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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월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 홍보사항 》

◦ 조기졸업생 대입수상실적 변경 신청기간 안내 / 교육부

◦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 통일부

◦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 국방부

◦ 병역생활 고충상담, 성폭력·군범죄 신고/상담
「국방헬프콜☎1303」

/ 국방부

◦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행정안전부

◦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행동요령 홍보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7월 국정홍보만화, 예술지원사업 종합안내 사이트 ‘아트누리’ / 문화체육관광부

◦ 7월 국정홍보만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문화체육관광부

◦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하반기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등록 자진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 막걸리 빚기 국가무형문화재 되다 / 농림축산식품부

◦ ASF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캠페인 
“문 닫고, 소독하고, 신고하고”

/ 환경부



◦ ‘약속 챌린지’ /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 여성가족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행 안내 / 국토교통부

◦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 국토교통부

◦ 우리집 관리비 절약의 시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 국토교통부

◦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고용노동부

◦ ‘청년세대에게 답답하고 불리한 법’은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법령정비’로 바꿔요

/ 법제처

◦ 렌터카,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로 피해 많아
- 수리비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개인정보위원회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오픈 / 국세청

◦ 여름철 산사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

◦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 산림청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독려 대국민 홍보 / 질병관리청

◦ 안전하게 갯벌을 즐기는 방법! 안전수칙 지키기 / 해양경찰청

◦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 국가보훈처

◦ 도민 안전보험 보장금액 상향 안내
/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 2021년 9월까지 연장 적용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주소제도
/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 전라남도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 2개→3개로 조정됩니다! / 전라남도
대기질관리과

◦ 우리동네 자치경찰!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전라남도
자치경찰정책과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달
/ 신안군 

세무회계과

◦ 여름철 물놀이 안전 캠페인
/ 목포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조기졸업생 대입수상실적 변경 신청기간 안내

(자료제공: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044-203-6291)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19년 고교입학생부터 대학

진학 시 수상실적인 학기당 1개씩 제공됩니다. 이에 2021년 초 조기 졸업한 

학생들 중 2022학년도 대입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은 아래방법으로 본인의

수상실적을 변경할 수 있으니 대입수상실적 변경선택을 희망하는 졸업생은 꼭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대입수상실적 변경, 잊지 말고 2021.9.7.(화)까지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적용받는 졸업생* 중 대학에 제공되는 

수상실적 변경을 희망하는 자

 * 학생부 신뢰도제고방안은 ’19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21년에는 조기졸업자만 

해당함

신청방법

졸업한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학교에서 ‘팩스민원’을 통해 접수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신분증) 제출 → 변경사항 반영 후 

확인서 발급

    ※ 확인서 확인란에 담당자 및 본인 날인 후 각각 보관

○ 팩스: 접수기관 방문 → 팩스민원신청서 전송 → 대조‧확인 및 신청사항 

반영(처리기관) → 담당자 서명 후 팩스 전송 → 접수기관 교부

    ※ 단, 접수기관은 확인서 교부 시 민원인의 서명을 받은 뒤 처리기관에 

FAX로 재송부 (처리기관은 5년간 확인서 별도 보관)

접수기간
○ 수시모집 : ’21. 08. 02.(월) ∼ ’21. 09. 07.(화) 16:00까지

○ 정시모집 : ’21. 12. 01.(수) ∼ ’21. 12. 27.(월) 16:00까지

유의사항

- 본 민원서비스는 ’21∼’22에만 제공되는 것으로 대상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따라 학기당 1개의 수상실적만 대학에 제공되는 졸업생임

- 수상실적 변경을 미신청한 졸업생의 대입수상실적은 이전 학년도 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생성되어 대학에 제공됨



(졸업생용)
대입전형자료 수상실적 변경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학적사항
출신고교

입학연도 년 졸업연도 년

대입제공 

희망 

수상실적

대입전형자료 제공희망 수상실적

학기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예시 과학탐구대회 우수상(2위) 2020. 5.28.

1-1

1-2

2-1

2-2

3-1

3-2

유의사항

○ 대입전형자료를 위한 수상실적은 학기 당 1개씩만 선택가능

○ 본 신청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적용을 받는 졸업생(’19~’20년

입학)의 대입전형자료 생성을 위한 것임

※ (중요) 2019∼2020년에 입학한 졸업생 중 조기졸업한 학생의 경우
3-1, 3-2학기 수상실적을 기재하지 않음.

