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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검색어
최근이슈



전체  조례  검색

조례(으)로 24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메뉴 검색결과 (1건)

[영양군청]열린민원 > 행정서비스헌장 > 영양군행정서비스헌장 > 행정서비스헌장조례

웹페이지 검색결과 (18건)

+ 웹페이지 검색결과 더보기

게시글검색결과 (219건)

[자유게시판]뜨거운 감자가된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 3월에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제정이유는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서비
스개선을 위하여 관내 ...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5506

[자유게시판]1년에 70만원 지급하는 전남 강진군의 농민수당 지원조례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2017.12.27 조례 제23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04607

[보도/해명자료]영양군의회,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1  283   2      6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4561

[보도/해명자료]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운영 조례 제정

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김석
현 의원이 대표 발의...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25919

[자유게시판]영양군, 공공보건의료원 유치 막는 조례(안) 입법예고, 지역주민 결사반대

메트로신문 네이버에서 출처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원 유치 막는 조례(안) 입법예고, 지역주민 결사반대     조
례...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5755

+ 게시글 검색결과 더보기

군지검색결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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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검색어

영양

영양군

산나물

산나물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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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마을

마을소개

2022

버스

마을

최근이슈

산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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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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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마을

마을소개

대학생

산나물축제..

버스

마을

이용안내 > 통합검색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life_guarantee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사...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handicap/handicap_support/self_government

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handicap/handicap_support/etc_agency

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자치단체 조례 등 귀농관련 지자체 정보제공 02-207...
http://www.yyg.go.kr/www/welfare/life_info/farming_guide/wedsite

선발(�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참고) 기타사항 ...
http://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edu_support/yy_dormitory

국민기초생활보장

지방자치단체시행

기타중앙기관시행

귀농/귀촌 정보사이트

영양학사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
/yyggunji/viewer/1?page=79

영양군지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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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_complaint/charter/charter_all/condolatory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life_guarantee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life_guarantee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handicap/handicap_support/self_government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handicap/handicap_support/self_government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handicap/handicap_support/etc_agency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handicap/handicap_support/etc_agency
http://www.yyg.go.kr/www/welfare/life_info/farming_guide/wedsite
http://www.yyg.go.kr/www/welfare/life_info/farming_guide/wedsite
http://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edu_support/yy_dormitory
http://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edu_support/yy_dormitory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display_target=content_page&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A1%25B0%25EB%25A1%2580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5506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5506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04607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04607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4561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44561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25919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25919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5755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5755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display_target=board&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A1%25B0%25EB%25A1%2580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79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79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376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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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업무검색결과 (3건)

이름 : 정성헌 [054-680-6170]

직책 : 팀장

부서 :

업무 : -법무팀 업무 총괄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이름 : 성영복 [054-680-6351]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 )    , - ( ), -  , -  , -   , - ·조례 , -   

산, - 건축사사무소(위반건축사) 관리, - 무허가(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 건축공사 지원업무, -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 건축물관리법 관련업무, -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관련업무, - 빈집정비사업 추진

이름 : 이동업 [054-680-5012]

직책 : 전문위원

부서 :

업무 :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조례안, - 예산안, -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계동이 옥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영양군 조례 제992호 1986. 12. 30.).• ...
/yyggunji/viewer/1?page=376

1월 1일: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다.- 1월 3일: ...
/yyggunji/viewer/1?page=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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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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