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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인기검색어
최근이슈



전체  영양고추  검색

영양고추(으)로 66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메뉴 검색결과 (5건)

[영양군청]영양소개 > 으뜸영양고추

[문화관광]문화·축제 >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영양군청]영양소개 > 으뜸영양고추 > 영양고추제품

[문화관광]관광명소 > 박물관/공원 > 영양고추홍보전시관

[문화관광]음식·숙박·쇼핑 > 특산물 > 영양고추

웹페이지 검색결과 (34건)

+ 웹페이지 검색결과 더보기

관광지검색결과 (1건)

이미지검색결과 (26건)

+ 이미지 검색결과 더보기

게시글검색결과 (561건)

[유관기관공지]영양고추유통공사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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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검색어

영양

영양군

산나물

산나물축제

하는

버스

두들마을

2022

마을소개

매매

최근이슈

산나물

영양

영양군

하는

산나물축제..

마을소개

두들마을

2022

버스

마을

이용안내 > 통합검색

동명철망 5 돌망태 영양고추유통공사 경북 영양군 일월면 재일로 205...
http://www.yyg.go.kr/www/welfare/region_economy/manufacturing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제19회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추진 대회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8

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제17회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추진 철저 대외 홍보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4

쾌적한 피서문화 정립 제16회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추진 철저 대...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2

율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영양고추유통공사 2011 23,177 13,3...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administration_info/public_enterprise/settlement_infolist

지역업체현황

2018년

2014년

2012년

산하지방공기업결산정보

관심콘텐츠담기

영양고추홍보전시관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16
054-682-6271

10

제7회 영양관광사진공모전 사진

제7회 영양관광사진공모전 사진

제7회 영양관광사진공모전 사진 제6회 영양관광사진공모전

통합검색

(http://tour.yyg.go.kr)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
http://www.yyg.go.kr/www/introduce/best_redpepper
http://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peppergirl
http://www.yyg.go.kr/www/introduce/best_redpepper/product_pepper
http://www.yyg.go.kr/tour/attractions/museum/pepper
http://www.yyg.go.kr/tour/amusement/regional_product/hotpepper
http://www.yyg.go.kr/www/welfare/region_economy/manufacturing
http://www.yyg.go.kr/www/welfare/region_economy/manufacturing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8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8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4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4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2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2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administration_info/public_enterprise/settlement_infolist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administration_info/public_enterprise/settlement_infolist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display_target=content_page&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8%2581%25EC%2596%2591%25EA%25B3%25A0%25EC%25B6%2594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main_areas?mode=view&idx=4672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main_areas?mode=view&idx=4672
http://www.yyg.go.kr/www/introduce/multimedia/picture_conspiracy?mode=view&idx=125900
http://www.yyg.go.kr/www/introduce/multimedia/picture_conspiracy?mode=view&idx=125900
http://www.yyg.go.kr/www/introduce/multimedia/picture_conspiracy?mode=view&idx=125900
http://www.yyg.go.kr/www/introduce/multimedia/picture_conspiracy?mode=view&idx=125900
http://www.yyg.go.kr/www/introduce/multimedia/picture_conspiracy?mode=view&idx=125900
http://www.yyg.go.kr/www/introduce/multimedia/picture_conspiracy?mode=view&idx=125900
http://www.yyg.go.kr/www/introduce/multimedia/picture_conspiracy?mode=view&idx=125899
http://www.yyg.go.kr/www/introduce/multimedia/picture_conspiracy?mode=view&idx=125899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display_target=photo&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8%2581%25EC%2596%2591%25EA%25B3%25A0%25EC%25B6%2594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42364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66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90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91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51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52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C%2598%2581%25EC%2596%2591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C%2598%2581%25EC%2596%2591%25EA%25B5%25B0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C%2582%25B0%25EB%2582%2598%25EB%25AC%25BC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C%2582%25B0%25EB%2582%2598%25EB%25AC%25BC%25EC%25B6%2595%25EC%25A0%259C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D%2595%2598%25EB%258A%259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B%25B2%2584%25EC%258A%25A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B%2591%2590%25EB%2593%25A4%25EB%25A7%2588%25EC%259D%258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022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B%25A7%2588%25EC%259D%2584%25EC%2586%258C%25EA%25B0%259C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B%25A7%25A4%25EB%25A7%25A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C%2582%25B0%25EB%2582%2598%25EB%25AC%25BC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C%2598%2581%25EC%2596%2591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C%2598%2581%25EC%2596%2591%25EA%25B5%25B0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D%2595%2598%25EB%258A%259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C%2582%25B0%25EB%2582%2598%25EB%25AC%25BC%25EC%25B6%2595%25EC%25A0%259C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B%25A7%2588%25EC%259D%2584%25EC%2586%258C%25EA%25B0%259C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B%2591%2590%25EB%2593%25A4%25EB%25A7%2588%25EC%259D%258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022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B%25B2%2584%25EC%258A%25A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B%25A7%2588%25EC%259D%2584


