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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청송

1월 반상회보

발행인 청송군수

발행처 청송군 총무과

대표전화 ☎ 1577-7997

FAX 870-6089

홈페이지 www.cs.go.kr

되십시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군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운,행복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청송사랑화폐
설날 10%
할인판매

▷금
액 : 60억원
▷기
간 : 2021. 2. 1. ~ 예산 소진 시
▷ 구매대상 : 개인(가맹점주, 법인은 구매 제외)
▷ 구매한도 :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 구 매 처 : 관내 모든 금융기관(26개소)
▷ 사 용 처 : 청송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업소
▷ 문 의 처 : 군청 새마을도시과 에너지경제담당(☎ 870-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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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1. 1. 18.(월) ~ 2. 5.(금)/19일간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873-2244)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팩스`이메일 접수(방문접수 자제)
•FAX : 054-874-8871, 054-874-8876
•이메일 : poui1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시범사업 내역
사업명
6차산업경영체 포장재지원사업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활성화지원

개소수
3
2

소비자 지향적 포장재 개선
품목별 집단지도를 통한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우렁이농법시범

300㏊,
12톤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제초로 안전농산물 생산 - 1ha당 우렁이 30~40kg 지원
※ 농가 자부담 500원/kg

벼키다리병방제 볍씨발아기 공급 시범
장원벌 확대 보급 시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
고추칼라병대비 다단식육묘실증
고추육묘 지원사업
고추명품화(GAP)사업
노지채소 관수`관비 장치 보급
생분해멀칭 필름재배
고추다축형 모종 이용 다수확 기술 보급
원예작물 저장성향상
고추관행 및 유기농방제 병행 재배
GAP명품사과 재배단지조성(사과GAP)
고품질자두 생산기반조성(자두GAP)
최고품질 복숭아재배 단지조성(복숭아GAP)
황금사과 재배기술 확립 종합 컨설팅 시범
청송황금사과 재배단지 조성 시범
노지 과수 스마트팜 시범
사과원 고효율 방제 부착기 설치 시범
이상기상대응 과수 결실 안정 시범
꽃가루은행 시범운영 지원
농업용 열(온)풍기 활용 서리피해 경감 시범
열상방상펜을 활용한 냉해피해 경감 시범
스테비아 활용 차별화브랜드 농산물 생산 시범
돌발병해충(매미나방) 유아등을 활용한 방제
청송자두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 시범
껍질째 먹는 포도생산 시범사업
새소득작목(샤인머스캣) 기반조성 사업

15
6호 이내
10h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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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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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내용

발열장치가 장착된 발아기 보급으로 종자소독 효과 향상(600천원×15대=900만원)
국내육성 우수 꿀벌 보급으로 군내 양봉 농가 생산성 향상(농가당 50~60군 보급)
청송 지역적응성 벼 품종 재배 계약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벼 재배 농자재`방제비 지원)
육묘시기 칼라병전염 방제를 위한 육묘장 다단식 육묘 기술 실증
육묘 노력절감을 위한 전문 육묘장 활용 우량 모종 생산 및 보급(대상 농가 : 2,200호)
최고품질 친환경 고추재배 기술 보급 및 GAP인증으로 청송고추 경쟁력 향상
자동관수관비 장치를 통한 정밀 관수실시로 농작물 생산성 증대
작물의 생분해 멀칭필름 피복 재배로 폐비닐 수거 노동력 절감
2본 주지~3본 주지 등 다축형 고추 모종을 활용한 다수확 고추재배기술 보급
플라즈마를 활용한 채소,과수 저장성 향상 기술 적용 시범
고추 성장기 병`해충 관행 방제 - 수확기 유기농 재배로 안전 청송고추 생산
청송사과 GAP 인증, 방제력 컨설팅 및 교육, 친환경 농자재 투입
청송자두 GAP 인증,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친환경 농자재 투입
청송복숭아 GAP 인증,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친환경 농자재 투입
황금사과 표준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선진지 견학
황금사과 과원 조성에 소요되는 묘목구입비 및 시설, 재비 지원
온습도센서, 강우센서, 카메라 등 원격환경제어 장치 설치
기존 SS기에 부착하는 안전캡 및 고지방제기 부착
화분매개곤충(호박벌) 및 인공 수분용 공급
꽃가루은행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지원
과원 내 열풍기 및 덕트 설치
열상 방상펜 설치
당도향상제(스테비아) 보급
유아등 및 페로몬 트랩 설치
자두 다주지식 과원 조성에 소요되는 묘목구입비 및 시설, 자재비 지원
껍질째 먹는 포도품종 생산기반 조성
새 소득 작목(샤인머스캣) 개발에 따른 생산기반 조성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
▷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기준중위소득 30%)
※ 가구원 수 대비 생계급여 지급 기준 소득
•1인 : 548,349원
•2인 : 926,424원
•3인 : 1,195,185원
•4인 : 1,462,887원
•5인 : 1,727,212원
•6인 : 1,988,581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 834만원)`고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일 경우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문 의 처 : 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
(☎ 870-6037~6039, 6166), 읍`면사무소

