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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 · 문화
1. 인감증명서보다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인감도장, 이제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하면 인감신고와 도장관리가 필요 없고, 본
인만 직접 서명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 대리발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민원과 OK민원1팀 ☎ 360-8424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다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사용용도와 수임인을 기재 후 수요기관에 제출

방문 발급이 어려울 땐 인터넷(민원24)!

  - 직접 읍·면·동을 1회 방문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방문 없이 민 원  

    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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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체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나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 및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기타 문의 : 곡성군청 행정과 평생자치지원팀 ☎ 36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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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자동차세 납부 안내가

과세대상 : 2018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으로 한꺼번에 부과)

과세기간 : 2018. 7. 1. ~ 12. 31.

                (과세기간 중 신규·이전등록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고지)

    

납부기간 : 2018. 12. 16. ~ 2018. 12. 31. 

    

납부방법 및 장소

   - 방 문 납 부  : 시중 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우체국

   - 인터넷납부 : www.wetax.go.kr, www.giro.or.kr,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 가상계좌납부 :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납부(고지서 참조)

   - 신용카드납부 : 금융기관 ATM기기 이용(타사카드 수수료 발생)

     ※ 자동이체 :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은 납기말일(18.12.31) 잔고 확인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이 부과되오니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  ☎ 360-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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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납부 안내

12월 말까지 징수율 올리기 강력 추진 및 자동차세 등 납부  가

곡성군은 올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89백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846백만 원
입니다. 이 중에는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함께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금융계좌 예금 압류·부동산 및 차량 압류·체납차
량 번호판 영치 등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달 발송하는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 문자를 참고하여 적극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반드시 자진납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지로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통한 현금
카드와 신용카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 곡성군청 재무과 징  수  팀 ☎ 360-8387
                     곡성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 360-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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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외수입 자동이체서비스 실시 안내 

자동이체서비스 제도가

※기타 문의 : 곡성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 360-8287

곡성군은 납세자께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서비스 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자동이체서비스 제도란 곡성군에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을 지정된 은행 계좌
에서 인출하여 자동이체 처리되는 제도로써 은행 방문, 가상계좌 입금 등의 
기존 제도에 비해 납세자의 납부의 편리성을 보다 향상시킨 제도입니다.

    

출금계좌는 전국 은행의 모든 계좌가 가능하며 사전에 인출한 납부금액과 
내용을 서면 안내 후 출금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인출됩니다. 만일, 자동이체 
기일에 해당 통장에 잔액이 부족할 시 그 납부금은 출금을 못하므로 미납자로 
분류되고 미납자에게는 고지서로 납부 독촉을 하게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통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해당부서에 신청
하시길 바라며,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실 경우 계좌주의 승낙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계좌주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가능 세목 : 재산대부료,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공유수면,

     시장 사용료, 구거의 목적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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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겨울철 화재 대비 소화기 사용법

※기타 문의 :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 36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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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겨울철 축사화재를 예방합시다!

※기타 문의 :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 380-2121

축사 인근 소화수를 확보가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야산에 위치 시 소화수 확보가 어려움

축사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보 등 저수조, 물탱크 설치가 필수

겨울철 축사화재 예방법나

노후소화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하는 소화기로 교체합시다.

스파크만 발생해도 차단되는‘아크차단기’로 교체합시다.

노후전기 배선을 교체하고 보온전등이나 배전반에 쌓인 먼지를 제거합시다.

전기용접 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짚 등 가연물을 치우고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여 

초기화재에 대비합시다.

축사 동간의 안전거리를 3m 이상 확보합시다.

축사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그라스울(유리섬유)판넬 등 불연성 

재료를 사용합시다.

건축물 보온재로 우레탄폼이나 스치로폼판넬을 사용하지 맙시다.

소방차가 쉽게 찾아 올수 있도록 입구쪽 도로변에 안내판(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 통로를 확보합시다.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용수를 확보하고 화재시에는 청소용 고압세척기를 활용

하여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하여 둡시다.

