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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룰 수 있는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 연말연시 핵심 생활방역수칙
- 모든 모임과 행사 자제

다함께 방역수칙을 지킵시다!

- 3밀(밀폐`밀집`밀접)시설 이용 삼가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 의심증상 있으면 신속히 검사 받기

연말연시 약속, 모임은 자제해 주세요!

-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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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12월 30일까지‘꼭’사용해 주세요
■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 사용기간
▷ 청송사랑화폐를 갖고 계신 분께서는 가맹점 환전
기일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화폐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송사랑화폐 가맹점주께서는 2020년 12월 31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 환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 1년(2020. 1. 1. ~ 2020. 12. 31.)
▷ 청송사랑화폐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화폐는 사용 및 환전이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최대 2,000만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청송사랑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화폐 사용자를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취급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취급한 화폐를 환전
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과태료(500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

▷ 문 의 처 : 군청 새마을도시과 에너지경제담당(☎ 870-6232∼3)

2021년 농민수당 수령하세요
▷ 지급대상 : 2021년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사람
※ 선정되신 분은 읍`면사무소에서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지급기간 : 2021. 1. 4 ~ 3. 31
▷ 지 급 액 : 50만원/경영체
▷ 지급장소 : 주소지 지역농`축협
(청송읍은 청송축협 본점에서 지급)
▷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유효기간 : 2021. 12. 31까지 사용 가능
•사용범위 : 청송군 전 지역
•5,000원권, 10,000원권 2종을 균등 지급
▷ 수령방법
: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의 농`축협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수령
※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지급대상자의 동의하에 대리인 수령 가능
(위임장 지참)

▷ 문 의 처 :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 870-6268)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희망2021나눔캠페인’성금 모금
우리 주위엔 아직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한‘희망2021나눔캠페인’성금 모금을 실시합니다.
아름다운 이웃사랑 실천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 2020. 12. 1.(화)~2021. 1. 31.(일)
■ 참여방법
▷ 성금접수 : 읍`면사무소, 군청 사회복지과 성금모금 접수창구
•청송읍사무소 ☎ 870-8122 •주왕산면사무소 ☎ 870-8210
•부남면사무소 ☎ 870-8304 •현동면사무소 ☎ 870-8404
•현서면사무소 ☎ 870-8506 •안덕면사무소 ☎ 870-8606
•파천면사무소 ☎ 870-8703 •진보면사무소 ☎ 870-8805
•군청 사회복지과 ☎ 870-6179
▷ 매월 자동이체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문의 ☎ 053-980-7800)
▷ 한 통의 전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ARS 060-700-0060)
▷ 사랑의 계좌 모금에 참여하세요.
•농
협 731-01-002268
•우 체 국 700674-01-001682
•새마을금고 9002-09-951066-1
•기 업 은 행 161-019757-01-035
※ 예금주 : 경상북도공동모금회
/ 당행 이체시 전 계좌 송금수수료 면제

농어촌버스 전 노선의 요금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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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감자 보급종 신청
▷ 공급품종 : 수미
▷ 공급가격 : 32,960원/20kg
▷ 신청기간 : 2020. 11. 23. ~ 12. 31.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산업담당)에
농업인이 신청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 870-6841∼3)

사과 자근대목 분양 신청
▷ 신청기간 : 2021. 1. 13. ~ 1. 31.(13일간)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자가묘목생산 희망 농가)
▷ 신청방법 : 자근대목 분양신청서 접수(직접 방문)
※ 대리접수 및 단체신청 불가

▷ 분양내역
•분양 자근대목 규격(접목부 상단 10㎜의 지름)
- M9 : C급(지름 6~4㎜), D급(지름 4㎜ 이하),
재식 1년 후 접목 가능
- M26 : C급(지름 6~4㎜), D급(지름 4㎜ 이하),
재식 1년 후 접목 가능
※ M9, M26 A, B급은 자체묘목 생산 계획에 의거 미분양

