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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2023-05-22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서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서식 *신규 설치*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2. 응급장비 설치 사진 *폐기 등 신고* 1. 응급장비 폐기 등 신고서 *안내판 서
식* *관리지침*

2,191  
2023-05-22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2023년 6월 식단표

목포시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2023년 6월 식단표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오니 영양관리 및 식사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190  
2023-05-18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아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당시험□ 1. 2023
년 제2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외국어(중국어)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1:30 2. 공군 제53/54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30 ~ 13:15 * 9:40까지 입실 3. 2023년 ..

2,189  
2023-05-15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 접수기간: 2023. 5. 31.(수) ~ 6. 2.(금) [3일간] (9:30~11:30, 13:30~16:30) ○ 지원대상: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 ○ 선정기준: 영양위험요
인이 있는 취약계층 우선선정 ○ 지원내용: 보충식품 제공,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평가 ○ 신청방법: 목포시보건소 방문접수(원산로 45번길 5)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전화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 전화예약 ☎061-270-895..

2,188  
2023-05-15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아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당시험□ 1. 2023
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민·형사 실무능력평가 및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 시험일시: 2023.5.26.(금) ~ 5.27.(일), 8:30 ~ 18:00 2. 광
산보안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 5.21.(일), 9:00 ~..

2,187  
2023-05-08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수칙 개정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8개 전문학회*와 공동으로「만성콩팥병 예방관리수칙(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23년)」을 개정하였습니다.
* 대한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
신장학회 개정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수칙을 실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가세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khealth.kdca.go.kr) 알림
정보..

2,186  
2023-05-08
제4회 국민 암예방수칙 포스터 공모전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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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citizen_participation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3233&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3233&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3214&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3214&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3092&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3092&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920&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920&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888&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888&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621&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621&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619&mode=view


 제4회 국민 암예방수칙 포스터 공모전 알림

광주전남지역암센터에서는 소아청소년에게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암 예방 활동 실천을 위해 '제4회 국민 암예방수칙 포스터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4회 국민 암 예방수칙 포스터 공모전】 ■ 공모기간 : 2023. 5. 8.(월) ~ 2023. 5. 31.(수) ■ 대 상 : 광주 · 전남
지역 초등학교 재학생 ■ 공모주제 : 국민 암예방수칙 중 한 가지 이상을 주제로 함 ■ 시상내용 : 15..

2,185  
2023-05-04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기간: 2023. 5. 16 ~ 7. 31. ○ 조사단위: 가구, 개인 ○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표본가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추출 -
제외자: 미귀화 외국인, 비혈연가구원(하숙생 등), 군복무자 ○ 조사인원: 약 900명 ○ 조사방법: 조사원 가구방문 1:1 면접 조사 ○ 조사내용: 질병 
및 건강행태 측정 항목

2,184  
2023-05-04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아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당시험□ 1. 2023
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5.8.(월) ~ 5.12.(금), 9:00 ~ 15:40 * 종료시각 응시자별 상이 2. 2023년도 제17
회 환경측정분석사 구술 실기검정 - 시험일시: (대기1차) 2023.5.27.(토) 11:30 ~ ..

2,183  
2023-05-01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아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당시험□ 1. 일반
직(방호 7·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 4차 전형(인성면접, 신체검사) 시험 - 시험일시: 2023.4.25.(화) 9:00 ~ 15:00 2. '23년도 육군 군 가산복무지원
금 지급대상 부사관 선발(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3.5.13.(토), 08:30 ~ 12:50 3...

2,182  
2023-04-27
엠폭스 대응지침(제4판) 안내

엠폭스 대응지침(제4판) 및 FAQ를 안내해드립니다.

2,181  
2023-04-27
전 시민 걷기 챌린지 안내(5월 5차)

2023년 「전 시민 걷기 챌린지」 1월부터 12월까지 (12회)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2023. 5. 1. ∼ 5. 31. ▪ 대 상: 목포시민 ▪ 
방 법: 모바일 앱 “워크온” 설치 ☞ 목포시 걷기 커뮤니티 가입 ☞ 챌린지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 목표달성 후 ‘응모하기’ 누르기 ▪ 내 용: 한달 
간 15만보 걷기(하루 최대 10,000보 인정) ▪ 경 품: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5..

2,180  
2023-04-25
엠폭스 예방 및 행동 수칙 안내문

4월 13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하여 대응 함에 따라 엠폭스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해 '엠폭스 예방 및 행동수칙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대국민용 - 엠폭스 예방수칙 - 엠폭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발생지역 방문자용 - 엠폭스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엠폭스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엠폭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2,179  
2023-04-25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2023년 5월 식단표

목포시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2023년 5월 식단표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오니 영양관리 및 식사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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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326&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250&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250&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239&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239&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155&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155&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100&mode=view
/health/citizen_participation/notice?idx=512100&mode=view


목포시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2023년 5월 식단표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오니 영양관리 및 식사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178  
2023-04-20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아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당시험□ 1. 2023
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10:00 ~ 11:40 2. 2023년도 제21회 8급 공개경쟁채
용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1:00 ~ 17:40

2,177  
2023-04-17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아래 해당시험 응시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당시험□ 1. 2023
년도 제38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1차) - 시험일시: 2023.4.22.(토) 9:30 ~ 11:35 2. 기술사 제130회 필기시험 외 3건 - 시험일시: '
붙임3' 참고 3. 2023년 정기 기능사 제3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6.24.(..

2,176  
2023-04-07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아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당시험□ 1. 2023
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1:40 2. 2023년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
토) 13:50 ~ 18:10 3. 2023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2,175  
2023-04-06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안내

문의사항 : 061-270-4271, 4272

2,174  
2023-04-05
목포시 등록 임산부 대상 쿠킹클래스 및 비대면 손태교 신청자 모..

목포시보건소에서는 임신·출산 안심환경조성을 위한 「아이마중 프로젝트」일환으로 “튼튼쑥쑥 쿠킹클래스” 와 “한땀한땀 손태교”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자 합니다. 목포시 등록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목포시 등록 임산부 중 신청자 100명 □ 모
집기간 : 2023년 4월 6일(목) 9시~ 선착순 마감시(마감시 홈페이지 안내)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링크 또는 QR코드) ..

2,173  
2023-03-31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아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당시험□ 1. 제64
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20 ~ 11:40 2.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4.17.(월) ~ 5.7.(일), 9:0
0 ~ 18:00 3.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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