위와 같이 수상실적 제공을 요청드리니 대입전형자료에 상기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붙임 붙임  대입전형자료 수상실적 변경신청서



202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자료제공: 통일부 홍보담당관실  ☎ 02-2100-5915)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02-811-6526)



병영생활 고충상담,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ž성폭력 ž 군범죄 신고/상담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국 방 헬 프 콜 ☎☎  1 3 0 31 3 0 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73)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 오는 8월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 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8.15.(일),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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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행동요령 홍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 044-205-5232)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6)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 변경절차 안내 참조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http://www.rrncc.go.kr


2021년 7월 국정홍보만화
- 예술지원사업 종합안내 사이트‘아트누리’ -



2021년 7월 국정홍보만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하반기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044-201-1317)





동물등록 자진신고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84)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막걸리 빚기 국가무형문화재 되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6)



ASF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캠페인

“문 닫고, 소독하고, 신고하고”

(자료제공: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 044-201-7499)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아 우리 돼지 함께 지켜요.

○ 우리 정부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 도로 등을 지나다가 열린 울타리 출입문이 보이면 꼭 닫아주세요.

○ 울타리 출입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멧돼지의 이동을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방문하시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히 등산 등 산림지역 방문 후 옷ž신발을 깨끗이 세척하여 주시고,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장마철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어 울타리 밑부분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훼손된 울타리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차단 울타리 긴급대응 안내전화 >

- 경기권 : 031-790-2841(한강유역환경청)

- 강원권 : 033-760-6062(원주지방환경청)

- 장마철 24시간 신고전용 : 041-950-5975(국립생태원)





‘약속 챌린지’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9)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행 안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044-201-4179)



주택ᆞ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044-201-4178)



우리집 관리비 절약의 시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80)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27)

○ 고용보험은 평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으로 

원치않은 실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등으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21.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1.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초·중등)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율 및 수급요건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수급
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기   타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270일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분야별정책▸고용안전망▸전국민고용보험



‘청년세대에게 답답하고 불리한 법’은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법령정비’로 바꿔요

(자료제공: 법제처 대변인실  ☎ 044-200-6517)



렌터카,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로 피해 많아
- 수리비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필요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5)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consumer.go.kr, 舊 행복드림)’ 또

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자료제공: 개인정보위 조사1과  ☎ 02-2100-3117)

○ 우리 사회 곳곳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CCTV 관련 주요 위반 사례

○ 이와 관련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시는 주민께서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운영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위반 조항 처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

도록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부착하

지 않거나 안내판에 법정 고지사항(설치목적 및 장소, 촬

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을 누락한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의사항>

o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CCTV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 금지!!

o 반드시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연락처 등 안내(붙임 참고) 



붙임  CCTV 안내판 예시

CCTV 설치안내
▪ 설 치 목 적 :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 설 치 장 소 : 출입구 천장, 엘리베이터, oo

▪ 촬 영 범 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oo

▪ 촬 영 시 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ooo과 김00 (02-000-0000)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아래 수탁관리자 표시)

▪ 수탁관리자 : ooo업체 박oo (02-000-0000)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오픈

(자료제공: 국세청 세정홍보과  ☎ 044-204-3166)



여름철 산사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산림청 대변인실  ☎ 042-481-4074)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

(자료제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4)

□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나무의사 제도’는 우리의 나무가 수목진료전문가(나무의사 ,

수목치료기술자)에 의해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기존 

비전문가에 의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의 문제를 개선

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

병원을 이용해주세요.

O 우리 지역의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https://fec.fore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나무의사 제도 인포그래픽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  ☎ 043-219-2956)

□ 물을 자주 마십니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합니다.

□ 시원하게 지냅니다.

  - 샤워를 자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니다.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낮춥니다. 

□ 매일 기온을 확인합니다. 

  - 매일 기온,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참고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독려 대국민 홍보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 043-719-7783)



안전하게 갯벌을 즐기는 방법! 안전수칙 지키기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 032-835-2312)

○ 현  황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상대적으로 쉬운 야외 활동이 

각광을 받으면서 탁 트인 바다에서 즐기는 갯벌 체험이 인기를 얻고 있음

- 갯벌 활동자 증가와 함께 고립 등 안전사고도 빈발해 인명피해로 이어짐

구   분 2021.5월 현재 2020년 2019년 2018년

사고 발생건수 34 57 56 43

사망‧실종자 수 5 6 1 8

○ 안전수칙 홍보

1
 간조, 만조 시간 확인 후 간조 1시간 전 알람 설정하기

   → 간조 1시간 전 갯벌 체험을 종료하고 나와야 밀물 속도에 앞서 육지에 도착 가능

2

 휴대폰은 방수팩에 넣어 호루라기와 함께 가져가기

   → 위험을 감지하면 주변에 알리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하기
 * 올해 3월, 남성 2명이 평택 제부도 인근 갯벌에 들어가면서 차량에 휴대폰을 두고 내려

신고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

3
 구명조끼 꼭 착용하기

   →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연안사고 사망자 비율

4
 나홀로 갯벌 출입하지 않기, 항상 2인 이상 다니기

   → 혼자 갯벌에 있다가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망, 실종되는 사건 빈번하게 발생

