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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 홍보코너 > 무료홍보

※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작성 후 1년 미만의 게시물만 확인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전환됩니다.

2023년도 주택, 공장 태양광 지원사업 선 접수 및 전기차충전기(2대무료설치) 비공용 구입안내
등록자 : 신동주
전화번호 : 010-9453-3744
등록일자 : 2022-11-08
내용 : 2023년도 주택, 공장 태양광 지원사업 선 접수 및 전기차충전기(2대무료설치) 비공용 구입안내 1. 태양광주택지원사업 ‒ 2023년도 정
부보조금 경쟁률예상 25:1± . 대 상: 단독주택 ..

▶(공지) 사회복지사 아직도 안따셨나요? 법개정전 마지막 자격증반 모집안내 ◀
등록자 : 김현수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1-03
내용 : ★국가고시로 변경 전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1급과 마찬가지로 국가고시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과목만 이수하는게 아니라, 국가고시로 변경되면 시험의 리스크가 생기고, 기간도 지금보다 늘..

2023년도 주택, 공장 태양광 지원사업 선 접수 및 전기차충전기(2대무료설치) 비공용 구입안내
등록자 : 신동주
전화번호 : 010-9453-3744
등록일자 : 2022-11-02
내용 : 2023년도 주택, 공장 태양광 지원사업 선 접수 및 전기차충전기(2대무료설치) 비공용 구입안내 1. 태양광주택지원사업 ‒ 2023년도 정
부보조금 경쟁률예상 25:1± . 대 상: 단독주택 ..

[무료교육나눔] 비전큐, 자격증 180여 종 수강료 전액지원 이벤트
등록자 : 박종숙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27
내용 : [무료교육나눔] 인기자격증 180여종 수강료 전액지원 이벤트 ◆ 모집안내 비전큐 자격증 교육원에서는 평생 교육시대를 맞이하여 남녀
노소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경제적 부담없이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무료 교육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

◉ 전기차충전기 주차50면이상(무상설치2대), 자가형, 수익형충전기 안내 ◉
등록자 : 신동주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27
내용 : ◉ 전기차충전기 주차50면이상(무상설치2대), 자가형, 수익형충전기 안내 ◉ 1. 전기차 단독충전기 구입 및 절차안내 (비공용) - 한전전
기신청업무 무료대행 - - 한전불입금(고객납부금) ➝7kw ‒ 공중 ￦517,000원 - 지중..

무료홍보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646&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646&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537&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537&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513&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513&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380&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380&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367&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367&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92&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72&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28&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00&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146&page=8&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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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과정】청소년지도사2.3급 시험 면제받고 국가자격증 취득! 이번이 마지막 (비용은 60만원 소요)
등록자 : 김백선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24
내용 : 안녕하세요. 평 생 교 육 원 학습담당자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향후 10년간 고용증가 직업으로, 미래 유망직업군으로 꼽히고 있으며 자
격증 취득과정은 -> 필기시험 + 면접으로 이뤄지는데요. 청소년지도사 2급의 경우, 온라인으로 "8과목"만..

※이번이 마지막! 노인심리상담, 방과후 관련 자 격 증 무료수강 혜택지원※
등록자 : 김백선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24
내용 : ◆ 신청방법 1. https://www.dleducation.co.kr/?cpcd=ys 홈페이지에 가입 시 "추.천.인코드" 공란에 ‘YS’ 입력 2. 상단 메뉴 중
‘수강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과목 선택 ..

★국가고시로 변경 전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1급과 마찬가지로 국가고시로 변경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과목만 이수하는게 아니라, 국가고시로 변경되면 시험의 리스크가 생기고, 기간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1. 취득과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기간이 다릅니다. ▶ 대학교
졸업 ： 온라인 16과목 + 실습 1과목 → 3학기 (1년~1년
등록자 : 김백선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24
내용 : ★국가고시로 변경 전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1급과 마찬가지로 국가고시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과목만 이수하는게 아니라, 국가고시로 변경되면 시험의 리스크가 생기고, 기간도 지금보다 늘..

필요할때 도움 될 정보에요
등록자 : 박진서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24
내용 : 각종 질병 혼자 쉽게 치료하는, 내병은 내가 고친다 http://bedael.com 영어 혼자 쉽게 공부하는, 100배빠른영어공식
http://bedael.kr 늘 피곤하세요? 간에서 이런것이 나와요. http://001.ba.ro 생활정보 모두모..

시간자유 일자리
등록자 : 이세은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21
내용 : 집에서 간단한 자료입력 재택근무 하실분 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올해로19년된 믿음직하고 탄탄한 기업 * 간단한 자료입
력 업무 (회사에서 자료제공) * 미성년자만 아니시면 누구나 가능 * 블로그에 글쓰기만 하셔도 월100만원~..

[장학지원] 비전큐, 자격증 180여종 수강료 전액장학지원 수강생 모집
등록자 : 박종숙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20
내용 : [무료교육] 인기자격증 180여종 수강료 전액지원 이벤트 ◆ 모집안내 비전큐 자격증 교육원에서는 평생 교육시대를 맞이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경제적 부담없이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무료 교육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준비..

꾸준히 하실분
등록자 : 차의정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19
내용 : 맞벌이를 해도 살기 힘든 세상, 외벌이만으로는 택도 없죠ㅠ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 내 아이 기저귀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작한 일이었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92&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91&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91&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90&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90&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72&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59&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59&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28&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200&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1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2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3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4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5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6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7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9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10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9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page=68


제목   검색

글쓰기

는데 지금은 직장인만큼 벌고 있네요:)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정말 이만한 일이 없더라구요~^^ 회사 눈치, 상사 ..

시간자유 일자리
등록자 : 이세은
전화번호 : 010-9468-3753
등록일자 : 2022-10-19
내용 : 집에서 간단한 자료입력 재택근무 하실분 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올해로19년된 믿음직하고 탄탄한 기업 * 간단한 자료입
력 업무 (회사에서 자료제공) * 미성년자만 아니시면 누구나 가능 * 블로그에 글쓰기만 하셔도 월100만원~..

집에서 틈틈이 돈벌어요
등록자 : 허종희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19
내용 : [구인공고] pc와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지원조건]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소지자 -성별: 무관 -나이: 만19세 이상 -학력:
무관 - 업무내용 -시간 장소 구애없는 재,,/택/근무사..

안녕하세요 문무건설시스템 입니다.
등록자 : 오주남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2-10-17
내용 : 관급공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1 3 5 7 건설시스템의 완성! 체계적이고 확실한 컨설팅으로 건설의 표준화, 전문화, 특별화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www.mmcs.co.kr (네이버에서 문무건설시스템 검색) 감사합니다.

COPYRIGHT ⓒ YEONGYANG-GUN. ALL RIGHT RESERVED.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198&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198&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194&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194&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idx=139146&page=8&mode=view
https://www.yyg.go.kr/www/support/member_login?return_url=/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free_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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