농어촌버스 전 노선의 요금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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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품종 선택 및 육묘상 관리
■ 고추 품종 선택 요령
•토양, 기후 등 지역에 적합한 품종 선택
- 전년도 바이러스 발생 및 병 발병지의 경우 저항성
품종 고려
•단일 품종보다 2~3가지 품종 선택 재배
•신품종은 반드시 소량 시험 재배하여 품종특성 확인
후 단계적 확대
■ 고추 육묘상 관리
•육묘상은 포트가 지면에 떨어지도록 벤치 형태로 설치
- 포트가 지면에 직접 닿지 않으므로 뿌리가 포트
밖으로 나가지 않아 뿌리가 포트 안쪽으로 발달하고,
상토의 통기성이 좋아지며, 병원균의 전파`확산이
방지되고 생육이 균일해짐.
•발아온도 25~30℃로 발아 시까지 주야간 온도를
같게 관리
•발아 후 낮에는 27~28℃, 밤에는 22~23℃로 관리
•모판흙이 마르면 2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스며들도록 줌
•육묘기간 중 채광 및 통풍이 잘되도록 하고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
•모잘록병 예방 및 방제 : 15℃ 이하 저온, 다습한 환경
에서 발생, 과습에 주의하고 예방위주로 적용약제 살포
•바이러스 예방 및 방제 : 바이러스를 옮기는 총채벌레
적용 약제 살포, 또한 총채벌레의 월동지인 잡초를
제거하여 육묘상을 청결하게 관리
■ 2021년 고추육묘지원사업 안내
•자부담금 입금
- 신청자 개별 휴대폰 번호로 입금 안내문자 발송
- 신청 육묘장 계좌번호로 개별 입금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채소특작담당
(☎ 870-6851∼3)

과수원 월동 관리
■ 과원 환경정비
•동해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보온자재
(짚, 신문지, 반사필름 등)로 싸주거나 흰색 수성
페인트를 대목과원줄기에 발라 줌
- 처리시기 : 1월 ~ 2월
- 처리방법 : 수성페인트 도포(물 : 수성페인트
=1:1), 보온자재 피복(내부에 공기층이 형성
되도록 피복)
•낙엽, 잡초, 기타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므로 휴면기 경운
또는 태워 병해충의 밀도를 낮춤
•반사필름, 부직포 등을 걷어 수관 하부 지열이
차단되지 않도록 함(두더지 피해 예방)
■ 부란병 예방
•전정 부위는 바짝 자르고 적용약제를 도포(톱신 등)
•전정은 이른 봄에 하고 병에 걸린 부위를 일찍
발견하여 잘라냄
•전정 후 사과나무의 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지난해
떨어진 낙엽을 모아 태우거나 묻어주어 잠복된
월동 병해충 밀도를 줄임
부란병 병징
(껍질이 말라
죽음,주황색
점질물이
흘러나옴)

- 부란병이 심한 농가는 전정을 되도록 늦게 실시
- 부란병이 심한 농가는 봄철 기계유유제 살포 시
베푸란, 톱신, 지오판수화제 등 혼용 살포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담당
(☎ 870-6861∼4)