5
 뻘에 빠졌을 땐 몸을 뒤로 젖혀 자전거 페달 밟듯 움직여 빼내기

   → 서서 발을 빼려고 하면 더 깊이 박히게 되며, 누운 자세로 발을 빼내는 것이 쉬움

6
 짙은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갯벌에 들어가지 않기

   → 특히, 짙은 안개가 끼면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지 않아 길을 잃기 쉬움 



붙임 갯벌 안전수칙 포스터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자의 후

손을 찾습니다> 클릭

(https://e-gonghun.mpva.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배너)

http://www.mpva.go.kr
https://e-gonghun.mpva.go.kr


도민 안전보험 보장금액 상향 안내

(자료제공: 전라남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061-286-3221)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1. 7. 1. ~ 2022. 1. 31.

○ (가입대상)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주체) 시장･군수(도민 개개인 가입 신청 불필요)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 (보장금액) 자연재해 등 사망 2,000만원,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 한도상향(1천만원→2천만원) 2021. 7월부터 시행

○ (중복보장) 국내에서 사고발생 시 개별가입 상해보험과 중복보장

  보장내역

○ 보험가입항목 : 11항목

①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②익사사고 사망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④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⑥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⑦ 강도 상해사망                 ⑧강도 상해후유장해
⑨ 농기계 상해사망               ⑩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기타 보장항목 및 한도상향 시행일은 시·군별로 상이(사고발생시 시·군 문의)

  공제·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신고) 도민은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할 시·군 또는 보험사(공제회)에 신고

○ (보험사 통지) 시·군에서는 사고접수 즉시 보험사(공제회) 통지

○ (사고조사) 보험사(공제회)에서는 보험료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발생 장소 등을 방문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 (보험금 지급) 보험사(공제회)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즉시 지급



 도민 안전공제·보험 관련 시군 전화번호

시군 부서명 전화번호(061) 비 고
목포시 안전총괄과 270-3651
여수시 재난안전과 659-3236
순천시 안전총괄과 749-5664
나주시 안전재난과 339-7293
광양시 안전총괄과 797-2558
담양군 안전건설과 380-3343
곡성군 안전건설과 360-8613
구례군 안전도시과 780-2741
고흥군 재난안전과 830-5842
보성군 안전건설과 850-5562
화순군 재난안전과 379-3779
장흥군 재난안전과 860-6174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 430-3924
해남군 안전도시과 530-5825
영암군 안전건설과 470-2139
무안군 안전총괄과 450-5813
함평군 안전건설과 320-1993
영광군 안전관리과  350-5448
장성군 안전건설과 390-7119
완도군 안전건설과 550-5762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540-6865
신안군 안전건설과 240-8905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 2021년 9월까지 연장 적용

(자료제공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061-286-5734)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완화하는 긴급복지제도
* 

주요내용

*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

□ 소득·재산기준 : 재산 차감기준 유지(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소득기준 기존 재산기준(A) 재산 차감(B) 재산기준 최종
(A+B)

1인가구 1,371천원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8,200만원 2억원

2인가구 2,316천원
3인가구 2,988천원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6,900만원 1억 7,000만원
4인가구 3,657천원
※ 참고 : 대도시 재산기준 1억 8,800만원 + 차감액 1억 6,200만원 = 3억 5,000만원

□ 금융재산기준 

: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완화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 적용

-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존금융재산기준(A) 5,000,000
생활준비금(B)
(기준중위소득150%) 2,742,000 4,632,000 5,976,000 7,314,000 8,636,000 9,943,000 11,246,000

금융재산기준 최종(A+B) 7,742,000 9,632,000 10,976,000 12,314,000 13,636,000 14,943,000 16,246,000 

□ 위기사유 인정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인정

- 긴급복지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 시에도 지원 가능

- 단,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횟수 제한 폐지 

: 동일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6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위기가정 긴급복지 세부지원 내역(9종)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
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
비

* 가구원수별 지급액
-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6인) 1,722,100원

1,266.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부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
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중소도시(4인기준
) 422.9천원 
이내

- 농어촌(4인기준) 
243.2천원 이내

12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
대상 4회)

그밖
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 
없음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료제공: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 061-286-6331)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1. 올해 10월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성분 수가 320

종류에서 511 종류로 늘어납니다.

2.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에 공동방제를 할 때는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단지 대표는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하여 유기농자재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성농약 사용이 의심되는 농지는 시·군 및 농관원 공무원이 불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합니다.

- 최근 5년간 농약 검출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잔류농약 전수 검사 실시

4.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회수

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농가별 인증 취소 원인(고의, 부주의, 인근농지비산 등)에 따라 달리 적용

** 인증취소 1회는 3년간, 인증취소 2회는 5년간 지원 제한

5. 합성농약 사용, 불량농자재 납품 등 인증 취소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는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합니다.

