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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실과명 내용 시기 주기 공개방법

기획홍보실 군정성과 1월 매년 홈페이지

기획홍보실 군정목표/군정방침 수시 수시 홈페이지

기획홍보실 역점시책 2월 연1회 홈페이지

기획홍보실 법률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총무과 행정구역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총무과 장흥군 주요기관 1월, 7월 반기 홈페이지

총무과 장흥군 주요행사 자료발생일 수시 홈페이지

총무과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총무과 사용전 검사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총무과 착공전설계도서 기술기준검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수시 수시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행정서비스헌장 1월 매년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주민편의제도 및 시책 1월 매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공표목록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open_data
/www/open_data/publish_list
/www/organization/result/part_result
/www/organization/introduction/objective
/www/organization/introduction/policy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6800
/www/jeongnamjin/general_status/admin_district/intro
/www/jeongnamjin/agency
/www/organization/news/week_event
/www/jeongnamjin/talent_hunting
/www/civil_complaint/info_com
/www/civil_complaint/info_com/criteria
/www/organization/news/notification?search_word=%EB%8F%84%EB%A1%9C%EB%AA%85&search_type=title
/www/civil_complaint/service
/www/civil_complaint/convenience_system/convenience


행복민원과 민원신청제도 안내 1월 매년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정부민원포탈 '민원24' 안내 수시 수시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부동산 관련 민원신청 안내 1월 매년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부동산거래 관리 수시 수시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부동산중개소 현황 1,4,7,10월 수시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인구/가구 현황 10일 매월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증명민원 발급 수수료 1월 매년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건설기계 등록 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다운로드

행복민원과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사업자)위반 지도점검 결과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다운로드

행복민원과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 위반 지도점검 결과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다운로드

재난안전과 교통안내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과 개별주택가격 4월 말 매년 홈페이지

재무과 세무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과 사용료·수수료 공공요금 조례공포일 수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관광숙박업소 현황 매년1,6월 반기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축제현황 개최시기 및 장소 등 매년1,4,7,10 분기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장흥군문화재 현황 매년1,6월 수시 홈페이지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안내 매년 초 매년 홈페이지

주민복지과 잉여식품나눔은행 수시 수시 홈페이지

주민복지과/노인아동
과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노인복지시설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아동복지 지원제도 및 시설안내 매년 초 매년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보육시설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여성단체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보육료 지원안내 1월 매년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양육수당 지원안내 1월 매년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아이돌보미 지원 1월 매년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노인정책 1월 매년 홈페이지

실과명 내용 시기 주기 공개방법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civil_complaint/convenience_system/easy_application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www/open_data/property/property_info
http://rtms.jangheung.go.kr/rtmsweb/home.do
/www/open_data/property/accommodation_agency
/www/jeongnamjin/general_status/population
/www/civil_complaint/synthesis_guide/prove_complaint
/contents/private_info/private_01.xls
/contents/private_info/private_03.hwp
/contents/private_info/private_02.hwp
/www/jeongnamjin/directions/intercity_bus
/www/open_data/property/housing_price
/www/open_data/tax_affairs/local_taxes
/Data/20140430.hwp
/tour/amusement/accommodation
/tour/festival
/tour/attractions/cultural_assets
/www/life_welfare/livelihood_security
/www/life_welfare/women_info/surplus
/www/life_welfare/cultural_facilities
/senior
/www/life_welfare/child_welfare/child
/www/life_welfare/child_welfare/childcare
/www/life_welfare/women_info/women_info_portal
/www/life_welfare/child_welfare/childcare
/www/life_welfare/child_welfare/childcare
/www/life_welfare/child_welfare/childcare
/www/life_welfare/senior_welfare/policy


노인아동과 노인정책 1월 매년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노인 취업지원센터 1월 매년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치매 예방사업 1월 매년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장례 관련 정보 1월 매년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분묘개장 공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장애인 복지정책 1월 매년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다문화·다가구 지원사업 1월 매년 홈페이지