2021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비대면 교육으로 시행
▷ 교육방법 변경
•읍`면사무소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교육기간 : 2021. 1. 25.~
▷ 교육방법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게시(링크)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 실시(읍`면별 100명 정도)
☞ 교육 신청을 하신 분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교육교재 수령
▷ 주요내용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로 비대면 교육 추진
•지역의 전략 품목 중점 교육 및 경영기술 지원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870-6881~6883)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눈 치우기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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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안전하게’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대응요령 등을 잘 지켜 주십시오.
■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실외 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외출 자제
2. 불가피한 외출 시 보건용마스크(식약처인증) 착용
3. 외출 시 공사장, 도로변 등 대기오염 우려지역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채소 섭취하기
6. 환기`청소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1. 1. 13.(수)~ 2. 10.(수)
▷ 지원자격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접수장소 : 청 송 군 산 림 자 원 과 (산 림 소 득
담당) 및 각 읍`면사무소
▷ 세부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울타리, 작업로, 관수시설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 내`외부 포장재 등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 농업용굴삭기, 임산물수확기 등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 저장`건조시설 등
▷ 신청서류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업인증빙서류
(산림경영계획서, 임산물판매실적서류 등)
•사업계획서(견적서 등 증빙자료 포함)
▷ 문 의 처 : 군청 산림자원과 산림소득담당
(☎ 870-6323)

■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친환경 교통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도보, 자전거`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운전 등)
•가정 내 미세먼지 줄이기(에너지절약, 공기정화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이용)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야외 쓰레기소각 금지,
정화식물 심기)
•미세먼지 높은 날 노후 경유차 운행 자제
▷ 문 의 처 : 군청 환경축산과 환경관리담당
(☎ 870-6181)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신청기간 : 2021. 2. 1. ~ 2. 28.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접수
▷ 사업기간 : 3월 ~ 11월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
지원 대상 배제)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 문 의 처 : 군청 환경축산과 환경정화담당(☎ 870-6194)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각종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대
▷내

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
용 : 국세, 지방세 상관없이 각종 세금 고민
및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전화`팩스 및 대면상담 가능

▷ 읍`면별 담당 마을세무사 안내
•권영흡 세무사[☎ (053)626-9600, fax (053)626-6776]
: 청송읍, 파천`진보면
•박용욱 세무사[☎ (053)762-1000, fax (053)762-0087]
: 부남`현동`현서`안덕면
▷ 문 의 처 : 군청 재무과 부과과표담당(☎ 870-6156)

안동세무서 청송`영양민원실(진보면 소재)은 매주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1회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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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청송군민으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기탁금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주요사업
•장학금 지급(연간 4억원 정도)
•교육여건 개선사업, 청송인재양성원 및
재경청송학사 운영 등
▷ 기탁 현황(2020. 12. 7. ~ 2021. 1. 6.)
합계 : 금 17,210,000원

윤 소 영(11월 13일)
김 유 담(12월 7일)
윤석민♥김향미(현동면) 김주환♥권선예(부남면)

첫돌맞은가정에돌사진촬영비30만원지원
▷ 지원대상 : 2020.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절차 및 방법
➊ 신청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읍`면
사무소에 출생 신고 시, 첫돌 사진 촬영비 지원
서비스 체크)
➋ 청구서 제출 : 돌사진 촬영 후 계약서`통장사본`
결제영수증을 지참, 읍`면사무소에 청구서 작성`
제출
➌ 지급 : 촬영 지원금 지급(매달 5일)
▷ 문 의 처 : 군청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
(☎ 870-6771)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1인당 최대 35만원)
▷ 신청기간 : 2021. 1. 7.(목) 10:00 ~ 1. 29.(금) 18:00
▷ 신청방법 :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자 발표 : 2021년 2월 말(예정)
▷ 문 의 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기부자명(상호)

금액(원)

누적금

권태욱

10,000,000

3,000만원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2,000,000

450만원

㈜금생

1,000,000

250만원

박준하

1,000,000

200만원

민병태

1,000,000

100만원

황석모

1,000,000

100만원

허준기

60,000

16만원

박종원

(매월) 300,000

980만원

황유영

(매월) 100,000

420만원

임신철

(매월) 100,000

420만원

이호종

(매월) 100,000

120만원

서기석

(매월) 100,000

80만원

김상훈(청양건설중기)

(매월) 100,000

10만원

이승식

(매월) 50,000

245만원

조승래

(매월) 50,000

115만원

윤길자(GS25)

