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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홍보영상

경상북도 영양군 홍보영상 시간을 거스르는 곳 영양군 패션의 메카 영양군 젊은이들의 사랑이 꽃피는 곳 영
양군 청춘 시작 볼꺼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모두 공존하는 영양 전통시장 희망과 사랑이 공존하는 곳 영양군 
영양군으로 놀러오세요 끝

2019-03-22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관련 안내

come on,everybody 스마트 폰에 빠진 사람들 ,잘 들어 listen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 없으면 안절
부절,거북목과 손목 통증 중독은 안돼요,중독은 위험해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오노 횡단보도에서도 스마트
폰,오 마이 갓 중독되면 푹 자기 어려워 중독되면 건강관리 어려워 중독되면 위험해,위험해 위험해 지하철,
버스에 탄 사..

2017-09-06

아직도 장농 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

집계약할때!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차를 사고 팔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감 증명서! 하지만 이거 
한장 발급받는게 생각보다 너무 불편하다며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태훈 (대학원생) 인감
등록을 하려면 관할주소지까지 가야하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버스비도 버스비고 요즘 같은세상에 이게 뭐하
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김비오 (직장인..

2017-07-25

본인서명 동영상

인감증명서의 새로운 얼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금 신청하세요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쓰이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이용가능하다는 사
실 알고 계신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비스가 시행된지 3년이 됐습니다. (2012년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하지만 관행과 서명의 생소함때문에 잘 활..

2017-02-23

군단위 LPG망 구축사업 홍보영상

농어촌의 에너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힘찬 도약 군단위 LPG 배관
망 구축사업 소득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보다 더 비싼 에너지 사용으로 도시와 농어촌간 에너지 불균
형이 점점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열악한 농어촌 및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사용환경에 
주목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통..

2016-09-07

정부 3.0 홍보동영상

정부3.0 창업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을까? 정부3.0은 쉽습니다. 공공정보를 누구나 쓸수 있게 개방하면 창
업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빨리빨리 해줄 수 없을까? 정부3.0은 빠릅니다. 따로따로 하지않고 서로 협업하면
행정처리가 훨씬더 빨라집니다.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없을까? 정부3.0은 편합니다. 번거로운 생활민원을 
한..

2016-07-26

복지로 홍보 동영상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는 주위의 이웃이 ‘도움
을 신청’하거나, 복지관련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포털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복지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안내해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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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생방송 전국시대(안동 MBC)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의 정효열입니다 자막) 정효열 (생방송전국시대) 육지속의 섬이라고 불릴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 바로 우리 지역 영양인데요 자막)생방송전국시대 잠시후 [밤하늘 볓빛명소, 
영양으로 가자!] 그런데 얼마전 이곳이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새롭게 주목
을 받고있습니다. 그 기쁜..

영양과친해지기
[영양과 친해지기] 설렘반 두려움반 혼자 떠나는 여행은 왠지 그렇다 그래도 나는 좋다 영양과의 첫 대면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래! 영양과 친해지는 거야! [자연과 친해지기] 나를 처음으로 반겨주는 이
는 영양 8경의 하나인 선바위와 남이포다. 거대한 촛대바위가 조선시대 남이장군의 위용을 보는 듯하다. 여
행의 참맛은 걷는데 있..

2015-04-23

H.O.T Festival 
2012 영양고추 H.O.T Festival TV-SPOT RT.30″ 영양군 PD.Kim,Jinyong Tel.011-9707-9181
2012 영양고추 H.O.T 패스티벌 세계인의 스파이스! 영양고추 아이고 답답다 참 영양고추를 몰래 영양고추 
9월 13일부터 3일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막) 청정지역에서 자라 맛과 향이 좋은 영양고추..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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