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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 필수 홍보사항 》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UCC 수기 및 캐릭터 공모전 안내 / 행정안전부
◦우리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 농림축산식품부
/ ASEM경제장관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회의준비기획단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기원
/ 여성가족부
《 일반 홍보사항 》

◦부동산거래, 이제 전자계약 하세요!
/ 한국감정원
◦철도에는, 철도경찰이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올 가을,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행 / 보건복지부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시작!
/ 보건복지부
◦자기혈관 숫자알기
/ 보건복지부
◦전국 보건소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
◦여성의 취업을 위한 모든 것!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가족부
◦2017
년 8월 국정홍보만화
/ 소방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2017
년 8월 국정홍보만화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안전수칙)
/ 사행산업통합
◦청소년 인터넷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감독위원회
◦제1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 국방부
◦대한민국 영웅이 잠드신 곳 그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 국방부
◦국방헬프콜
/ 국방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교육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 교육부
◦자녀 사랑하기(현명한 스마트폰 사용)
/ 교육부
◦국세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 국세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국세증명을 신청
/ 국세청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 국가보훈처
◦올 여름휴가는 농촌 산촌 어촌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폭염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
/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
◦병역판정검사 시 건강검진결과서 제공
/ 병무청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실시
/ 전라남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
/ 전라남도
◦도립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개장
/ 전라남도
《 이달의 역사인물 》

◦2017년 9월의 독립운동가 고운기 선생
◦2017년 9월 이달의 전쟁영웅 김용식
◦2017년 9월의 현충인물 윤충노 육군 상사
◦2017년 9월의 호국인물 장동출 공군 대위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전쟁기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