : #none

2022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장흥 군민이면 자동가입 되는 2022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6-03 ~ 2022-12-31

URL : /www/life_welfare/public_security_action/safety_insurance#none

장흥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알림
장흥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알림 예산낭비신고란?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등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제도 기간 및 대상 : 연중, 장흥군민 누구나 가능 신고(제안)대상 :
예산 낭비,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제안 신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문의 : 061-860-
5541, 1600-8172
노출기간 : 2022-06-08 ~ 2022-10-31

URL : /www/civil_complaint/report_center/budget

한육우 2022년 6월호
한육우 2022년 6월호 KREI 농업관측센터 aglook.krei.re.kr 사육 : 2022년 한우 사육 마릿수 역대 최대 수
준 기록 전망 도축 : 2022년 한우 도축 마릿수가격이 약세였던 2012년(84만)수준 초과 전망
노출기간 : 2022-06-10 ~ 2022-06-30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71025&mode=view

전라남도 환경교육주간 좋겠다
전라남도 환경교육주간 좋겠다 나눌 수 있어서 배울 수 있어서 즐길 수 있어서
노출기간 : 2022-06-03 ~ 2022-06-11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603.jpg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월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받으면서 취업하자! 고용노동부, 해남고
용복지 플러스센터 전화 061-530-2909,2901,2903
노출기간 : 2022-06-02 ~ 2022-12-31

URL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본인인증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본인인증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상세내용 - 작업내용 : SCI 서버 교체 작업 - 작업시간 : 22. 5. 26.(목) 03:00
~ 06:00 - 작업영향 : 작업시간 중 본인인증서비스 중단
노출기간 : 2022-05-25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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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none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자가격리자 등 외출 허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자가격리자 등 외출 허용 외출근거 :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감염
병예방법 시행령 제 23조 별표2 대상 : 감염병 감염으로 입원(시설)치료, 자가격리 중인 사람 사전 투표 투
표시간 5. 28.(토) 18:30 ~20:00 / 외출허용시간 : 18시 20분부터 선거일 투표 투표시간 6. 1.(수) 18:30
~19:30 / 외출허용시간 : 18시 20분부터
노출기간 : 2022-05-07 ~ 2022-06-01

URL : #none

취약계층 무료 검진 지원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안내
취약계층 무료 검진 지원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안내 지원내용 : 특정암 검진비(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
암) 취약계층 검진비(B형·C형 간염검사) 백내장 수술비【1안(�) 25만원】 대 상 : 관내 거주 만 40세 이상
※ 백내장 수술비 지원(만 65세 이상)
노출기간 : 2022-05-25 ~ 2022-12-31

URL : https://www.jangheung.go.kr/health/medical/medical_support/vulnerable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청소년의 든든한 미래는 건강검진부터!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5-06 ~ 2022-06-25

URL : https://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525.pdf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선거일 투표 : 6월 1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지정된 투표소 사전투표 : 5월 27일(금) - 5월 28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
전투표소
노출기간 : 2022-05-06 ~ 2022-05-28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512_1.jpg

스토리기자단 대학생홍보단 모집
스토리기자단 대학생홍보단 모집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홍보 알리미를 찾습니다! 접수기간 : 2022. 5.
12.(목) ~ 5. 25.(수) 접수방법 : 진흥원 누리집(www.jntle.kr) 온라인 신청 
노출기간 : 2022-05-06 ~ 2022-05-25

URL : https://www.jntle.kr/

2022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2022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2022년 5월 12일(목) ~ 6월 30일(목) 50일간 총상금
1,600만원 생명의땅으뜸전남
노출기간 : 2022-05-06 ~ 2022-06-30

URL : https://www.startupidea.kr/preliminary/

가장소중한 생애첫신고인출생신고 더 늦기전에 아동의 권리를 위해 ..
가장소중한 생애첫신고인출생신고 더 늦기전에 아동의 권리를 위해 신고해 주세요! 출생미신고자 집중발굴 ·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년 5월 9일 (월) ~ 11월 30일 (수)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5-11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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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생활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장흥군 마을세무사 방양원 / 장흥읍 읍성로 153 전화
(860-7757), 팩스(864-7758) 통해 상담 국세 및 지방세, 조세 관련 불복청구 상담
노출기간 : 2022-05-10 ~ 2022-05-31