•농가당 최대 신청주수 : 2,000주
※ 우선순위, 보유량 및 신청량에 따라 배정량이 다를
수 있음

과수원 월동 관리
■ 겨울철 과수원 관리
•월동 준비를 위해 나무 원줄기에 백색 수성페인트를
칠하거나 짚`신문지`반사필름 등 보온 자재로 피복
(공기층이 형성되도록 피복)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확 후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
충분히 관수(토양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동해 피해 증가)
•나무의 수세를 보고 거름 주는 시기 및 양을 조절(농업
기술센터 토양검정 실시)
•찢어지거나 상처 입은 가지는 도포제를 바르거나 고무
밴드 등으로 묶어줌
■ 과원 전정 시 주의사항
•전정 시기 : 낙엽이 진 후(12월) ~ 발아 전(3월)
※ 나무 세력이 약하면 일찍 실시하고 강하면 늦게 실시

•전정 방법 : 세력이 강하면 가지를 제거하는 솎음전정,
세력이 약하면 가지 중간을 자르는 절단전정 위주로 실시
•주의사항
- 병원균 감염 예방을 위해 과원마다 전정가위를 따로
구비하여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
- 작업 중 전정가위, 작업자의 장갑 등은 수시 소독
(70% 알코올 또는 화염 소독)
- 과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과수화상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므로 제거
- 궤양 증상이 있는 부위에서 30㎝ 아래 위치에서
가지를 절단 후 도포제를 골고루 발라줌
 (궤양 증상) 흑색, 적색,
적흑갈색을 띠며 병반
부는 약간 함몰

▷ 구비서류
•분양신청서 1부(농업기술센터 비치)
•농지원부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담당
(☎ 870-6891∼3)

 (궤양 증상) 수피색,
흑갈색을 띠며 병반
부는 함몰

농업인 사과 묘목 신청
2021년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신청
▷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 신청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12.(화)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과수기술담당)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농가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1부
▷ 신청량 및 품종 : 농가당 최대 500주 / 시나노골드,
후지 착색계, 홍로(M9, M26)
▷ 분양시기 : 2023. 3.(2년생 묘목)
▷ 분양금액 : 분양 당년 묘목 판매가 조사 후 결정
(시중가격 70% 정도)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담당
(☎ 870-6861∼3)

▷ 신청대상
•2020년 청송군 관내 과수(사과‧배) 신규 식재 농가
•2020년 화상병 방제 면적에서 변화가 있는 농가
▷ 신청기간 : 2020. 12. 14.(월) ~ 12. 31.(목)
▷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남부상담소, 진보상담소 방문 접수
•FAX(054-874-8876)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농가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1부
▷ 배부시기 : 2021. 2. 중순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담당(☎ 870-6861∼3)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눈 치우기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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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신청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자동차
※ 부과적용기간(2020.7.1.~2021.6.30.)내 소유권 변동이나 변경
예정인 경우 제외

▷ 납부기간 : 2021. 1. 15. ~ 2021. 1. 31.
▷ 신청방법 : 방문`전화`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군청 환경축산과 환경관리담당(☎ 870-6185)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하세요
■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계량기통 내부를 헌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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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녹입니다.
•전열기구가 없는 경우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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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배출 현장 지도점검
우리 군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발생
폐기물에 대해 적법
처리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및‘산소카페 청송군’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건설
폐기물 발생 공사 현장 관계자께서는 보관`처리
기준 및 기타 사항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20. 12. 21.~2021. 1. 29.
▷ 점검내용
•건설폐기물 배출자(처리계획) 신고
•발생 폐기물의 보관`처리 기준 등의 적정 관리
여부
•폐기물 반출에 의한 배출자 인계서 및 관리대장
(재활용실적보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위반 사항 적발시 조치
: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문 의 처 : 군청 환경축산과 환경정화담당
(☎ 870-6192∼4)

