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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인기검색어
최근이슈



전체  예산  검색

예산(으)로 840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메뉴 검색결과 (12건)

[영양군청]군정정보 > 재정정보 > 세입세출예산서

[영양군청]군정정보 > 재정정보 > 예산성과계획서

[영양군청]군정정보 > 재정정보 > 성인지예산서

[영양군청]군정정보 > 재정정보 >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란?

[영양군청]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정보비공개대상목록 > 기획예산실

+ 메뉴 검색결과 더보기

웹페이지 검색결과 (58건)

+ 웹페이지 검색결과 더보기

게시글검색결과 (721건)

[타기관소식]예산군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안내

예산군은 예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모바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군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
폰 및 안드로이드폰용 앱 개...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other_agency?mode=view&idx=84654

[보도/해명자료]영양군, 2024년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

27일(월)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및 국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제2차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도비 확보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2173

[보도/해명자료]영양군,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선제적 대비

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국실과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제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양군은 2024년도 신규사업
21건에 건의액 1,0...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0238

[보도/해명자료]영양군, 예산효율화 사례평가 최우수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상

영양군이 5일 시민단체가 선정한‘2022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 이 상은...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0176

[보도/해명자료]영양군 2023년 본예산 역대 최대 규모 3,883억원 편성, 의회제출

           2023  예산 3,883     ”   전
년대비 427억원(1...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39939

+ 게시글 검색결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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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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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통합검색

한 전통시장 활성화 2019년 예산의 효율적 편성 사전 철저한...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8

검토 및 보완 계획 수립 2018년 예산의 효율적 편성 2018년 국비사업,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7

업에 대한 심층 평가 2017 주요사업 예산확보 및 사전계획 수립 수확철 일손...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6

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2016년도 예산확보 총력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5

10월중 역점시책 2015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철저 국·도비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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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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finance_info/revenues_expenditure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result_plan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gender_budget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finance_info/citizen_budget/info
http://www.yyg.go.kr/www/open_data/open_administrative/closed_list/plan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display_target=menu&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8%2588%25EC%2582%25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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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7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6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6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5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5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4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display_target=content_page&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8%2588%25EC%2582%25B0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other_agency?mode=view&idx=84654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other_agency?mode=view&idx=84654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2173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2173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0238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0238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0176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0176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39939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39939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display_target=board&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8%2588%25EC%2582%25B0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15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60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79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190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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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C%2582%25B0%25EB%2582%2598%25EB%25AC%2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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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D%2595%2598%25EB%258A%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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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B%25A7%2588%25EC%259D%2584%25EC%2586%258C%25EA%25B0%2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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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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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B%2591%2590%25EB%2593%25A4%25EB%25A7%2588%25EC%259D%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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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C%2580%25ED%2595%2599%25EC%2583%25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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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B2%2584%25EC%258A%25A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B%25A7%2588%25EC%259D%2584


+ 게시글 검색결과 더보기

군지검색결과 (8건)

+ 군지 검색결과 더보기

직원/업무검색결과 (41건)

이름 : 정현석 [054-680-6021]

직책 : 실장

부서 :

업무 : - 기획예산실 업무 전반

이름 : 김경호 [054-680-6120]

직책 : 팀장

부서 :

업무 : -기획팀 업무 전반, -군정목표 및, -군정기본운영 계획수립 등

이름 : 남재희 [054-680-6123]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과 서무 및 회계업무 , - 용역과제 심의회 운영 , - 통계 및 조사업무 , - 기본현황 등 자료관리 , - 지적재산권 관리 , - 행정자료실 관리 , - 영양군 SNS홍보단 운영 , - 제안업무

이름 : 오상우 [054-680-6124]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평가업무 전반, - 군 의회 운영지원, - 각종 공모사업 업무지원, - 공무원 정책연구팀 운영(정책디미방), - 각종 위원회 관리

이름 : 이현규 [054-680-6121]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기획업무 일반 , -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 - 시책 및 각종업무보고 , -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 - 각종 토론회 및 행사개최

+ 직원/업무 검색결과 더보기

안동시·예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예산군·태안군 등과 동일한 위도이다. 경도는 남...
/yyggunji/viewer/1?page=15

현황: 2국 12과- 자치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주민복지...
/yyggunji/viewer/1?page=60

까지 이어지고 있다.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결산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yyggunji/viewer/1?page=79

괄 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연별예산현액세입세출잉여계일반특별계일반특별계일반특별계...
/yyggunji/viewer/1?page=190

. 1801년 신유박해 후 충청도의 홍주, 예산 등 여러 곳에서 피난 온 신자들이 이곳으로...
/yyggunji/viewer/1?page=436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COPYRIGHT BY YEONGYANG-GU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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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15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60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79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190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36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display_target=gunji&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8%2588%25EC%2582%25B0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display_target=staff&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8%2588%25EC%2582%25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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