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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 무료셔틀버스 운행 안내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 무료셔틀버스 운행 안내 운행기간 : 6. 9.(금) ~ 6. 11.(일) / 3일간 운행구간 - 1구간 :

무안읍 방면(현경 경유 / 1일 13회) - 2구간 : 남악방면(삼향·청계 경유 / 1일 4회, 오룡·일로·몽탄 경유 / 1

일 4회) - 3구간 : 운남면 방면(망운 경유 / 1일 8회) - 4구간..

노출기간 : 2023-05-22 ~ 2023-09-11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522.hwp

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
2023 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 2023.6.8.(목) 13:00~17:00 목포신안비치호텔 2층

노출기간 : 2023-05-22 ~ 2023-06-08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522_2.jpg

주민 안전교육 신청 안내
주민 안전교육 신청 안내 우리모두 안전닥터 신청방법:QR신청, 이메일, 팩스 접수 haha2389@korea.kr,

Fax 283-2246 문의전화:287-4402 6월23일(금)(오전10시, 저녁7시)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5-22 ~ 2023-06-23

URL : /www/openmuan/new/notice?idx=15174364&mode=view

일로전통시장 상설장옥 입점자 모집
일로전통시장 상설장옥 입점자 모집 접수기간: 2023. 5. 22.(월) ~ 6. 1.(목) 10일간 모집점포: 일로전통시장

내 상설장옥 3, 5호(총2호) 문의사항: 일로읍 산업팀(061-450-4424)

노출기간 : 2023-05-18 ~ 2023-06-01

URL : #none

제26회 무안연꽃축제
한 여름 피어나는 백련의 향연 제26회 무안연꽃축제 2023. 7. 20.목 ~ 7. 23.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노출기간 : 2023-05-06 ~ 2023-07-23

URL : #none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 2023. 6. 9.(금) 6. 11.(일) 무안황토갯벌랜드 The 9th Muan Red clay Yidal flat

Festival

노출기간 : 2023-05-01 ~ 2023-06-11

URL : #none

「제15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제15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접수기간 : 2023. 6. 1.(목) ~ 6. 30.(금) 18:00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내용 : ＃무안_기내식(무안농산물×여행×기후환경) ○ 참가팀 확정

및 발표 : 2023. 7. 7.(금) 14:00 - 자체심사 후 군청홈페이지 &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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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3-05-05 ~ 2023-06-30

URL : /www/openmuan/new/announcement?idx=27320&mode=view

MOM(맘) 편한 아기맞이 출산준비교실
2023년 MOM(맘) 편한 아기맞이 출산준비교실 -모집기간:2023. 5. 1.(월) ~ 5. 12.(금) -운영기간:2023. 5.

24.(수) ~ 6. 14.(수) -시간:오전 10:00 ~ 12:00 -대상:16주 이상 임산부 20명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5-09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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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신고기간: 2023. 5. 1.(월) ~ 5. 31.(수) 납부기한: 2023. 5.

31.(수)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pc/모바일), 방문신고(모두채움 대상자/ 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신고

하시나요? 전국 228개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행정안전부

노출기간 : 2023-05-01 ~ 2023-05-31

URL : #none

개인정보 위험 대응 공모전
2023 개인정보 위험 대응 공모전 5.1.월 - 6.30.금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5-09 ~ 2023-06-30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509.jpg

민방위 온라인 교육 안내
민방위 온라인 교육 안내 -교육대상:무안군 소속 3년차 이상 민바위 대원 -교육기간:2023.4.24(월)~6.20(화) -

교육시간:3~4년차 대원:2시간, 5년차 이상 대원:1시간(※24시간 접속가능) ※민방위 교육 미수교시 민방위기

본법 제 39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문의:1800-6147(평일:09~18시/토·일 공휴일 휴무) 디..

노출기간 : 2023-05-09 ~ 2023-06-20

URL : https://www.civildefense.co.kr/html/main

제2기 도민 드론 체험 교육생 모집
제2기 도민 드론 체험 교육생 모집! 신청기간 : 2023. 5. 1.(월) ~ 5. 19.(금)까지, 19일간 신청자격 : 신청일 현

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공무원은 제외)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신청

(angeboss@korea.co.kr) *교육신청은 선착순이며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자세히보기 전라남도 인..