※ 단, 50℃ 이상 고온의 물은 수도관의
열 손상을 야기하여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도 배관을 녹인 이후에는 수건 등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
해야 합니다.
■ 계량기가 동파되면 한국수자원공사 청송상`하수도센터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청송상하수도센터(☎ 1577-0600, 870-0100)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과세대상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납세의무자 :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21. 1. 18. ~ 1. 31.
▷ 납부방법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납부 가능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 문 의 처 : 군청 재무과 부과과표담당(☎ 870-6125)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나눔을 위한 이웃돕기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집중모금기간 : 2020. 12. 1. ~ 2021. 1. 31.
▷ 납부권장금액
•세대주 : 1만원(전국 공통)
•개인사업자 : 5만원(공통)~10만원(전문직) 차등
•법인 : 5만원~70만원
•단체 : 종교단체 10만원, 초`중`고 5만원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스마트폰, 인터넷지로,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텔레뱅킹, ARS, 편의점 납부 등
▷ 세제 혜택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납부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예)100만원 기부금 납입 시 확정세액에서 15만원 감면,
연소득 6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효과 높음.

•법인 : 소득금액 50% 이내 손금 산입
▷ 문 의 처 : 대한적십자사 콜센터(☎ 1577-8179 )

안동세무서 청송`영양민원실(진보면 소재)은 매주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1회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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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청송군민으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 주요사업
•장학금 지급(연간 4억원 정도)
•교육여건 개선사업, 청송인재양성원`
재경청송학사 운영 등
▷ 기탁 현황(2020. 11. 6. ~ 12. 6.)
합계 : 금 21,400,000원
기부자명(상호)
개그우먼 심진화
거림회
오픈스택(주)
박종원
(사)청송사과협회
심상압
황유영
임신철
손명제
이호종
이승식
조승래
윤길자(GS25)
심수연
김해병
허준기
익명
이순호
조기제
기갑수
남정숙
김태환

금액(원)
10,000,000
5,000,000
5,000,000
(매월) 300,000
(매월) 200,000
(매월) 100,000
(매월) 100,000
(매월) 100,000
(매월) 100,000
(매월) 100,000
(매월) 50,000
(매월) 50,000
(매월) 50,000
(매월) 50,000
(매월) 50,000
(매월) 50,000
(매월) 30,000
(매월) 20,000
(매월) 20,000
(매월) 10,000
(매월) 10,000
(매월) 10,000

비고
1,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950만원
380만원
480만원
410만원
410만원
320만원
110만원
240만원
110만원
50만원
35만원
15만원
10만원
225만원
170만원
2만원
136만원
35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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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읍 공영
노상주차장
일부구획 폐지

박 준 원,박 진 원,박 채 원(10월 18일)
박선규♥김춘희(청송읍)

박 하 민(10월 29일)
박기쁨♥강주은(청송읍)

박 하 람(11월 18일)
박관영♥PHAN THI THU HIEU
(진보면)

첫돌맞은가정에돌사진촬영비30만원지원
▷ 지원대상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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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설치∙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보행자 및 통행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주차구획 폐지(삭선)
▷ 폐지일자 : 2020. 12. 30.(수)

▷ 폐지구간 : 청송읍 월막리 345-1~428-34
번지 사이 도로(군청 사거리~학성식육식당 부근)
▷ 폐지면수 : 15면
▷ 문 의 처 : 군청 문화체육과 교통행정담당
(☎ 870-6253)

장학기금조성에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 870-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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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발생 관련 행정명령 알림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이

▷기
간 : 2020.12. 1. ~ 2021. 2. 28.
▷대
상 : 가금류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
▷ 주요내용
•축산 차량의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초생추`
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처
벌 :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 의 처 : 군청 환경축산과 축산담당
(☎ 870-6281~5)

필요한 사건 신청하세요

부모와 별도 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개

요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
(추가요건) ①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필수) ②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여야 함
▷ 신청장소 :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가구 증빙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내역 및 통장사본
▷ 지원내용
가구
원수

지원상한액(원/월)
1급지
(서울)

3급지
2급지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문 의 처 : 군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870-6166),
읍`면사무소

▷ 근거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 신청기간 : 2020. 12. 10.~2022. 12. 9.
(공휴일 제외)
▷ 진실규명의 범위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20. 12. 10.)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
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위 법에 의한 진실
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에서 제외.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자격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군청 총무과(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신청방법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
합니다.(우편 제출 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 문 의 처 : 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870-6088 )

보건의료원 진료시간은 08:30 ~ 17:30입니다.