쓰레기 소각장은 건축물과 멀리 떨어진곳에 설치하고 축사주변에 가연물을 방치

하지 맙시다.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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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안내

자전거 단채보험 가입 개요가

가입목적 : 군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가입대상 : 곡성군민(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가입인원 : 30,131명(2017.12.31.기준)

가입기간 : ‘18. 1. 15. ~ ‘19. 1. 14.(계약일로부터 1년 간)

가입금액 : 16,645,120원

보 험 사 : MG새마을금고 (콜센터 1599-9010) / (구례지점 061-782-4700)

처리절차 : 아래 계약사항에 해당할 경우 개인이 보험사에 신청(2년 이내)

구비서류 : 붙임 청구서 참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지원내용나

구  분 1인당 보상한도액 지 급 사 유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20,000,000원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15세미만은 제외)

자전거상해

후유장해공제금

20,000,000원* 장해

지급율
 자전거 사고로 3%~100% 후유 장해 시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4주이상 : 100,000원

5주이상 : 150,000원

6주이상 : 200,000원

7주이상 : 250,000원

8주이상 : 300,000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1회 한해 지급)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100,000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1건당 

20,000,000원(한도)

 자전거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사고1건당 

2,000,000원(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30,000,000원(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 야 할 경우    

※기타 문의 :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 ☎ 360-8295



동악소식 함 께 해 요 ! 희 망 곡 성

_ 14

9.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동파방지 요령가

노출된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인조 솜, 헌 
옷 등 보온재로 덮어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시다.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혹한
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 조치 요령나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계량기에 수건을 감고 15℃ 정도의 미지근한 물
로 녹이기 시작하여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면 됩니다.

‥수도계량기 보호통 위에 검침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적치하지 맙시다 !!!

※상수도 동파 및 요금관련 상담 : 
곡성군청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360-8525, 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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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지
1.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타 문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360-8383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됩니다!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생계
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시설퇴소)인 경우 생계
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2.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가

기    간 : 2019. 1. 31.까지

슬 로 건 :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대    상 : 군민, 기업, 기관, 단체 등

주    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접수 : 읍^면사무소, 방송사 및 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문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6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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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겨울철 한파 대응요령 안내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가

 - 한파 피해 주의사항 -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

      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1.

2.

3.

4.

5.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119 (119안전신고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기타 문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 ☎ 360-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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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   

        은 농업인 제외

1. 2019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자격 안내

2019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가

신청기한 : 2018. 11. 1. ~ 12. 31.(2개월간)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세부사업지침 참조)

보조비율 : 보조 50%(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5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2019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중‘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2018년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추가접수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에 한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사업 신청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조성규정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360-7163

Ⅲ. 농^림^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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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안내

농약 허용기준 강화(Positive List System, PLS)가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란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 허용 기준을

 일률 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PLS 도입 시기 및 대상

   - 1차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2016년 12월 31일 시행) 

   - 2차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

PLS 준수 사항 

   -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 및 사용시기와 횟수 준수

      ※ 품목별 농약 등록 현황 :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읍면 마을 이장 협조사항

- PLS 교육^홍보 동영상 및 로고송을 마을방송 등 활용하여 영상 재생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농정과 농식품가공팀 ☎ 360-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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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안내

대 상 자  : 군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70세 여성

사 용 처 : 식당, 스포츠관련, 관광숙박,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등 

사용기한 : 2018. 12. 31.한

사용금액 : 100,000원(자부담 20,000원)/1인당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 ☎ 360-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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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안내

목       적 : 최근 과일 소비패턴의 변화로 기능성 소과류 소비량 증가에 따른 

고품질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

대상작목 : 체리, 플럼코트

총사업비 : 850백만 원(국비 35%, 군비 35%, 자담 30%)

   - 사업단비 : 5,000천원 내외/10a당

사 업 량 : 17ha 내외 

사업내용 : 묘목대, 관수시설, 유공관, 지주시설, 제초매트 등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5. 매실 동계방제 방법 안내