노출기간 : 2023-05-09 ~ 2023-05-19

URL : https://url.kr/lpcqu8

민방위 훈련 전국 동시 실시!
5월 16일(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 전국 동시 실시!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 발령 : 주민대피

및 차량 이동 통제

노출기간 : 2023-05-09 ~ 2023-05-16

URL : #none

2023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3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제출기간 2023.4.28 ~ 5.30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5-03 ~ 2023-05-30

URL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bjec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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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같이키워DREAM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같이키워DREAM -가입대상: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

년 -신청기간:2023.5.1.(월)~5.26.(금) -지원방법: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신청 *5.15~5.26

복지로(www.bokjiro.go.kr)가능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4-28 ~ 2023-05-26

URL : /www/openmuan/new/notice?mode=view&idx=15173818

공공심야약국
365일 오후10시~12시 무안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합니다. 운영약국 : 바른약국(삼향읍 남악3로82번길 42 1

층, 061-980-2511) 운영일시 : 2023. 1. 1. ~ 2023. 12. 31. / 오후 10시~12시(연중무휴)

노출기간 : 2023-04-28 ~ 2023-12-31

URL : #none

민방위 온라인 교육 안내
민방위 온라인 교육 안내 -교육대상:무안군 소속 3년차 이상 민바위 대원 -교육기간:2023.4.24(월)~6.20(화) -

교육시간:3~4년차 대원:2시간, 5년차 이상 대원:1시간(※24시간 접속가능) ※민방위 교육 미수교시 민방위기

본법 제 39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문의:1800-6147(평일:09~18시/토·일 공휴일 휴무) 디..

노출기간 : 2023-04-28 ~ 2023-05-09

URL : https://www.civildefense.co.kr/html/main

2023년 군민 정보화 무료교육 수강생 모집
2023년 군민 정보화 무료교육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2023.5.1.~11.17. 신청과목 컴퓨터 활용, 한글, 엑셀기

초, 스마트폰&SNS 활용 대상 무안군민 신청방법 읍면 총무팀 방문 또는 정보통신팀 팩스(☏450-5123) 송부 

노출기간 : 2023-04-01 ~ 2023-11-17

URL : /www/education/register_courses/itedu/muan_edu#none

비상 시에도 현금 결제는 언제든 OK
비상 시에도 현금 결제는 언제든 OK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나 얘기치 않은 전산망 마비와 같은 비상 상

황에서 유일한 결제수단은 '현금'뿐 입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K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6-30

URL : #none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 축제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 축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5-30

URL : https://buykfesta.org/

J-Taas 전남관광플랫폼
J-Taas 전남관광플랫폼 전남을 더 잘 알고 더 쉽게 떠나는 방법! 전남관광플랫폼에서 예약하세요. 검색창에 제

이타스를 검색하세요! 바로가기

노출기간 : 2023-04-21 ~ 2023-05-31

URL : https://jtaas.jeonnam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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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2023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기간 : 2023. 5.8(월) ~ 6.23.(금) / 47일간 모집인원 : 3,000명

신청방법 : 2023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플랫폼(jn1365.or.kr) 전라남도,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노출기간 : 2023-04-21 ~ 2023-05-21

URL : #none

몽탄식품특화농공단지 잔여필지 분양
몽탄식품특화농공단지 잔여필지 분양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학산리 903 면적 : 98,718.3m2(약

27,140평) 분양단가 : 103,620/m2(평당 약 342,550원) 유치기원 :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토

지사용시기 : 잔여필지 즉시 입주가능(700~1,300평) (건폐율 70% ,용적율 150%)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4-21 ~ 2023-08-31

URL : /www/openmuan/new/notice?idx=15173649&mode=view

육군 8332-2부대 전술훈련 안내
육군 8332-2부대 전술훈련 안내 일시 : 2023. 4. 24(월) ~ 4. 27(목) 장소 : 전라남도 무안, 함평, 신안군 일대

내용 :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군 훈련 거동수상자 발견 또는 민원 발생시 국번없이 1338 또는 061-4564-

1113

노출기간 : 2023-04-21 ~ 2023-04-27

URL : #none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기간 2023. 4.17~6.16 행정안전부

노출기간 : 2023-04-07 ~ 2023-06-16

URL : #none

우체국 금융거래 전면중단
새로운 금융시스템 잇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모든 금융거래 전면중단 중단기간:2023년 5월 5일

(금)00시~5월8일(월)06시 항상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라

어린이날 연휴 기간 체크카드 사용, 입출금, 이체, 보험 등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중단기간 필요한 현금

및 송금은 미리 준비하..