* 유기농자재 납품업자, 공동방제업자, 컨설팅업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주소제도

(자료제공: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61-286-7645)

도로명주소법 개정('21.6.9.)에 따라 도로명 신청권 확대, 사물주소 

도입, 19개 핵심공부 자동 주소변경 등 주소제도가 달라집니다. 

 □ 도민의 주소부여 신청권 확대 및 불편 해소

   ❍ 자주 사용하는 ‘길’을 대상으로 도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 신청

   ❍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 가능

     - 종전) 임차인 요청시 신청 가능 → 소유자가 언제든지 직접 신청 가능

 □ 도민 불편 해소  

   ❍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 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관련 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리

     * 관련 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등 19종류 

 □ 촘촘해지는 도로명주소

   ❍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거리가게(건축물), 비닐하우스 등에도 주소 부여

   ❍ 건물 중심의 주소를 사물(사물주소*)과 도로변 공터(기초번호)까지 확대

     * 사물주소 : 둔치주차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소,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소공원 등 

 □ 주소체계의 고도화

   ❍ 2차원 평면주소가 3차원 입체적으로 확대

   ❍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건물안 등)에 도로명 부여 확대

   ❍ 입체도시, 자율주행 배송 등 신산업 분야에 주소체계 도입



참고 1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주소제도 안내표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자료제공: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 061-286-3561)

○ 추진목적

   - 항일독립운동, 인권유린 사건, 폭력‧학살‧의문사 등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민족 정통성 확립 및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 기여

○ 진실규명 신청 개요

   - (접수기관) 진실화해위원회(장관급), 시·도(17개), 시·군·구(226개) 

   - (신청대상)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 (신청기한) 2020.12.10.~ 2022.12.9. / 2년간

   - (조사기간) 최초 조사개시일부터 3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규명범위) ① 일제강점기 또는 직전 항일운동, ②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③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④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 ⑤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 등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이송

⇨
조사개시 여부
결정 및 통보 ⇨

조사개시

⇨
진실규명 결정‧통지

도, 시군→진화위
(매주)

 진화위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화위
(현지조사, 진술서 작성 등)

진화위
(진실규명 심의‧의결‧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위원회(T.02-3393-9701~9703) 및 도 자치행정과 

또는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도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 2개→3개로 조정됩니다. !!

(자료제공: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관리과  ☎ 061-240-5371)

☼ 미세먼지�경보제�권역은
� � �언제부터�조정되나요?

·�하반기� 7월부터�조정됩니다.

☼ 우리�시·군은�어디에�속하나요?
·�서부권:�목포,�해남,�영암,�무안,
� � � � � � � � � 함평,�영광,�진도,�신안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곡성,
� � � � � � � � � 구례,�고흥,�보성
·�중부권:�나주,�담양,�화순,�장흥,
� � � � � � � � � 강진,�장성,�완도

� <미세먼지�경보제�권역�지도>

☼  문자�서비스�신청은�
� � � �어떻게�하나요?

(접속방법)�https://air.jihe.go.kr�입력�또는,�
�검색창에�“전라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입력�
�접속�후�알림�서비스�신청�→�대기오염�경보�신청

(전화신청)�전라남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관리과
��☎�061-240-5371� ~� 5375� �신청

☼� 어떤�사항들을�받아�볼�수� � �
� � � 있나요?

� 우리지역�미세먼지와�오존경보�발령시�
�문자나�팩스를�받아�볼�수�있습니다.
�
�그리고� 사이트� 내에서는� 전라남도� 다른지
역� � � 대기질�정보와,�과거�우리지역�대기정
보도� � � 찾아�볼�수�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22개 시·군 39개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 라 남 도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에 서 는  대 기 오 염 상 황 을  상 시  모 니 터 링 하 여 

신속한 대기오염발령으로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air.jihe.go.kr


우리동네 자치경찰!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전라남도 자치경찰정책과  ☎ 061-286-7982)

○ 자치경찰의 정의

-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자치경찰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

○ 자치경찰제 개요

- 별도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사무를 ①국가경찰사무 ②수사사무 ③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

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였습니다.

○ 자치경찰 사무

○ 자치경찰제 기대효과

- 치안서비스의 개선

· 행정절차의 일원화로 긴급한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

-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

· 교통신소기·방범CCTV·가로등 설치 소요기간이 단축

- 안전에 대한 체감도 향상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주민밀착형수사

· 지역순찰·범죄예방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아동·청소년·여성 등 보호

·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

구조지원

· 교통위반 단속

· 교통안전교육·홍보

·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

관리

·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아동학대

· 공연음란·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자료제공: 신안군 세무회계과  ☎ 061-240-8337)



여름철 물놀이 안전 캠페인

(자료제공: 목포해양결찰서 기획운영과  ☎ 061-241-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