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1. 23.(화) 3층 회의실

2021년 11월 통장 월례회의
○ 운정2동 주민센터 행정홍보 사항
[총무팀]
1. 단계적 일상회복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2. 202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3. 김장쓰레기 배출 요령
4.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개장
5. AI·VR 면접체험관 운영
6. 2021년 동절기 가스안전 홍보
7. 소중한 물환경 보전을 위한 맑은하수 실천약속
8. 제25회 파주장단콩 축제
[시민복지팀]
9.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마을공동체팀]
10.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근절 홍보
※ 통장문서함(2동 복지창구 앞)을 수시 확인하여 행정사항 홍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계적 일상회복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m 적용지역: 경기도
m 적용대상
-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10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11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등 친목형성 모임·행사
‣ (적용예외) 동거가족 모임,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조치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 확인
‣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2021.11.13.0시~
: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원칙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 예외적 허용아래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당초 취식 가능한 시설은 종전과 같음
⁃ (1명~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여 취식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식당’ 방역수칙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0명 이상)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m 문

의: 파주시 보건행정과(031-940-9701), 운정2동 총무팀(031-820-7742~7745)

2

202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m 모금기간: 2021.12.1. ~ 2022.1.31.(1차 집중모금기간)
m 참여대상: 만25세 이상 ~ 만75세 미만 세대주
※만30세 이하 단독 세대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세대주 제외
m 권장금액: 세대주(10,000원)
m 모금근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제8조 및 적십자회비모금 사무처리 지침 등
m 모금방법: 회비납부용지 배부 -> ARS, 가상계좌, 금융기관, 인터넷 등 납부
m 협조사항: 세대별 고지서 배부 및 주민홍보
m 문

의: 파주시 민원봉사과(031-940-4343), 운정2동 총무팀(031-820-7742)

m 협조사항: 주민홍보

3

김장쓰레기 배출 요령

m 배출기간: 2021. 11월 ~ 12월 (한시적 운영)
m 배출요령
다듬고 남은 채소 등
[예] 흙 묻은 채소, 뿌리, 고추 꼭지,
배추 겉잎, 배추 밑동, 노끈, 무
양파 껍질, 조개‧굴 껍데기 등

일반 종량제 봉투
(흰색 일반용 또는 청색 재사용봉투)

소금에 절인 채소,
물 또는 양념이 묻은 채소

음식물 종량제 봉투 (노란색)
또는 RFID 개별계량기기에 배출

지역별 청소업체 연락처
읍면동

청소업체

전화번호

읍면동

청소업체

전화번호

문산읍

㈜MS환경

945-3655

교하동

㈜진환경

942-6687

조리읍

㈜아침환경공사

947-1338

운정 1동

㈜이 룸

947-2778

법원·적성·파평

㈜북파주환경

946-2788

운정2·3동

㈜하나환경

8071-1192

파주·광탄

㈜늘푸른환경

957-8383

금촌 1동

㈜파주환경공사

953-4523

탄현·월롱

㈜더조은환경

944-7749

금촌2·3동

㈜두 성

944-1613

m 협조사항: 주민홍보
m 문

의: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734)

4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개장

m 주요시설: 장류 생산시설, 로컬푸드 직매장, 카페·음식점, 항아리마당 등
m 운영시간: 로컬푸드 직매장(10시~18시), 해스밀래 카페(11시~20시)
m 협조사항: 주민홍보
m 관련문의: 대표번호(031-943-5445),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팀(031-940-4805)

5

제25회 파주장단콩 축제

m 기

간: 2021.11.26.(금) ~ 11.28.(일)

m 장

소: 파주시 임진각 광장(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m 내

용: 파주장단콩 등 판매

m 협조사항: 주민홍보(문산역에서 행사장까지 무료셔틀버스 수시운행, 9시~18시)
m 관련문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체험농업팀(031-940-5281)

6

AI·VR 면접체험관 운영

m 운영기간: 2021. 11월 ~ 12월
m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준일 2021.11.1.이전)가 파주시인 구직자
- 파주시 관내 소재 대학생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m 신청방법: 파주시일자리센터 방문 또는 유선 접수
m 기타사항: 체험비 전액 무료, 체험 후 취업컨설팅을 통한 취업지원 등
m 협조사항: 주민홍보
m 문

의: 파주시일자리센터(031-940-9781~8),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5101)

7

2021년 동절기 가스안전 홍보

m 동절기 가스안전 홍보 사항
- 가스보일러(배기통 이탈 등) 수시 점검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 부탄캔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등
m 협조사항: 주민홍보
m 문

의: 파주시 기업지원과(031-940-8462)

8

소중한 물환경 보전을 위한 맑은하수 실천약속

m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깨끗한 파주를 만든다”
- 소중한 물환경 보전을 위한 맑은 하수 배출 실천 약속
- 홍보동영상 QR코드

m 주요내용(생활 속 실천약속)
1.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합시다.
- 음식물 쓰레기는 거름망을 이용해 분리 배출하고, 그릇에 묻어있는 기름 등은
휴지로 닦은 후 씻으면 수질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합성세제는 적당량을 사용합시다.
- 합성세제는 하수처리장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므로 항상 적당량을 사용한
습관을 기릅시다.
3. 변기에 물티슈 등 이물질을 버리지 맙시다.
- 화장실 변기에 물티슈, 머리카락 등 이물질을 버리면 하수도가 막히게 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4. 폐유 등 오염물질을 버리지 맙시다.
- 폐유나 기름이 묻어있는 물건을 버리거나 세척할 때 나오는 물은 하천을 오염
시키고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며 우리가 먹는 상수원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5. 물을 절약해요.
- 설거지를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m 협조사항: 주민홍보
m 문

의: 파주시 하수도과(031-940-5097)

9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m 배

경 :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으로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와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함
m 개시일 : 2021. 12. 21. 전면 발급 개시
m 주요 내용
-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 사증 면수 확대
-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 주민등록번호 제외 및 여권번호 체계 변경
-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m 문

의: 외교부 여권과(02-2002-0171~2)

< 차세대 전자여권 견본사진 >

<일반여권 표지>

<개인정보면>

<앞표지이면>

<사증면>

10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근절 홍보

m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으로 추정

m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제품 사용(www.gdis.or.kr 확인) 및 불법 개‧변조 금지
m 협조사항: 주민홍보
m 관련문의: 파주시 환경수도관리본부 하수도과(031-940-5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