노출기간 : 2023-04-17 ~ 2023-05-08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417.pdf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

세요! 1577-2514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로

노출기간 : 2023-04-17 ~ 2023-12-31

URL : https://youtu.be/YyeF-HxX4IA

2023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신청 안내
2023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4. 17.(월) 09:00 ~ 4. 30.(일) 18:00 ○ 보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보급대수 : 7대 ○ 문의처 : 정보통신팀 (☎ 061-450-5325)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4-30

URL : #none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청하세요!
청년들 여기여기 모여라!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 4. 17.(월) ~ 4. 28.(금)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자격요건 확인필수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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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567&mode=view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417.pdf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522&mode=view
https://youtu.be/YyeF-HxX4IA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521&mode=view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514&mode=view
/www/openmuan/new/announcement?idx=27151&search_type=title&search_word=%EB%94%94%EB%94%A4%EB%8F%8C&mode=view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456&mode=view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4-28

URL : /www/openmuan/new/announcement?

idx=27151&search_type=title&search_word=%EB%94%94%EB%94%A4%EB%8F%8C&mode=view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추천 접수
[인사혁신처]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추천 접수 -23.4.17.(월)~5.16.(화)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4-07 ~ 2023-05-16

URL : https://www.mpm.go.kr/mpm/comm/noti/newsNoitice/?

boardId=bbs_0000000000000020&mode=view&cntId=1647&category=&pageIdx=1#

정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정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2023 북한인권보고서 보러가기 2023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4-30

URL : https://unikorea.go.kr/books/

2023 무안 도리포 유채꽃축제
2023 무안 도리포 유채꽃축제 4. 15.(토) ~ 4. 16.(일) 10시-17시 해제면 송계해변 유채꽃 경관단지 ▶ 해변버

스킹 ▶ 플리마켓 ▶ 어린이 놀이터 ▶ 유체꽃길 포토존 ▶ 체험부스 ▶ 무안 농·수산물판매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4-16

URL : #none

전남지역 평화통일 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전남지역 평화통일 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2023년 4월 29일(토) ~ 30일(일) / 1박2일 -휴파크 장성점 오토캠핑

장(장성홍길동테마파크) -주최주관: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 후원 : 전라남도 / 협력 : 사단법인 우리민족 자세

히보기

노출기간 : 2023-04-04 ~ 2023-04-12

URL : https://naver.me/xFrI2ZqV

제1기 e-나라도움 교육
제1기 e-나라도움 교육 일시 : 2023. 4. 21.(금) 장소 : 강진 (전라남도인재개발원) 광주 (광주재정도움센터) 대

상 : 도내 국고보조금 지원단체 80명 (강진 40, 광주 40) 교육신청하러가기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FIS 한국재정

정보원

노출기간 : 2023-03-03 ~ 2023-04-21

URL : https://url.kr/pyvqne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23. 4. 3.부터 달라지는 무안..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23. 4. 3.부터 달라지는 무안사랑상품권 운영 변경 안내 - 월 구매한도 (당초) 100만

원 → 50만원(카드, 모바일 통합) - (모바일)보유한도 (당초) 200만원 → 150만원 ※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

시 충전 불가 

노출기간 : 2023-03-03 ~ 2023-06-30

URL : #none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 ○ 시행일자 : 2019. 7. 1. ~ 현재 ○ 시행기관 :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출장

소 민원실 ○ 휴무시간 : 12:00~13:00(점심시간) ○ 점심시간 중 민원발급 방법 -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인터넷 발급

노출기간 : 2023-03-03 ~ 2023-05-31

URL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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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pm.go.kr/mpm/comm/noti/newsNoitice/?boardId=bbs_0000000000000020&mode=view&cntId=1647&category=&pageIdx=1#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255&mode=view
https://unikorea.go.kr/books/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228&mode=view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205&mode=view
https://naver.me/xFrI2ZqV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145&mode=view
https://url.kr/pyvqne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048&mode=view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3039&mode=view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937&mode=view


URL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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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7 ~ 2023-06-30

URL : #none

2023년 1.1기준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3년 1.1기준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제출기간 : 2023. 3. 23 ~ 4. 11 - 제출방법 : 인터

넷 및 서면제출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3-27 ~ 2023-04-12

URL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pin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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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걸음, 국가암검진을 받고, 국민 암예방수칙을 지킵시다. 설문링크

노출기간 :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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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안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안내 신고기간 연장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자격 1. 희생자

2. 유족(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3. 사건의 피해(희생) 사실을 알고 있는 제 3자 신고하기 여순 10.19

노출기간 : 2023-03-03 ~ 2023-12-31

URL : https://www.jeonnam.go.kr/T1714726/boardList.do?menuId=jeonnam0924020000

제1기 도민 드론 체험 교육생 모집!
제1기 도민 드론 체험 교육생 모집! 신청기간: 2023. 3. 17.(금) ~ 4. 4.(화)까지 신청방법: 신청자 작성 후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자세히보기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생명의 땅 으뜸전남

노출기간 : 2023-03-16 ~ 2023-04-04

URL : /www/openmuan/new/notice?idx=15172574&mode=view

순찰 희망장소를 신청해주세요
순찰 희망장소를 신청해주세요 범죄 피해가 발생한 장소 평소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 등 주민이 직접 순찰 장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입집니다 신청 안내 : 날짜와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1) 검색 : 인

터넷검색창에 순찰신문고를 검색 신청 2) 방문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patrol...