노인아동과 차상위·저소득·평균소득이하계층 지원사업 1월 매년 홈페이지

경제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1월 매년 홈페이지

경제산업과 농공단지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경제산업과 투자환경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경제산업과 공장등록현황 익익년 1월 1년 홈페이지

경제산업과 장흥댐주변시설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경제산업과 수출업체 현황 1월 매년 홈페이지

경제산업과 물가정보 10일 매월 홈페이지

경제산업과 구인구직 안내 매일 매일 홈페이지

농산유통과 귀농정보 1월 매년 홈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업면허현황 1월 매년 홈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업허가현황 1월 매년 홈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선현황 1월 매년 홈페이지

환경관리과 대기배출시설설치 현황 1월 연1회 홈페이지

환경관리과 환경관련업체 1월 연1회 홈페이지

환경관리과 환경오염사범단속결과 1월 연1회 홈페이지

산림휴양과 우드랜드 1월 연1회 홈페이지

산림휴양과 유치자연휴양림 1월 연1회 홈페이지

건설도시과 도로 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건설도시과 하천 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건설도시과 종합복지회관 시설현황 1일 매년 홈페이지

실과명 내용 시기 주기 공개방법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life_welfare/senior_welfare/employment_supporting
/www/life_welfare/senior_welfare/dementia
/www/life_welfare/senior_welfare/funeral
/www/life_welfare/senior_welfare/tomb
/www/life_welfare/handicapped_welfare
/www/life_welfare/women_info/multiple_cultures
/www/life_welfare/low_income
/www/regional_economy/supporting_policy
/www/regional_economy/industrial_complex/jangpyeong_complex
/www/regional_economy/industrial_complex/guide
/www/regional_economy/enterprise_intro/
/www/regional_economy/dam_facilities/current_state
/www/regional_economy/supporting_policy/export
/www/regional_economy/trend_of_price/intro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
/www/jeongnamjin/oppidan/farm_guide
/www/open_data/maritime/permission
/www/open_data/maritime/permission
/www/open_data/maritime/permission
/www/open_data/life_environment/landfill
/www/open_data/life_environment/environmental_company
/www/open_data/life_environment/result
http://www.jhwoodland.co.kr/
/yuchi
/www/regional_economy/infrastructure/road
/www/regional_economy/infrastructure/river
/www/life_welfare/cultural_facilities/current_state


재난안전과 방범용 CCTV 현황
1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수도사업소 상수도 요금계산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수도사업소 하수도 현황 1, 7월 반기 홈페이지

수도사업소 지방상수도 수질현황 3,6,9,12월 분기별 홈페이지

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수질현황 3,6,9,12월 분기별 홈페이지

수도사업소 약수터 수질현황 3,6,7,8,9,12월
분기별,
여름철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주간농사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측지도 서비스 1월 매년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검색 1월 매년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핵심전략사업 1월 매년 홈페이지

보건소 보건소 진료안내 1월 매년 홈페이지

보건소 출산지원사업 1월 매년 홈페이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1월 매년 홈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1월 매년 홈페이지

보건소 검진 및 의료비 지원 1월 매년 홈페이지

보건소 금연사업 1월 매년 홈페이지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1월 매년 홈페이지

보건소 영유아예방접종 1월 매년 홈페이지

보건소 성인예방접종 1월 매년 홈페이지

보건소 식품위생민원 안내 1월, 7월 반기 홈페이지

의회사무과 의회 회의록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의회사무과 의회연혁 및 구성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1월 이내