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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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송출장소 운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센터 직원이 주 1회 정례적으로 청송출장소를
방문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운영 개시일 : 2020. 12. 22.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운영장소 : 군청 종합민원과 내 창구
▷ 운영업무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
- 대상 : 만 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기준 중위
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
- 내용 : 최대 300만원 한도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② 구인기업 및 구직자 취업알선 및 상담
▷ 문 의 처 :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 851-8055)

2021학년도 방송통신대 신`편입생 모집

우체국 비대면 방문 택배 접수
▷ 비대면 접수 및 요금 할인(500원/통당)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 사전 결제하고,
픽업장소 지정 시 500원 할인 혜택 제공
▷ 요금구간 단순화 및 요금 인하
•이용 편의를 위해 5㎏ 이하와 2~5㎏을
5㎏으로 통합(5구간→4구간으로 단순화)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간별 1천원
~2천원 요금 인하
▷ 우체국 방문택배 접수 문의처
•청송읍`부남면`파천면 : ☎ 870-2012
•현동면`현서면`안덕면 : ☎ 872-8001
•주왕산면 : ☎ 874-3470
•진보면 : ☎ 874-2000

▷ 모집기간 : 2020. 11. 30.(월) 09:00 ~ 2021. 1. 6.(수) 20:00
▷ 지원방법 : 학교 홈페이지에서 PC`모바일로 지원서 접수 또는 방문
▷ 접 수 처 : 대학본부 등 전국 13개 지역대학 및 31개 학습관
▷ 합격자발표 : 2021. 1. 27.(수)
▷ 지원자격
•신입생(1학년)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편입생
- 2학년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이상 수료자 (수료증 필수)
- 3학년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자
▷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예정)증명서(단, 유아교육과`생활체육지도과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자 :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장학제도 : 국가장학 및 교내`외 장학제도 운영
▷ 등 록 금 : 학기당 35만원 내외
▷ 세부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 참조
▷ 문 의 처 : ☎ 1577-2853, ☎ (053)606-6699(방송대 대구경북지역대학)

가정 내 먹다 남은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의료원으로 가져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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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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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본격적인 겨울 시작,
한랭 질환 조심하세요
보건의료원은 올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 한파 대비 일반 건강수칙
▷ 생활 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 실내 환경 :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건조
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외출 전 : 날씨 정보(체감온도 등)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 외출 시 :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
목도리`모자`마스크로 따뜻하게 입습니다.
■ 한파 관련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어르신과 어린이 :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
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
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 보온에 신경쓰세요.
▷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
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세요.
▷ 음주 :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
할 수 있으므로 한파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
하세요.
▷ 낙상(노인, 영유아,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자) :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 문 의 처 : 보건의료원 의약관리담당(☎ 870-7212)

보건의료원‘내과’ 및‘가정의학과’개설
▷ 시행일자 : 2021. 1. 4.(월)
▷ 진료범위
•고혈압`당뇨`소화기`심뇌혈관`내분비 질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피부질환 및 비뇨기계 질환
•소아 환자 기본 진료
•초음파 및 위`대장 내시경 검사
▷ 문 의 처: 보건의료원 진료접수처(☎870-7112~3)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섭취
상태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양 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2021년 상반기 영양 플러스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1. 1. 18.(월) ~ 1. 29.(금)
※ 출장접수 일정
•2021. 1. 18.(월) 안덕보건지소 13:30~16:30
•2021. 1. 19.(화) 진보보건지소 13:3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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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섭취불량 등)
※ 접수 시 식품섭취 조사, 신체(신장, 몸무게) 계측, 빈혈검사 시행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신청 시 접수 대상자 동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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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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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1월 2일(토)

내과, 정형외과2

1월 9일(토)

가정의학과, 정형외과1,
산부인과, 치과

1월 16일(토)

내과, 정형외과2, 소아청소년과

1월 23일(토)

가정의학과, 정형외과1

1월 30일(토)

안과, 정형외과2,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한의과

▷ 1월 1일(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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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