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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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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1:1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 여성가족부

◦ 문재인정부 5년 입법 성과 2편 / 법제처

◦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 프레임강도 등 내구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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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

(자료제공: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 061-286-352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자료제공: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061-286-7882)

□ 신고·접수

 ○ 기    간 : '22. 1. 21. ~ ‘23. 1. 20.(1년)

 ○ 신고자격

   - (진 상 규 명) 희생자, 유족, 희생자 친족,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희생자·유족) 희생자 및 유족

 ○ 신고장소

   - (진 상 규 명)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 (희생자·유족)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 신고방법 :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 신고·심의 처리절차

〈 신고․심의 절차〉

신고‧접수
(도,시군,읍면동) 

→
1차(기본)조사
(시군, 읍면동)

→
2차(추가)조사

(도)
→

심의 및 의견서 작성
(도)

↓

결정사항 통보
(실무위원회)

←
심의․결정 및 통지

(위원회) 
←

심사소위 심사
(위원회 소위원회)

←
심의․의결 요청
(실무위원회)



첨부 1  신고·접수 안내포스터



어려운 법률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

(자료제공: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 061-286-2642)

○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나 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러운 도민분들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 전라남도는 전화,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법무행정), 전남 행복버스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도민께서는 전라남도에 전화(286-2642)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이 전화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 또한 누리집(law.jeonnam.go.kr)을 통하여 상담 신청을 하시면, 무료법률상담관

(변호사)이 상담자 요청에 따라 전화 또는 서면 회신을 해드리며

   -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전남 행복버스가 방문하는 마을에 거주하시는 

도민분들께서는 현장 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이 시군 가족센터에 법률상담 

신청을 하시면, 통역서비스가 지원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주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한 무료법률상담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061-286-2642)로 문의 바랍니다.

○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도민 안전공제‧보험 안내

(자료제공: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061-286-3223)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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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주체) 시장･군수 - 자동가입(별도 가입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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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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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혜택 확대 

(자료제공: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061-286-3222)

  필요성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지속 증가 및 고령 운전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면허증 자진반납 분위기 조성

    - 70세이상 고령 면허소지자(천명) : `18)74→ `19)79→ `20)85→ `21)90

    - 발생건수․사상자 : `16) 1,588건 2,592명 → `21) 1,917건 2,867명

  사업개요

○ (대    상) 도 내 거주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자

○ (지급내용) 현금성 인센티브 및 혜택카드 발급 

     -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세부내역 첨부자료 참조) 

     -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가제) 발급(′22년 상반기 발급 예정)  

        

○ (반납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면허반납

     

    경찰서 민원실 대리반납 허용(′21. 5. 3. 시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협조사항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지급 적극 협조

○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 발급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 협약 업체 발굴

면허증 반납·접수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 ➝ 면허 취소 ➝ 인센티브 지급

(운전자→주민센터) (경찰청시스템) (시군)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가제)】 

  • (추진방법)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업체(병원, 이미용, 안경점 등) 발굴, 협약 체결

  • (카드혜택) 협약 시설 이용 시 할인(5% ~ 50%) 및 추가 혜택 제공 

  • (홍보병행) 도 누리집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 안내 페이지에 업체 홍보 병행



[붙임1]
□ 시군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내용 

   

시군 지원대상 지원내용

목포시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여수시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순천시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50만원 지급

나주시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광양시 만 65세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담양군 65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곡성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실 운전자 반납시 30만원지급)

구례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실 운전자 반납시 30만원지급)

고흥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보성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화순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장흥군 75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강진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해남군 만 65세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영암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무안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함평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실 운전자 반납시 30만원지급)

영광군 75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장성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완도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진도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신안군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안내

(자료제공: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 061-286-396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전기이륜차) 리스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2. 3. ~ 12.

○ (지원대상) 도내 22개 시군 소상공인 500명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기 준 일) ‘22. 3. 1.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유지

    - (매출기준) 연매출 5억 원 이하

○ (지원내용)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료 일부 지원

    - ’22년 신규 리스 계약(24개월 리스) 한정 적용

    - 초소형전기차 월 10만원/대, 전기이륜차 월 2.5만원/대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월 리스료 청구 시(리스회사→소상공인) 할인 적용

□ 사업 추진절차

’22. 2. 21. ~ ’22. 2. 21. ~ 수시 ’22. 3. 1. ~ 수시
지원여부 확정통보 

~ ’22. 12.

