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기획감사실 공보팀(☏540-3037)
■ 2021년 4월 2일(금)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계도 실시
자료문의 주민복지과 장애인팀장 이동예(☏540-3846)
담당자 김경희(☏540-3847)
보은군은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등 위반 행위에 대해 4월부터 집중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기본 취지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시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양도·대
여·부정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
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

하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문화를 정착시키
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 은군 치매안심센터, ‘2021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추진
자료문의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장 최금옥(☏540-5641)
담당자 박찬아(☏540-5642)
보은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영순)는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2021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통해
치매 환 자 와 가 족 의 어 려 움 을 함 께 나 누 고 치 매 에 대 한 군 민 들 의
올바른 인식개선 등 치매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
로 나 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 휴대폰에서 포털사이트 밴드 설치 후 「보은군보건소와 함께
하는 D에 서 S로~」밴드 가입 ▲ 태 봉 산 과 보 은 읍 벚 꽃 길 (죽 전 리
남 다 리 ~ 금 굴 교 차 로 방 향 ) 내 ‘2021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
인증샷 지정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에서 인증샷 촬영 ▲「보은군보건소와
함께하는 D에서 S로~」밴드에 인증샷을 올린 후 기념품 제공기간에 선착순으
로 치매안심센터에서 기념품을 수령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를 통해 일상 속 걷기
실천으로 치매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540-5642)로 문의하면 된
다.

□ 보은군 삼승면 이장협의회, 군 보건소 위문품 전달
자료문의 삼승면 복지민원팀장 김형신(☏540-4195)
담당자 권 민(☏540-4195)
삼승면 이장협의회(회장 정구영)는 지난 1일 보건소를 방문해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비상근무로 피로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식 삼승면장도 함께 했으며 위문품으로 라면 등(100만원
상당) 물품을 준비했다
정구영 이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군 보건소 직원
을 격려하고자 위문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장협의회에서도 코로나
19 방역활동을 자체 방역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영순 보건소장은 “삼승면 이장협의회에서 준비해 주신 위문품은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감사하게 사용하겠다”며“코로나19로 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식 삼승면장은“힘들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조금
만 더 힘을 내 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