목       적 : 고품질 매실 생산을 위한 필수 농작업인 동계방제 철저

유의사항

   1. 약제 절감 및 작업효율 증진을 위해 동계 전정 실시 후 방제 

   2. 동계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 전체에 빠짐없이 살포

   3. 기계유제와 석회유황합제 살포간격 30일 이상

시 기 대상 병해충 방제 약제 제조방법

11월 하순

 ~ 

12월 중순

깍지벌레 등

각종 해충
기계유유제

물 25말(500ℓ)에

기계유제 1통(20L)

2월중하순
고약병, 축엽병,

궤양병, 각종해충 등
석회유황합제

물 25말(500ℓ)에

석회유황합제 3~4통

※ 살포시기 늦어질수록 농도 연하게 제조

※기타 문의 : 곡성군청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팀 ☎ 360-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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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안내

노로바이러스란?가

사람의 위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겨울철 식중독 주된 원인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오히려 활동이 활발해짐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감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나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씻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생식을 삼가하고 85℃ 1분 이상 가열하기

물 끓여 마시기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염소소독하기

주변 환경 청결히 하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대응요령다

배탈,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조리자가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음식물 조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일주일 이상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보건과 위생팀  ☎ 360-7593

Ⅳ.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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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공양미 삼백석 모금액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의 80%)나

지원금액 : 1인당 500천원 이내(1안 250, 양안 500)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주민

지원종류 : 안과수술비

지원기준 : 2018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천원 이내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구비서류)를 경유하여 보건의료원으로 신청서 제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22,000 43,221 17,218 43,914 

2인 2,252,000 73,642 63,864 74,625 

3인 2,913,000 95,438 98,073 96,653 

4인 3,574,000 117,394 130,733 118,863 

5인 4,235,000 139,865 158,848 141,862 

6인 4,896,000 161,465 181,648 163,318 

7인 5,557,000 182,490 203,512 185,613 

8인 6,219,000 206,108 228,207 210,092 

9인 6,880,000 228,265 252,081 234,152 

10인 7,541,000 248,166 271,039 256,572 

11인 8,202,000 275,237 296,332 286,841 

12인 8,863,000 299,723 319,086 31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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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생활실태조사서

의사 소견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전 6개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료비영수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구비서류(읍면사무소)다

읍^면사무소 복지팀 ⇒ 보건의료원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읍^면사무소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지원 기준 확인 후 신청 안내

   ·시술 후 구비서류를 갖춘 신청서 보건의료원에 공문으로 제출

  - 보건의료원 : 구비서류 확인 후 공동모금회로 신청서류 이첩 

  - 전남공동모금회 : 의료비 지급

유의사항

      - 시술 의료기관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며 개인이 선택가능

      - 지원대상 및 범위 기준 절대 준수(기준 외 지원불가)

      - 의료비는 수시 지원이 아닌 월 1회 입금 조치

지원제외 :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  

               증명료, 간병비 등

신청절차라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보건과 보건팀 ☎ 360-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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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겨울철 한파, 건강수칙 준수로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실내생활, 이렇게 하세요!!가

실외생활, 이렇게 하세요!!나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식사로 건강 지키기

실내 적정보온 상태 유지하기

어르신, 영아의 체온과 실내 온도 자주 확인하기   

따뜻하게 옷 입고, 무리한 운동 삼가기

외출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가급적 야외 레저 활동 등 자제하기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보건과 방문보건팀 ☎ 360-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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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

※기타 문의 : 곡성군치매안심센터 ☎ 360-7582, 7690

대     상  : 재가 치매노인 및 배회가 잦은 자

지 원 내 용  : 배회감지기 본인부담금 및 월 사용료

기 기 종 류  : IF-W565S

위치확인방법 : 보호자의 스마트폰 앱 실행으로 위치 확인 가능

제 출 서 류  : 복지용구공급계약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접 수 처 : 곡성군보건의료원(치매안심센터)        