격년 홈페이지

의회사무과 의원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1월 이내

격년 홈페이지

의회사무과 회기운영계획 1월 매년 홈페이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실과명 내용 시기 주기 공개방법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life_welfare/public_security_action/cctv
/www/open_data/water_sewage/calculate_tariff
/www/open_data/water_sewage/sewer
/www/open_data/water_sewage/water_quality
/www/open_data/water_sewage/water_quality/village_waterworks
/www/open_data/water_sewage/water_quality/mineral_spring
/jares/agriculture/farming
/jares/agriculture/map_service
/jares/agriculture/disease
/jares/majorplan/core_strategy
/health/medical/treatment
/health/business/childbirth
/health/business/health_promotion/dental_health
/health/business/health_promotion/home_visiting
/health/medical/medical_support
/health/business/health_promotion/prohibit_smoking
/health/medical/medical_support/incurable_disease
/health/disease/inoculate_child
/health/disease/inoculate_adult
/www/civil_complaint/hygiene
http://www.jhc.go.kr/source/korean/assembly/late.html
http://www.jhc.go.kr/source/korean/intro/history.html
http://www.jhc.go.kr/source/korean/member/active.html
http://www.jhc.go.kr/source/korean/function/operate.html
http://www.jhc.go.kr/source/korean/news/agenda.html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실과명 내용 시기 주기 공개방법

재무과 수의계약 사항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과 각종계약 입찰공고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과 각종계약 입찰결과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건설도시과 로하스타운 조성 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건설도시과 산업단지 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실과명 내용 시기 주기 공개방법

기획홍보실 세입세출예산
의회의결 후 10
일 이내

본예산,
추경

홈페이지

기획홍보실 재정규모 1월 매년 홈페이지

재무과 재정공시 매년 7월 연1회 홈페이지

재무과 군수업무 추진비 매분기 매분기 홈페이지

재무과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매년 7월 연1회 홈페이지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실과명 내용 시기 주기 공개방법

기획홍보실 각종 수상(공모) 현황 1월, 7월 반기 홈페이지

총무과 자매결연 현황 1월, 7월 반기 홈페이지

총무과 군청기구도/실과업무 1월, 7월 반기 홈페이지

총무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1월 매년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정남진 물축제 안내 1월 매년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문학기행 1월 매년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문예회관 공연·행사 자료발생일 수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지리적 현황 자료발생일 수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노래연습장 현황 1, 7월 반기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여행업 등록현황 1, 7월 반기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한옥체험업 등록현황 1, 7월 반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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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egional_economy/lohas
/www/regional_economy/industrial_complex/bio_food
/www/open_data/bid_budget/management_state
/www/jeongnamjin/general_status/finance_scale
/www/open_data/bid_budget/finance
/www/open_data/business_expense
/www/open_data/bid_budget/finance/finance_2021/settlement
/www/organization/result/award
/www/jeongnamjin/sisterhood
/www/organization/introduction/organization_chart
/www/life_welfare/cultural_facilities/women/info_education
/tour/festival/summer/water_festival
/tour/active_theme/literature_travel
/art/performing
/www/jeongnamjin/general_status/geographical
/www/regional_economy/enterprise_intro/enterprise/singing_room
/www/regional_economy/enterprise_intro/enterprise/travel_business
/www/regional_economy/enterprise_intro/enterprise/traditional_house


문화관광실 한옥체험업 등록현황 1, 7월 반기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PC방 현황 1, 7월 반기 홈페이지

농산유통과 토요시장 한우판매점 현황 1, 7월 반기 홈페이지

환경관리과 쓰레기 수거일정표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환경관리과 환경신고 안내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산림휴양과 산/계곡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홈페이지

해양수산과 김, 해조류 가공업체 현황 1, 7월 반기 홈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선 및 어업허가관련 민원 처리 정보 1월 매년 홈페이지

해양수산과 수산분야 제증명 등 수수료 안내 1월 매년 홈페이지

재난안전과 안전관리 계획 및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7월 연1회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현황 1월 매년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운영 1월 매년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생약초체험학습장 운영 1월 매년 홈페이지

실과명 내용 시기 주기 공개방법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  JANGHEUNG-GUN.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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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egional_economy/enterprise_intro/enterprise/internet_cafe
/jnjmarket/shopping/area/cattle
/www/open_data/life_environment/garbage_collection
/www/open_data/life_environment/environmental_report
/tour/attractions/mountain
/www/regional_economy/enterprise_intro/enterprise/processing_company
/www/open_data/maritime/permission
/www/open_data/maritime/commission
/www/life_welfare/public_security_action/public_security
/jares/group
/jares/majorplan/center
/jares/majorplan/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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