리스상담 및 계약*

* 전화, 우편, 이메일 등
⇒

리스료 지원신청
(신청서, 리스계약서, 
증빙서류 등 제출)

⇒
지원여부 검토 및 

확정 통보
⇒

리스료 할인 적용

(매월 할인된 가격 청구)

소상공인⇔리스법인 소상공인⇒읍면동
시군 ⇒ 

소상공인･리스회사
리스회사⇒소상공인

 ※ 초소형전기차･전기이륜차 리스상담･문의 연락처는 2. 18.(금) 이후 道, 

시군(또는 읍면동)에서 별도 공지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청 경제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자료제공: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 061-286-6472)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에 대해 오는 3월 4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가입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므로 

농업인은 10%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1) 보험료의 80% 보조, 20% 농가부담 → ’22) 90% 보조, 10% 농가부담

○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피해와 언 피해(동상해), 햇볕

데임(일소) 피해 등 여러가지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축협 또는 원예농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61-286-7631)

기존 부동산특조법과 다른 내용은? (과거 세 차례 1977년, 1992년, 2005년)

◈ 보증인 보증 절차 강화 (3명→5명,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필수)

 ◈ 중간 생략등기·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며,
 ◈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서두르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8월 4일 종료 

 토지, 건물 , 임야 등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조법이 8월 4일 종료되므로 

대상자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적용대상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1.1.이후 직할․광역 또는 市에 편입 농지·임야

  추진절차

   

보증서 작성 → 접  수 →
보 증 취 지 ․ 현 장 조 사
공        고(2개월)
이 해 관 계 인  통 지

→확인서 발급 →지적․등기정리

5인*이상 시·군 시·군 시·군 시·군, 등기소

     * 보증인(5인) :마을대표 4, 변호사·법무사 중 1인 (보수 별도 개인부담)

  벌    칙

   ► 허위보증 : 1년 ~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1억 원의 벌금에 병과 할 수 있음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안내

(자료제공: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 061-286-3561)



저소득층 교육급여ᆞ교육비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1, 6524)

 



방학 중엔 배‧이‧스‧캠프로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 044-203-6522)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상에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이트 ｢배·이·스·캠프*｣를 소개합니다.

     *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 http://plasedu.org



2022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27)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  ☎ 044-202-4642)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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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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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은 제103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가정에서는 3. 1.(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

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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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겨울철 자연 재난(대설) 행동 요령 홍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 044-205-5237)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42)

○ (신청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위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요사례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상세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 참조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위해․

피해 또는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자료예시 : (경찰)사건사고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 보호명령,(피해지원기관)상담 또는 

입소확인서, (병원)진단서,  (금융)기관확인서, (기타)녹취록, 영상･사진 등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홍보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2048)



2022년 2월 국정홍보만화
- 청년 다중채무자 지원 -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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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분야 2022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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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계획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97)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6)





2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2022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52)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1 에너지

바우처”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 (사용방법) ①요금차감 : 아파트 거주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용), 편리한 

사용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추천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고객번호 등) 필요

②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추천

* 읍면동 신청 후, 대상자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은행 등에서 직접 발급 / 기존 카드 사용가능

* 등유, LPG, 연탄 :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영업소에 문의하여 결제

○ 특히, 올해 유가급등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서민물가안정과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추가지원해 드리며,
더 많은 혜택을 위해 신청기간도 2월 28일까지 연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2월 28일까지 신청하시고 4월 30일까지 사용하세요!
* 바우처 잔액 확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사용안내-잔액조회’

또는 콜센터 1600-3190 AI상담원 잔액조회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요약표 >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변경전 96,500 136,500 170,500 191,00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1년 10월 6일∼’22년 4월 30일까지 사용추가지원 7,000 10,000 14,000 18,500

변경후
지원금액 103,500 146,500 184,500 209,500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요금차감은 4월내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국민행복카드는 4월내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며, 신청 

및 사용방법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 ☎1600-3190 /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붙임]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



찾아가는1:1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목(HY헤드라인M, 18P, 보통)(자료제공: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53)



문재인정부 5년 입법 성과 2편

(자료제공: 법제처 대변인실   ☎ 044-200-6517)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 프레임강도 등 내구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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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텐트’에 대한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consumer.g

o.kr)’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확인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자료제공: 산림청 대변인실   ☎ 042-481-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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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