[유관기관공지]영양고추유통공사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영양고추유통공사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영양고추유통공사 임원(비상임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공기업 운영에 전문성과
역량을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42364

[유관기관공지]영양고추유통공사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영양고추유통공사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영양고추유통공사 임원(비상임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공기업 운영에 전문성과 역
량을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42050

[유관기관공지]영양고추유통공사 일용직 모집 공고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는 2022년 홍고추수매사업에 따른 일용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 용 인 원 : 62
명 (남 35, 여 27) * 접 수 기 간 : 2022. 7. 7(목) ~ 7. 21(목) 18:00까...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36944

[자유게시판]영양고추유통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군보조금과 지원금 매년 받아 어디쓰나? · 의혹해소 위해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 절실 영양고추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에 대한 생산농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농민들은 시중에서 말린 고추(...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8108

[유관기관공지]영양고추유통공사 일용직 모집 (재)공고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는 2021년 홍고추수매사업에 따른 일용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아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 용 인 원 :
25명 (남 10, 여 15) * 접 수 기 간 : 2021. 7. 22(금) ~ 7. 30(금) 1...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27966

+ 게시글 검색결과 더보기

군지검색결과 (34건)

+ 군지 검색결과 더보기

직원/업무검색결과 (3건)

이름 : 백소희 [054-680-6573]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학교급식지원 , - GAP 관련 보조사업 , -농산물품질인증 및 원산지표시관련 업무 , - 농산물 포장재 및 유통활성화 지원 , - 고추아가씨 및 영양고추유통센터 관리

이름 : 이명희 [054-680-6390]

직책 : 팀장

부서 :

업무 : - 고추특화업무 기획 및 계획수립 등 전반 , - 영양고추유통공사 지도·감독 , - 영양고추유통공사 지원 , - 영양고추종합가공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 , - 고추공정 육묘장 지원

이름 : 김동연 [054-680-6391]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영양고추유통공사 지원, - 영양고추산업특구 추진 및 운영, - 영양고추산업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 - 영양고추산업특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 고추비가림시설사업 지원, - 농산물 유통

시설(저온저장고) 추진, - 담당예산 및 지출

비롯해 분재야생화테마파크, 민물고기전시관,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자연생태마을 등을 둘러볼 수 있...
/yyggunji/viewer/1?page=66

재 보관1,305(7)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주소: 영양읍 영양창수로 346전화: ...
/yyggunji/viewer/1?page=90

소장설립일: 1987년 11월 1일(9) 영양고추유통공사주소: (36513) 일월면 재일로 ...
/yyggunji/viewer/1?page=91

하였다. 전국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영양고추의 상품성 향상 및 홍보의 강화는 민선행정의...
/yyggunji/viewer/1?page=451

. 민선 3기는 청정자연, 문향의 이미지, 영양고추를 비롯한 지역특산물, 일월산 등의 자원을 ...
/yyggunji/viewer/1?page=452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COPYRIGHT BY YEONGYANG-GUN. ALL RIGHTS RESERVED.

(http://tour.yyg.go.kr)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42364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42050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42050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36944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36944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8108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8108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27966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27966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display_target=board&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8%2581%25EC%2596%2591%25EA%25B3%25A0%25EC%25B6%2594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66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90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91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51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52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display_target=gunji&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8%2581%25EC%2596%2591%25EA%25B3%25A0%25EC%25B6%2594



	紐⑹감
	통합검색
	인기검색어
	최근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