노출기간 : 2023-03-03 ~ 2023-04-28

URL :

http://patrol.police.go.kr/usr/main.do;jsessionid=pSZr1fE5LOloQAzTRpv9mAmJ.nod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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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917&mode=view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pinion.htm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911&mode=view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jQ4MjZhNDgtMDUwYi00OGFmLTg4YTUtMjkxZmFmZThjMGY5&sourceId=urlshare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855&mode=view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324.jpg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854&mode=view
https://www.jeonnam.go.kr/T1714726/boardList.do?menuId=jeonnam0924020000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786&mode=view
/www/openmuan/new/notice?idx=15172574&mode=view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575&mode=view
http://patrol.police.go.kr/usr/main.do;jsessionid=pSZr1fE5LOloQAzTRpv9mAmJ.node20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563&mode=view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날 운영 참여기관 모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날 운영 참여기관 모집 ○ 모집기간 : 2023. 2. ~ 11.(8개월) ○ 참여대상 -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무안군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 ○ 참여방법 : 매월 1회 봉사(취약계층 가정 방문)

○ 봉사내용 : 집안 대청소, 도배장판 전후 가구이동 등 정리 ○ 문 의 처 : 무안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노출기간 : 2023-03-03 ~ 2023-06-30

URL : #none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3-14 ~ 2023-03-31

URL : https://www.mois.go.kr/frt/sub/a05/reSafetySystem/screen.do

[탄소중립주간 3.3.~3.9.] 미래를 지키는 탄소중립 생활 ..
[탄소중립주간 3.3.~3.9.] 미래를 지키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01. 일회용품 줄이기 -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비

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02. 대중교통 이용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곳은 걸어 다니기 03. 온도조절 하기 - 난

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이기

노출기간 : 2023-03-07 ~ 2023-09-07

URL : #none

[무안 청년셀러 폴리마켓] 마켓 올래來

[무안 청년셀러 폴리마켓] 마켓 올래來 2023년 3월 ~ 11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11시~16시 일로읍 오남로

55 오룡공원 7·8월 남악주민다목적생활체육관

노출기간 : 2023-03-07 ~ 2023-03-06

URL : #none

2023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데이터바우처] 2023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2023.2.24.(금) ~ 2023.3.29.(수) 데이터, AI 활

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 제품 창출을 희망하는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히보

기

노출기간 : 2023-03-07 ~ 2023-03-06

URL : /www/openmuan/new/notice?mode=view&idx=15172334

무안군 지방재정공시(2023 회계연도 예산기준)
무안군 지방재정공시(2023 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

해 알려드립니다. 지방재정공시 자세히 보기

노출기간 : 2023-03-03 ~ 2023-03-31

URL : /www/openmuan/budget/finance

의령 방문의 해
의령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쉬고 느끼며 어울리다

노출기간 : 2023-02-03 ~ 2023-03-31

URL : /www/openmuan/new/notice?mode=view&idx=15172114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자신있게 일하는 전남 여성! 전라남도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 2. 2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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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550&mode=view
https://www.mois.go.kr/frt/sub/a05/reSafetySystem/screen.do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528&mode=view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343&mode=view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342&mode=view
/www/openmuan/new/notice?mode=view&idx=15172334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337&mode=view
/www/openmuan/budget/finance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258&mode=view
/www/openmuan/new/notice?mode=view&idx=15172114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2120&mode=view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217.jpg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1996&mode=view


24. 신청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취업지원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1인 50만원, 생애 1

회)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2-17 ~ 2023-03-24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217.jpg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신청 실시 ○ 신

청개요 :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신청대

상 : 공공 및 민간분야, 소규모생활밀집시설(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대상 : 시설(..

