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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팝업존

MOM(맘) 편한 아기맞이 출산준비교실
MOM(맘) 편한 아기맞이 출산준비교실

노출기간 : 2023-05-09 ~ 2023-06-14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509_3.pdf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결핵검진
우리나라 결핵 발생 매년 약 1.8만명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결핵검진 결핵환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어

르신 무안군 보건소

노출기간 : 2023-03-06 ~ 2023-05-30

URL : #none

암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되돌아보고 선물의 기회도 얻으세요!
암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되돌아보고 선물의 기회도 얻으세요! 제16회 암예방의 날 온라인 캠페인 암예방의

첫걸음, 국가암검진을 받고, 국민 암예방수칙을 지킵시다. 설문링크

노출기간 : 2023-03-03 ~ 2023-03-31

URL :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

formkey=ZjQ4MjZhNDgtMDUwYi00OGFmLTg4YTUtMjkxZmFmZThjMGY5&sourceId=urlshare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자세히보기 사람을 더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노출기간 : 2023-03-24 ~ 2023-04-30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324.jpg

실내마스크 찰용의무 상황별 총정리
실내마스크 찰용의무 상황별 총정리 -대중교통, 교육시설, 의료기간 등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3-02 ~ 2023-12-31

URL : https://www.muan.go.kr/images/health/popup/popup_link_230302.jpg

2023년도 설연휴기간(2023.1.21. ~1.24./4일간)..
2023년도 설연휴기간(2023.1.21. ~1.24./4일간) 진료 실시하는 의료,보건기관과 약국 운영현황

노출기간 : 2023-01-18 ~ 2023-01-24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118.pdf

설연휴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안내
설연휴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안내 1월 21일 ~ 24일 설연휴 정상운영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09:00 ~ 17:00(접수마감 16:20) 점심/소독시간 12:00~13:00

노출기간 : 2023-01-01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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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none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관련내용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1-06 ~ 2023-01-31

URL : https://www.muan.go.kr/images/health/popup/pop_link_230110.jpg

2023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 모집
2023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 모집 참여대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질환자, 약물복용자 제외) 참여

인원 선착순 140명 참여기간 2023. 2. ~ 2023. 8. 모집기간 2023. 1. 9. ~ 2023. 1. 31. 신청방법 전화접수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 061-450-5061)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1-02 ~ 2023-01-31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109.jpg

에이즈 예방을 위해 올바른 콘돔사용 및 HIV검사에 함께 해주세..
함께 예방할게 안전하고 올바르게 콘돔사용 혈액으로 진단 채혈검사 감염의심일로부터 4주후 검사 12.1. 세계

에이지의 날 레드리본 신분노출 걱정없이 익명검사 에이즈 예방을 위해 올바른 콘돔사용 및 HIV검사에 함께 해

주세요!

노출기간 : 2022-12-05 ~ 2022-12-31

URL : #none

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예약없이 접종 가능!
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예약없이 접종 가능! 집중접종기간 : 22. 11. 21. (월) ~ 12. 18.(일) 1. 접종대상 : 기

초접종(1, 2차)을 완료한 18세 이상 전국민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인 적극 권고 * 3, 4차 접종 완료자도 접종대상입니다. 2. 백신종류 : 오미크론대응 2가백신 (3..

노출기간 : 2022-12-02 ~ 2022-12-18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up_link_221202_1.jpg

겨울철·재유행·대비 ‘22-’23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겨울철·재유행·대비 ‘22-’23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행합니다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10-31 ~ 2022-12-01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21108.jpg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 일상에서 잠깐의 쉼을 통해 가볍게 걷고, 건강함을 마시고, 해로움을 줄이는 캠페인

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KHEPI 한국건강제일원

노출기간 : 2022-10-01 ~ 2022-12-31

URL : #none

2022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캠페인
2022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캠페인 기간 : 2022. 10. 1. ~ 10. 20. 대상 : 전남도민 내 마음 살피기 캠페인, 손글

씨 응원 캠페인 캠페인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9-26 ~ 2022-10-20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210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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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동절기 추가접종
겨울철 코로나 19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사전예약:9월27일(화)부터~ 접종시작:10월11

일(화)부터~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9-29 ~ 2023-01-01

URL : https://ncvr.kdca.go.kr/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muan.go.kr)

https://ncvr.kdca.go.kr/
/health/operation_guide/popup?idx=15166932&mode=view
/health/operation_guide/popup?page=2
/health/operation_guide/popup?page=3
/health/operation_guide/popup?page=4
/health/operation_guide/popup?page=5



	목차
	팝업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