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이용시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및 수용여부에
대한 문의는 ?

A.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의 처리기관

․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 진행상황, 결과 및 수용․불수용 관련 내용 문의는
안내문자(스마트폰 PUSH 알림 포함) 또는 안전신문고 앱․포털의
“나의신고” 기능에서 답변․조치한 내용을 확인 후 처리기관의
지정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안전신문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A.

로그인 화면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아이디의 경우 일부를

“*”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정확한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안전신문고
시스템 운영센터(044-205-4237)로 문의 바랍니다.

Q. 안전신문고 신고(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A.

신고가 처리기관에서 수용이 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 하시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 되며, 마일리지 우수 적립자를
선정하여 매년 말에 소정의 기념품(모바일 쿠폰 등)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는
마이페이지

→ 나의 신고 마일리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안전신문고 신고를 취소(취하) 하고 싶을 때는?

A. 1)

회원 신고인 경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신고

화면에서 해당 신고의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
버튼으로 신고를 취하 하실 수 있습니다.

2)

비회원 신고인 경우 로그인

탭에서 비회원 인증

“취하”

→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

→ 나의 안전신고 화면에서 해당 신고의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

“취하”

버튼으로 신고를 취하

단, 답변이 완료된 신고에 대해서는 취하가 불가합니다.

Q. 안전신문고에서 비회원으로 신고한 내용을 회원 신고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A.

신고 및 답변 데이터는 공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이후의
모든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답변 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처리답변 문자(스마트폰

PUSH

알림 포함)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서 처리결과 내용에 안내된

앱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거나, 연락처로 연결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신고를 하고 싶은데 유선전화 등으로 접수 할수 없나요?

A.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전화 등으로는 신고접수를 받고
있지 않사오니, 전화를 통한 일반 민원은 국번 없이
민원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110

정부

Q.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후 실행시 안전신문고 앱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A.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후 처음 실행 시 앱 실행에 필요한 권한
부여 요청 알림이 나타나며,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앱이 실행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앱을 삭제

→ 재설치 후 해당 권한을 부여 하면 정상

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 이용 관련
문의는 시스템 운영센터(044-205-4237)로 전화 바랍니다.

Q.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안전신고 → 신고발생지역
지정 화면에서 현재 위치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A. 1)
2)
3)

휴대폰의

GPS

기능이 켜져 있는지(On 상태) 확인

안전신문고 앱의 설정메뉴에서 '내 현재위치(GPS)설정‘ 메뉴가

On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휴대폰의 환경설정

→ 애플리케이션 → 안전신문고 앱을 선택

후 권한 메뉴에서 위치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
위 세 가지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안전신문고 앱 실행시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가 보일 경우 꼭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A.

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 메시지가 보일 경우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안전신문고 본인인증을 하는데 인증번호가 오지 않습니다.

A.

휴대폰 통신사나 가입하신 부가서비스에서 스팸 처리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거나 스팸차단 부가서비스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