규 격   3.85×3.85×1.35㎝ 

 연속 통화 시간  1시간 30분 

배터리 지속시간 80시간 

배터리 충전시간 3시간 이상

재  질 강화유리, PVC

5.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대     상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포함된 약 

소 득 기 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  원  액  : 약제비와 진료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조 호 물 품 : 미끄럼방지 양말, 식사용 앞치마, 방수매트, 약달력

신 청 서 류  : 신청서, 처방전(상병코드와 치매치료제 기재), 통장사본

※기타 문의 : 곡성군치매안심센터 ☎ 360-7582, 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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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절기 요가교실 운영 안내 

동절기 요가교실 운영 가

기    간 : 2018년 12월 ~ 2019년 2월(3개월)

장    소 : 마을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내    용 : 주2회, 요가, 율동, 밸런스워킹

프로그램 일정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읍면 마을별 요일 및 시간 지도자 비고

곡성읍 학정2구 화, 목 13:00∼14:00 공정임

오곡면
구성2구 월, 수 11:00∼12:00 김정님

침곡리 화, 목 13:00∼14:00 안판임

삼기면 원등2구 화, 목 13:30∼14:30 전옥자

석곡면
덕동리 화, 목 11:00∼12:00 서정애

유정2구 화, 목 14:00∼15:00 서정애

목사동면 신기리 화, 목 14:00∼15:00 조공순

죽곡면
화양리 수, 금 11:30∼12:30 김애순

하죽리 수, 금 10:00∼11:00 이재성

고달면 사동리 화, 목 14:00∼15:00 이은숙

옥과면
리문리 화, 목 15:30∼16:30 박희숙

죽림리 수, 금 13:00∼14:00 박희숙

입면 제월3구 수, 금 13:00∼14:00 공정임

겸면
남양리 월, 수 14:30∼15:30 정숙자

심정리 화, 목 12:30∼13:30 정숙자

오산면 작천리 월, 수 13:00∼14:00 이재성

※기타 문의 : 보건과 건강증진팀 ☎ 360-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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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키즈^맘 쉼터 운영 

육아용품 대여 운영나

키즈^맘 쉼터 운영가

기    간 : 연중(주5일 09:00~18:00)

장    소 : 임산부, 영유아

운영내용

  - 임산부, 영유아쉼터 제공, 출산정보 상담(지원금, 보험, 영양상담)

기    간 : 연중

장    소 : 보건의료원 2층 키즈^맘 쉼터

대    상 :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3세이하 보육가구

내    용 : 육아용품 대여 

  - 대여용품 : 유모차, 카시트, 보행기, 모유유축기

  - 대 여 료 : 무료

  - 대여기간 : 최대 3개월( 대여기간 준수)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보건과 건강증진팀 ☎ 360-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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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개요가

기    간 : 2018년 3 ~ 12월

사업대상 : 관내 거주 혼인신고(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신혼(예비)부부

검진기관

  - 전라남도 내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 곡성군 협약병원(광주소재 에덴병원, 은병원)

지원내용나

지원범위 : 임신을 위한 다음의 지정 건강검진 항목

지원한도 : 본인부담금 발생액 중 지원한도액 내 검진비용 지원

  - 지원한도액 :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지원제외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을 통해 임신관련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단, 중복되는 검진항목이 없는 경우 보건소장의 확인을 통해 지원가능) 

구 분 여 성 남 성

검진

지정

항목

◦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항체검사

  - 풍진,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능, 신장기능, 난

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비타민

D검사, 비만도검사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콜레  

스테롤검사, 심전도검사, 전립선수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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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 혼 부 부 예 비 부 부

공통

 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⑤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⑥ 통장사본 1부

추가
 ⑦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⑦ 예식장계약서 1부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보건과 건강증진팀 ☎ 360-7573

지원절차다

건강검진안내 검진실시 검진비용 청구 지원여부검토 검진비 지원

보건소 

⇨ 대상자

(홍보 및 안내)

검진대상자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검진대상자

⇨ 보건소

보건소

(검진항목 등 

지원여부 검토)

