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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
어머니 품 장흥 전광판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24(월) ~ 2022. 10.

28(금) ◆ 목 적 : 전광판 재가동에 따른 불편사항 접수 - 눈부심에 따른 운전 방해, 전광판의 낮은

높이로 시아방해 ◆ 접 수 처 : 장흥군보건소(☎ 061)860-6404) 

노출기간 : 2022-10-24 ~ 2022-10-28

URL : #none

[질병관리청]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질병관리청]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 자주하기 -외출 시 햇

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가

장 더운 시간대(낮12시~오후5시)에 휴식 취하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

노출기간 : 2022-07-11 ~ 2022-08-31

URL : #none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자가격리자 등 외출 허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자가격리자 등 외출 허용 외출근거 :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

155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 23조 별표2 대상 : 감염병 감염으로 입원(시설)치료, 자가격리 중

인 사람 사전 투표 투표시간 5. 28.(토) 18:30 ~20:00 / 외출허용시간 : 18시 20분부터 선거일 투

표 투표시간 6. 1.(수) 18:30 ~19:30 / 외출허용시간 : 18시 20분부터

노출기간 : 2022-05-07 ~ 2022-06-01

URL : #none

24시간 재택치료 관리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24시간 재택치료 관리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3-01 ~ 2022-12-31

URL : /images/health/main/popup/popup_link_220211.xlsx

제15회 암예방의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 제15회 암예방의날 3-2-1 암행어사 출두요 매년 3월

21일은 암예방의 날입니다.

노출기간 : 2022-03-15 ~ 2022-03-21

URL : /images/health/main/popup/popup_link_220315.pdf

24시간 재택치료 관리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24시간 재택치료 관리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1-11 ~ 2022-03-14

URL : /images/health/main/popup/popup_link_220211.xlsx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노출기간 : 2021-10-14 ~ 2021-12-31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health/main/popup/popup_link_211014_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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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임신부 접종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임신부 접종안내

노출기간 : 2021-10-14 ~ 2021-11-30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health/main/popup/popup_link_211014_3.jpg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안내

노출기간 : 2021-10-14 ~ 2021-11-27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health/main/popup/popup_link_211014_2.jpg

코로나19 예방접종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

노출기간 : 2021-10-14 ~ 2021-12-31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health/main/popup/popup_link_211014_1.jpg

2021년 추석연휴 비상 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2021년 추석연휴 비상 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1-09-13 ~ 2021-09-22

URL : /health/community/center_news?mode=view&idx=260651

제7회 암희망 수기 공모전
제7회 암희망 수기 공모전

노출기간 : 2021-09-10 ~ 2021-09-30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health/main/popup/popup_link_210910_2.jpg

대장앎이 대장암을 잡는다!
대장앎이 대장암을 잡는다!

노출기간 : 2021-09-10 ~ 2021-09-17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health/main/popup/popup_link_210910_1.jpg

영유아 눈건강 상담실 오픈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영유아 눈건강 상담실 오픈 임시육아종

합포털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소아안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의료상담 바로가기

노출기간 : 2021-05-10 ~ 2021-12-31

URL : /images/www/popup/popup_link_2105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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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 아빠단 모집
100인의 아빠단 모집 100인의 아빠단 전남 전남 100인의 아빠단이란? 육아에 관심이 있는 아빠

들이 모여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남지역 아빠들의 모임이빈다. 모집안내 대상

: 3~7세 ('15년 ~ '19년생) 자녀를 둔 전남지역 아빠 모집인원 : 선착순 100명 신청기간 2021. 4.

20. ~ 5. 9.

노출기간 : 2021-04-16 ~ 2021-05-09

URL : https://cafe.naver.com/motherplu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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