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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검색어
최근이슈



전체  폐기  검색

폐기(으)로 22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웹페이지 검색결과 (14건)

+ 웹페이지 검색결과 더보기

게시글검색결과 (177건)

[공지사항]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

코로나19 및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가 청정 영양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가져 주시고, 불법투기폐기물의 처리에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notice?mode=view&idx=117404

[자유게시판]폐기물로 다져진 공사장 작업로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에서 산운천 가꾸기 사업현장(정족 2교)에 콘크리트 덩어리와 섞인 채 다져진 작업로, 업체의 관리자를 찾아 .전화를 하였으나 작업 안내
판에 적힌 전화번호로는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어렵게 전화 연결된 현장관리자의 말은 주먹만한 콘크리트가 조금 섞인것...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74592

[타기관소식]2023년도 상반기 영농폐기물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모집 공고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중인 영농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한 �민간위탁수거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other_agency?mode=view&idx=139642

[타기관소식]2022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모집 공고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중인 영농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한 �민간위탁수거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other_agency?mode=view&idx=136355

[공지사항]환경자원센터 계근대 설치 공사에 따른 폐기물 반입업무 운영 중지 안내

아래와 같이 폐기물 반입업무 운영 중지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폐기물 처리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중단 기간: 2021. 4. 30.(금)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notice?mode=view&idx=125527

+ 게시글 검색결과 더보기

군지검색결과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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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통합검색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life_guarantee

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 개폐기(두꺼비집)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습...
http://www.yyg.go.kr/www/welfare/safety_management/fire_prevention/fire_protection

생하며 방사능 물질의 처리, 수송, 저장, 폐기 등과 관련된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http://www.yyg.go.kr/www/welfare/safety_management/disaster_info

11월중 역점시책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 농산 폐기물 집...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3

비를 통한 시행 착오 최소화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 농산 폐기물 집...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화재예방요령

재해관련정보

2013년

2012년

378--218427--521124--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5-1813...
/yyggunji/viewer/1?page=40

업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도매 및...
/yyggunji/viewer/1?page=165

민들이 함성으로 호응하여 끝내 협정 체결을 폐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 협정의 폐기는 비...
/yyggunji/viewer/1?page=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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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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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지 검색결과 더보기

직원/업무검색결과 (23건)

이름 : 여재관 []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

이름 : 윤종원 []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

이름 : 윤선운 []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

이름 : 이규희 []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

이름 : 박호진 []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

+ 직원/업무 검색결과 더보기

/yyggunji/viewer/1?page=443

그간의 군정 및 각종 현황을 정리하였다.농업폐기물과 수중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정책도 시행하...
/yyggunji/viewer/1?page=450

지원과 고추 비가림 시설,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농산물 포장재, 농산물 물류표준화, 예냉...
/yyggunji/viewer/1?page=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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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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