보건소  

⇨ 대상자

신청접수 : 연중 

신청장소 : 곡성군보건의료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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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5대암 검진대상 및 주기가

암환자의료비 지원나

대상 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의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

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

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매년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

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지원 대상자 암 종별 금액 비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코드C, E 해당자)

모든 암
1. 본인일부부담금액: 120만원

2.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연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본인일부부담금: 연 200만원

연 최대 

200만원

만 18세 미만인 자 소아암
1. 백혈병: 연 최대 3,000만원

2. 기타 암종: 연 최대 2,000만원

소득·재산 

기준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보건과 의약관리팀 ☎ 360-7692

※ 암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 암환자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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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곡성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처

 구   분  판매 점포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24시

편의점

(12개소)

웰빙마트편의점24 곡성읍 곡성로 854 362-1144 국재철

GS25 곡성읍내점 곡성읍 학교로 101 363-0985 한직욱

씨유 곡성중앙점 곡성읍 중앙로100-2 363-5651 이성준

세븐일레븐곡성읍내점 곡성읍 군청로 24 363-1175 이근호

미니스톱 옥과점 옥과면 대학로140 363-7275 심관섭

씨유 옥과소연점 옥과면 대학로146 363-5688 전현주

세븐일레븐 옥과점 옥과면 대학로118 363-6711 최원일

GS25 전남과학대점 옥과면 대학로 125 363-4154 박종완

세븐일레븐 

곡성옥과하늘점
옥과면 리문3길 5 이용길

곡성(순천방향)휴게소 겸면 호남고속도로49 363-2766 이명수

안국산업(주)곡성휴게소 겸면 호남고속도로로50 362- 8300 주영창

씨유 곡성압록점 오곡면 섬진강로 1045 363-3357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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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일반의약품 12개품목) 

해열진통제가

타이레놀500mg, 타이레놀160mg, 타이레놀80mg,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나

판피린티정, 판콜에이

소화제다

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

파스라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품목별 포장단위>

품  목 포장단위 제약회사 품  목 포장단위 제약회사

타이레놀80㎎
10정

한국 

얀센

판콜에이내복액 30㎖×3병 동화약품

베아제정 3정

대웅제약

닥터베아제정 3정

타이레놀500㎎ 8정

훼스탈플러스정 6정 

한독약품
타이레놀160㎎ 8정

훼스탈골드정 6정

어린이부루펜시럽 80㎖ 삼일제약 신신파스아렉스 4매 신신제약

판피린티정 3정 동아제약 제일쿨파프 4매 제일약품

※기타 문의 : 곡성군청 보건과 의약관리팀  ☎36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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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담^수범 사례
‘오곡면’ 익명의 3농가 기부물품 통해 이웃사랑 실천

12월 6일 오곡면 익명의 3농가가 백미 20kg 25포를 이웃돕기 물품으로 
기탁하였다. 물품은 3농가의 요청에 의해 익명으로 소외계층에게 전달
되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박창균 오곡면장은 지난 십수년 간 한결같이 계속되고 있는 농가의 선행에 
고마움을 전하고 농가의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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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과면’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

옥과면 소재‘중화요리 명장’은 11월 28일 심청노인복지센터에서 주최
한‘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를 후원하여 어르신 60명에게 자장면을 제공
하였다. 어르신들은 모두 센터 재가서비스 이용자들로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 찬 자장면을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드셨으며, 센터에서는 차량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였다.‘중화요리 명장’ 대표 박혜숙
은“지역 어르신들께 무료로 짜장면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하였고, 그동안 연 2회 자장면 나눔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나눔문화
를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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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면 분회노인회’ 매년 90세 도래 장수어르신들에게 기념품 전달 

겸면분회노인회(회장 심정식)는 지난 11월 16일 관내 90세 도래 장수 
어르신 7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장수를 기념하여 기념품인 이불(35만원 상
당)을 전달하였다. 

겸면분회노인회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관내 어르신들의 무병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90세 도래 장수어르신들에게 기념품을 전달
하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