(매월) 50,000

55만원

심수연

(매월) 50,000

40만원

김해병

(매월) 50,000

20만원

익명

(매월) 30,000

228만원

이순호

(매월) 20,000

172만원

조기제

(매월) 20,000

4만원

기갑수

(매월) 10,000

137만원

남정숙

(매월) 10,000

36만원

김태환

(매월) 10,000

4만원

“기탁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모금계좌 : 농협 280-01-001747
예금주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 접 수 처 : 군청 주민행복과 평생교육담당
(☎ 870-6048)

장학기금조성에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 870-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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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조심하세요
▷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계량기통 내부의 수도관 관통구 등의 틈새를 밀폐합니다.
•계량기통 내부를 헌 옷 등의 보온재로 채웁니다.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봉합니다.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물을 사용합니다.
▷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계량기 양쪽 연결 배관을
헤어드라이어 등의 열기구나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여 서서히 녹입니다.
(뜨거운 물은 수도관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도배관을 녹인 후에는 마른걸레 등을
이용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 문 의 처 : 청송 상`하수도센터(☎ 870-0133, 870-0100)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견주의

책임강화

▷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시행 2021. 2. 12.)
구분

일반 반려견

동물등록

적용(생후 2개월령 이상)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적용(생후 3개월령 이상)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책임보험

미적용

적용(가입대상임)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의무교육

미적용

적용(매년 3시간 교육이수)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목줄, 인식표 부착
※ 위 반 시 과 태 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 목줄, 입마개, 인식표 부착 후 소유자
동행
※ 위반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배변 처리 ※ 위반시 과태료(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출입금지
구역

기타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공중목욕탕, 찜질방

신규 대상자 모집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섭취
상태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양 교육 및 상담, 보충
식 품 을 지 원 하 는 ‘ 2021 년
상반기 영양 플러스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1. 1. 18.(월) ~ 1. 29.(금)
▷ 모집인원 : 50명
▷ 모집대상(다음 3가지 모두를 충족한 자)
①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출산
`수유부, 만 66개월 이하 영유아
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③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영양
섭취 불량 등)
※ 접수 시 식품섭취 조사, 신체(신장, 몸무게)
계측, 빈혈검사 시행

맹 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핏볼 테리어, 스테퍼드셔, 로트
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식용목적이 아닌 개)

외출시

영양플러스사업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반려견
(식용목적이 아닌 개)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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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공중목욕탕,
찜질방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어린이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장애인복지지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쉼터)

- 동물학대 및 유기 금지, 동물 분실시 10일내 신고

▷ 동물입양 희망 문의처 : 군청 환경축산과 축산담당(☎ 870-6282)

※ 신청 시 접수 대상자 동반 필수

▷ 접수장소 : 보건의료원 2층 영양플러스 상담실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의료급여 및 차상위증명서 등
▷ 문 의 처 : 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상담실
(☎ 870-7284, 7281)

종이팩 회수`재활용 안내
▷ 시행시기 : 2021년 1월부터
▷품
목
•종이팩-살균팩(우유팩),
•멸균팩(두유, 쥬스, 소주 및 기타 음료팩)
▷ 사업대상 : 관내 누구나 가능
▷ 교환기준[종이팩(우유팩) 0.33kg 기준]
: 두루마리 화장지 1개로 교환
•180~250ml (소형) 33매
•450~550ml (중형) 17매
•900~1,050ml (대형) 10매
▷ 수거 및 교환 절차 : 개인 및 기관이 종이팩을
수집, 배출할 시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묶어서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해 화장지와 교환
▷ 문 의 처 : 군청 환경축산과 환경정화담당
(☎ 870-6192∼4),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보건의료원 진료시간은 08:30 ~ 17:30입니다.