노출기간 : 2023-02-14 ~ 2023-02-22

URL :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 · 청렴체감도 4등급 · 청

렴노력도 3등급

노출기간 : 2023-02-06 ~ 2023-03-06

URL : #none

무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무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 운영기간: `23. 2.1 ~ 예산 소진 시까지 ○ 할 인 율(지류형, 모바일형

동일) (당초) 평상시 6% (변경) 특별할인 10% ○ 구매한도: 1인 월 100만원(지류 50, 모바일100) -(구입유형

1) 지류50 + 모바일 50만원 -(구입유형2) 모바일 100만원 

노출기간 : 2023-01-30 ~ 2023-03-29

URL : #none

최초 정부혁신 사례 공모
최초 정부혁신 사례 공모 정부혁신, 그 첫걸음을 찾습니다. 2023. 1. 20. (금) ~ 2. 10. (금) 행정안전부

innovation.go.kr 

노출기간 : 2023-01-27 ~ 2023-02-10

URL : https://www.innovation.go.kr/ucms/main/main.do

육군 결전태세 확립 훈련 안내
육군 결전태세 확립 훈련 안내 ‘23. 1. 30.(월) ~ 2. 3.(금) 5일간 병력과 장갑차 등 군 차량이 이동하고 대항군

을 운용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바랍니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

면 국번 없이 ☏1338 훈 련관련 민원 발생시 061-281-6113 제8332부대

노출기간 : 2023-01-25 ~ 2023-02-04

URL : #none

2023년도 상반기 승달장학생 선발
2023년도 상반기 승달장학생 선발 · 신청기간 : 2023. 1. 25.(수) ~ 2. 14.(화) · 신청자격 : 부모가 모두 무

안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23. 1. 25.)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5년 이상 계속 거주

한 군민의 자녀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 · 기타문의 :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노출기간 : 2023-01-25 ~ 2023-02-14

URL : /www/openmuan/new/notice?idx=15171536&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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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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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1429&mode=view


2023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023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기간 : 2023. 1. 31.(화) ~ 2. 3.(금) 4일간 교육장소 :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

관 자세히보기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노출기간 : 2023-01-12 ~ 2023-02-03

URL : /www/openmuan/new/notice?idx=15171308&mode=view

기본형공익직불제
기본형공익직불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사업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

직불 지급 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열람하러가기

노출기간 : 2023-01-13 ~ 2023-02-28

URL : https://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Pop.do?gb=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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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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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8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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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설 명절 청탁금지법
2023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2. 29.(목) ~ 1.

27.(금) 입니다.

노출기간 : 2023-01-05 ~ 2023-01-28

URL : /www/openmuan/new/notice?idx=15171181&mode=view

2023 무안 겨울 숭어 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2023 무안 겨울 숭어 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가. 모집기간 : 2022.12.26.(월) ~ 2023.1.11.(수) 나. 모집인원 :

00명(개인 또는 단체) 다. 활동분야 : 행사장 안내 및 체험부스 보조, 행사장 주변 환경정화 등 라. 신청방법 :

1365홈페이지(www.1365.go.kr) 또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노출기간 : 2022-12-02 ~ 2023-01-11

URL : /www/openmuan/new/notice?idx=15171015&mode=view

23년 설명절 맞이 무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23년 설명절 맞이 무안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 운영기간: `23. 1월(한달간) ○ 할 인 율: 특별할인

10%(지류형, 모바일형 동일) ○ 구매한도: 1인 월 100만원(지류 50, 모바일100) -(구입유형1) 지류50 + 모바

일 50만원 -(구입유형2) 모바일 100만원

노출기간 : 2022-12-27 ~ 2023-01-31

URL : #none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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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1351&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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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nmuan/new/notice?idx=15171015&mode=view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1094&mode=view
/www/operation_guide/popup?idx=15171028&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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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무안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안군의회

노출기간 : 2022-11-28 ~ 2023-06-30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Ixu56mGWrkM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연멸 연시 경품 할인쿠폰 이벤트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연말 연시 경품 할인쿠폰 이벤트 행사기간:2022. 12. 14.(수)~ 2023. 3. 14.(화) 자세

히보기

노출기간 : 2022-12-15 ~ 2023-03-15

URL : https://www.muan.go.kr/images/www/popup/pop_link_221215.jpg

무안사랑상품권(모바일) 재판매 안내
무안사랑상품권(모바일) 재판매 안내 ‘22년 12월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 발행액 40억원이 조기 판매

(’22.12.14.)되어 무안사랑상품권(모바일) 재판매 일정을 안내합니다. ○ 재판매 일시 : 2023. 1.1 (세부사항

재공지) ○ 할인율 : 10%(명절이 속한 달과 전달은 특별할인 10%) ○ 문 의 : 지역경제과 061-4..

노출기간 : 2022-11-28 ~ 2022-12-31

URL : #none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2022. 12. 16. ~ 2023. 1. 2. 전국은행 현금 입출금기

및 위택스 납부 가능 

노출기간 : 2022-12-02 ~ 2022-12-31

URL : https://www.wetax.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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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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