URL : #none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변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변경 대상: 토요일, 공휴일 (기존) 09:00 ~ 18:00 (변경) 09:00 ~ 13:00 ※
평일: 09:00 ~ 18:00
노출기간 : 2022-05-04 ~ 2022-05-31

URL : #none

(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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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밝히는 온동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로 밝히는 온동네 -선거일 투표 : 6월 1일(수) -사전투표 : 5월 27일(금) ~ 28일
(토)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5-04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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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활을 밝혀줄 정책·공약 살펴보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 생활을 밝혀줄 정책·공약 살펴보기 -선거일 투표 : 6월 1일(수) -사전투표 : 5
월 27일(금) ~ 28일(토)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5-04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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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2022년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신고기간 : 2022. 5. 1. (일) ~ 5. 31.(화) 납부기한 :
2022. 5. 31. (화) 신고방법 전자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
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 장흥군청 별관동 1층 신고창구 (5.23~5.31) 대상 : 모두채움
대상자, 장소 : 장흥군청 재무과,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담당 : 장흥군청 지방소득세 담당 061-860-5704, 개
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1661-8880
노출기간 : 2022-05-03 ~ 2022-05-31

URL : https://www.hometax.go.kr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거주불명등록자를 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거주불명등록자를 위한 선거정보
노출기간 : 2022-05-03 ~ 2022-06-01

URL : https://www.nec.go.kr/site/lvt/03/10303000000002022042709.jsp

2022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2022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노출기간 : 2022-05-01 ~ 2022-06-30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69285&mode=view

별난가족 별난캠핑 천문캠프
별난가족 별난캠핑 천문캠프 2022년 5월~6월 중 토 일요일 1박2일 5월 14일, 21일, 28일 / 6월 11일, 18
일, 25일 운영기관 : 장흥군 정남진천문과학관 운영장소 :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별빛캠핑여행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노출기간 : 2022-04-27 ~ 2022-06-25

URL : https://www.jangheung.go.kr/star/guide/camping

장애인선거권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장애인선거권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5일간) - 신고방법 : 주소
지 관할 읍·면장에게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제출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4-20 ~ 2022-05-14

URL : /images/www/popup/pop_link_220420_2.pdf

거소투표 신고 안내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2022. 5. 10.(화) ~ 5. 14.(토) [5일간] 자세
히보기
노출기간 : 2022-04-20 ~ 2022-05-14

URL : /images/www/popup/pop_link_220420_1.pdf

전국소등행사
지구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저녁 8시부터 10분간 불을 꺼주세요! 지구의날 52주년 전국소등행사 2022
년 4월 22일(금), 20:00 ~ 20:10
노출기간 : 2022-04-18 ~ 2022-04-22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418_4.jpg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http://www.jangheung.go.kr)

https://www.nec.go.kr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popup?idx=269504&mode=view
https://policy.nec.go.kr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popup?idx=269503&mode=view
https://www.hometax.go.kr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popup?idx=269444&mode=view
https://www.nec.go.kr/site/lvt/03/10303000000002022042709.jsp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popup?idx=269417&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news/notice?idx=269285&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popup?idx=269409&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star/guide/camping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popup?idx=269212&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420_2.pdf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popup?idx=268893&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420_1.pdf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popup?idx=268892&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418_4.jpg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popup?idx=268763&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418_2.pdf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popup?idx=268750&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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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60세 이상 연령층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실시합니다.
노출기간 : 2022-04-18 ~ 2022-12-31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418_2.pdf

제2기 연구인재역량강화 프로젝트
제2기 연구인재역량강화 프로젝트 외부연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핵심연구역량을 키워갈 열정있는 대학원
생을 기다립니다. 선발인원 : 25명 내외 접수기간 : 2022. 4. 4. ~ 4. 27. 접수처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문의처 : 061-285-9482
노출기간 : 2022-04-11 ~ 2022-04-27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68363&mode=view

장학금 지원안내
여러분의 꿈과 재능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청춘들이여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지원안내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4-07 ~ 2022-05-31

URL : https://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news/notice?idx=268309&mode=view

쌀 적정생산, 우리 모두 함께해요!
쌀 적정생산,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4-05 ~ 2022-05-31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up_link_220405.pdf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 조정됩니다.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4-04 ~ 2022-04-30

URL : /images/www/popup/popup_link_2204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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