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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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법령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연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 유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행 77개 의무발급 대상업종 및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의복소매업 등 9개업종 추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1`2`3학년 전학년 확대 및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1인당 연간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무료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시간제서비스 840시간 한도 정부 지원
※ 정부지원비율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75% 이하) -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120%이하) - 60%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족 - 90%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군사훈련 3주 통일
※ 육`해군`해병대 3주
※ 교육시간 1일 10시간, 총 150시간

▶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추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재난책임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
※ 가입유예기간인 2021년 6월 9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함(가입의무위반 300만원 과태료)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옥 외 광 고 물 의 설 치
결함에 따른 피해 배상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2021년 6월 10일까지)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종전 2억원 이상 물품입찰에 적용되던 입찰가점
(2점)이 2억원 이하 입찰에도 확대 적용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통합 문 화 이 용 권 지 원 금 (10만 원 )지 급 및 자 동
재충전 제도 시행, 온라인 발급 신청 가능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인상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 취약농가 영농인력지원 인건비 인상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를 7만원 → 8만원으로 인상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

•기준중위소득 총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
하여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 인상
▶ 기초연금 지급확대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유아 초기(생후14일~35일) 검진 신설, 일반건강
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식품위생법상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시 활용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
▶ 최저임금액 인상
•시급 8,720원(8시간 기준 69,760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
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 경작 중인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 공익직불금 신청 문의 :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업경영체 변경 : 농산물품질관리원원 청송`영양사무소
(☎ 874-6060),인터넷(www.agrix.go.kr)

가정 내 먹다 남은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의료원으로 가져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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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515호 2021년 1월 25일

설 명절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안내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보건의료원

청송읍 의료원길 19

안덕보건지소

진료계획
2.11.(목)

2.12.(금) 설날

2.13.(토)

2.14.(일)

870-7119

응급실(24시간)

응급실(24시간)

응급실(24시간)

응급실(24시간)

안덕면 안덕로 82

870-7440

08:30~17:30

08:30~17:30

진보보건지소

진보면 진보로 181

870-7450

08:30~17:30

08:30~17:30

메디팜사랑약국

청송읍 의료원길 9

872-8022

09:00~13:00

주왕약국

청송읍 금월로 267

874-8089

10:00~18:00

10:00~18:00

10:00~18:00

부남약국

부남면 대전로 144

872-0770

08:00~20:00

대구약국

진보면 진보로 121

874-2568

09:00~18:00

09:00~13:00

09:00~14:00

경북약국

진보면 진보로 108-1

874-2074

09:00~18:00

13:00~18:00

09:00~18:00

대웅약국

진보면 진보로 23

874-2039

09:00~18:00

진보동산약국

진보면 진보로 108

872-3077

08:00~18:00

진보약국

진보면 진보로 115

872-8880

07:00~18:00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대구 북구 연암로 40

119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안동시 앙실로 11

840-1119

응급실(24시간)

응급실(24시간)

응급실(24시간)

응급실(24시간)

성소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안동시 서동문로 99

850-8282

응급실(24시간)

응급실(24시간)

응급실(24시간)

응급실(24시간)

당직
의료
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

12:00~18:00

08:00~20:00

07:00~18:00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보건의료원 당직실 ☎ 870-7106
•명절연휴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 홈페이지
www.e-gen.or.kr/egen/holiday_medical.do

보건의료원 의료진 일부 변경
■ 내과 장원영 과장
•계명대학교 의학대학 의학박사
•청송군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 근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교수
■ 가정의학과 장충수 과장
내과 장원영 과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울릉군보건의료원`구미시보건소
공중보건의 근무
•안동요양병원 가정의학과 근무
■ 진료범위
•고혈압, 당뇨병, 소화기`심뇌혈관
`내분비계 질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피부 및 비뇨기계
가정의학과 장충수 과장
질환
•소아환자 기본 진료
•초음파 및 위`대장 내시경 검사 등
▷ 문 의 처 : 보건의료원 진료접수처(☎ 870-7112~3)

09:00~18:00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
안드로이드

IOS

보건의료원 토요일 진료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 ~ 낮 12시
▷ 진료일자 및 진료과목
진료일자

진료과목

2월 6일(토)

가정의학과, 정형외과1,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2월 20일(토)

내과, 정형외과1,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한의과, 치과

2월 27일(토)

안과, 내과 ,정형외과2

▷ 2월 13일(토)은 공휴일로 외래 진료가 없습니다.
▷ 안과는 안동 성소병원 전문의가 특별진료합니다.
※ 사정에 의해 진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 문 의 처 : 보건의료원 진료접수처
(☎ 870-7112~3)

코로나19 퇴치! 마스크 착용이 최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