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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유용한

공공정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 클릭한번으로 OK~

환경부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우리동네 대기질,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세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우리동네 대기질 정보 알림서비스(스마트폰 앱)

국립공원, 내 취향에 따라 맞춤식으로 즐기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 맞춤형 서비스

부동산 실거래가격, 부동산 거래전 꼭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온나라부동산통합포털시스템

수돗물 안심 확인 신청시 우선 법정 
수질검사 8개 항목을 1차 검사하고 기
준 초과시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전 항목에 대한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정밀하게 확인 해 줍니다.

실시간으로 대기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고, 
미세먼지ㆍ오존ㆍ황사 등 대기질 경보가 발
령되는 경우 즉시 알림정보(SMS 또는 스마
트폰앱)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Tel. 043)201-1252

■ 맞춤형 탐방지도 서비스(민·관 협업)
 - T맵을 이용한 힐링로드, 단풍탐방로 등 탐방 테마지도 서비스
 - Daum 로드뷰를 이용한 국립공원 3차원 탐방로 뷰 서비스
 ▷ 다음지도 (daum.net), T맵

■ 맞춤형 탐방로 서비스(탐방로 등급제)
 - 자신의 체력상태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를‘매우 쉬움’부터‘매우 어려움’까지 5등급으로 분류
      정보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www.knps.or.kr) 및 탐방로 입구 안내표지판

■ 맞춤형 야영장 서비스(야영장 등급제)
 - 국립공원내 야영장을 시설, 서비스, 안전상태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여 자신에게 맞는 야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야영장 등급제
      시행
 ▷ 국립공원관리공단 (www.knps.or.kr) - 야영장 등급제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다세대/연립 실거래가
조회, 단독/다가구 실거래가 조회, 개별 공시가격 조회,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물사랑 (http://www.ilovewater.or.kr)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 우리동네 대기질』 앱에서 알림서비스 기능 설정

▶ 온나라 부동산정보 종합포털 (http://www.onnara.go.kr)



대한민국 구석구석1 날씨 기상 특보3

휴식과 즐거움 명품마을2 싼 주유소 찾기4

국내 최대규모의 여행정보 서비스로, 여행복적별(체험, 레포츠 등)
관광지, 축제/행사, 숙박/음식 등 여행정보 종합 제공

폭염특보 등 기상특보 현황, 육상·바다 날씨 예보, 전국 주요 산악 및 
해수욕장(331개) 날씨 정보 제공

삶의 재충전을 위해 체류형 휴가를 원하는 국민에게 천혜의 경관과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품은 관매도 등 13개 명품마을 제공

싼 주유소 찾기, 유가예보 등 주유소 및 기름값 정보 제공

▷ 제공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 korean.visitkorea.or.kr
 [모바일] m.visitkorea.or.kr

▷ 제공 : 기상청
 [웹] www.kma.go.kr(날씨 > 특보·예보)

▷ 제공 : 국립공원 명품마을
 [웹] www.knps.or.kr/portal/main/contents.
                 do?menuNo=7020121

▷ 제공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웹] www.opinet.co.kr         [모바일] 앱 '오피넷'

우리지역 관광지와 축제·행사여행에 유용한 공공정보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운천동)

고인쇄와 관련한 우리나라 유일의 전문박물관으로 초등학교 5학년 국어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으며, 목판에서 금속활자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고인쇄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청남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남쪽에 있는 청와대란 뜻의 청남대는 1983년부터 20여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휴
양지로 이용된 곳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본관, 역대대통령광
장, 오각정, 골프장, 양어장, 초가정 등이 있으며, 대통령 생활상을 체험하는 대통
령역사문화관, 옥상쉼터인 하늘정원 그리고 연인과 대청호반을 따라 거닐수 있는 
아름다운 호반산책로가 있다.

문의문화재단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문의문화재단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조성된 역사교육장이
다. 단지 안에는 선사유적과 문산관(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을 비롯한 전통가옥과 
서덕길효자각, 김선복충신각을 원형대로 옮겨 세웠고, 문의지역의 옛 비석들을 모
은 비석거리도 조성 되어있다. 이밖에 양반가옥, 주막집, 토담집, 대장간, 성곽을 
재현해 전통문화의 향기와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청주 상당산성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上黨山城)은 원형이 잘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석성이다.
(성둘레 4.2km, 내부면적 73만㎡, 성 일주 시간 : 1시간 반) 성을 돌다 보면 청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19(국보 제41호)

괘불을 걸기 위하여 절앞에 세웠던것으로 명문이 
있는것으로는 한국에서 유일하다. 천년이 넘게 보
존되고 있는 주철 기술은 물론 '준풍'이라는 고려 
독자 연호와 '학원경'등의 교육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