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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검색어
최근이슈



전체  인구  검색

인구(으)로 579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웹페이지 검색결과 (19건)

+ 웹페이지 검색결과 더보기

이미지검색결과 (2건)

게시글검색결과 (492건)

[자유게시판]인구 18,000명시대를 위한 군민대토론회를 제안 한다.

했다. 이날 정례회 진행중 주요부서 현안 질의에서 김형민 의원은 “영양군수 335공약중 인구 3천명 증가 공약이 헛공약을 넘어 그 당시의 인구   
키지 못하고 16,00...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2557

[보도/해명자료]인구 절벽에 마주선 영양군, 범군민적 해법을 모색하다!

가(�)득 영양 in(�)으로~ -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예상되는 사
회․경제적 위험요인 해소와...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14329

[배너존]인구의날 홈페이지

7월11일 인구의 날...
http://www.yyg.go.kr/www/support/main_board/banner?mode=view&idx=34831

[자유게시판]영양군인구

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는건지요? 미취학아동 나이대별로 파악하는게 그렇게 힘든가보죠? 인구정책 아무리 한들 인구가 늘어나나요? 미취학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13391

[보도/해명자료]영양군, 지방소멸대응 및 인구정책 분야 영양군민 정책제안 공모 시행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 동안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 분야의 영양군민 정책제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심각하게
직면해 있는 군...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2242

+ 게시글 검색결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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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통합검색

노인보건사업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silver/silver_health

는 주요 재해로 최근 도시화의 가속에 따른 인구밀집의 영향으로 그 피해가 증가되어 가고 있...
http://www.yyg.go.kr/www/welfare/safety_management/disaster_info

등 관내기관단체 일손돕기 행사 독려 인구 늘리기 적극 참여 인구 늘리기 추진...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7

11. 유사지방자치단체 현황, 의원 및 인구수 HWP다운 PDF다운 12....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finance/2017_new/2017_closing

11. 유사지방자치단체 현황, 의원 및 인구수 HWP다운 PDF다운 12....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finance/2016_new/2016_closing

노인보건사업

재해관련정보

2017년

결산공시

결산공시

일월면 섬촌리 재인구의 '인구동

천..

일월면 섬촌리 재인구의 '인구동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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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검색결과 (60건)

+ 군지 검색결과 더보기

직원/업무검색결과 (6건)

이름 : 정순경 [054-680-6580]

직책 : 팀장

부서 :

업무 : - 일자리인구 업무 전반 , - 청년정책지원 , - 청년창업지원 전반 , - 투자유치업무 전반

이름 : 권형진 [054-680-6583]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민간투자유치 업무, - 청년정책지원, - 청년 창업 지원, - 청년일자리 업무, - 중소기업 창업지원, - 공장유치 및 농공단지 조성

이름 : 김승범 [054-680-6581]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지방소멸대응 업무

이름 : 이예진 [054-680-6584]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인구증가 대책 수립 및 시행 , - 지역인구증가 관련 업무 , -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운영 , - 저출산지역 맞춤형 시책 개발 , - 저출산 민관 협력체계 구축 ,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

보

이름 : 정다윤 [054-680-6582]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 - 공공근로사업 업무 ,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 , -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 -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보급 , - 고용 및 노정업무 , - 대학생 공공기관

일자리지원 , - 마을기업육성 및 사회적기업육성사업 , - 산업재해예방 업무

+ 직원/업무 검색결과 더보기

. 지질과 토양4. 기후제2장 인문지리1. 인구2. 주택과 마을3. 토지4. 자원제2편현황...
/yyggunji/viewer/1?page=11

1 편����위치와 면적지형지질과 토양기후인구주택과 마을토지자원제1장자연지리제2장인문지리...
/yyggunji/viewer/1?page=14

와 철도가 없다. 또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든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을 보이며 산...
/yyggunji/viewer/1?page=16

도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 인구의 경우는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
/yyggunji/viewer/1?page=31

지리와 역사 | 지리32영 양 군 지1. 인구인구는 한 지역의 인문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yyggunji/viewer/1?page=32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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