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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기관  검색

공공기관(으)로 167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웹페이지 검색결과 (14건)

+ 웹페이지 검색결과 더보기

게시글검색결과 (149건)

[보도/해명자료]영양군,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4조) 및 공공기관의 소...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14025

[공지사항]2019년도 하반기 경상북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안내

2019년도 하반기 경상북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안내(공고문)입니다.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notice?mode=view&idx=113226

[자유게시판]2019년 하반기 대학생 공공기관 일자리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직무 경험과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도 하반기 대학생 공공기...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10255

[자유게시판]2019년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참가희망자 모집

대학생들의 현장실무 경험과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
간 : 2019....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10087

[자유게시판]영양군은 공공기관이지 사기업이 아닙니다.

지난 2월 4일 영양군군계획위원회 영양제2풍력사업심의에서 위원들은 GS가 지역사회기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을 결정했
다고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기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GS가 제출한다면 그 내용은 당연히 영양군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24123

+ 게시글 검색결과 더보기

군지검색결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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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통합검색

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2.3%(’10), ...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handicap/handicap_support/etc_agency

의 서비스 우편번호 검색 및 관내 공공기관 검색 기능 서비스 ...
http://www.yyg.go.kr/www/support/usage_homepage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http://www.yyg.go.kr/www/support/information/yyg_protection

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
http://www.yyg.go.kr/www/support/copyright_infor/public_copyright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county_policy

기타중앙기관시행

이용안내

영양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공저작물관리

영양비전

말 ·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해방 이후연보3) 공공기관(1) 영양경찰서주소: (36542) 영양읍...
/yyggunji/viewer/1?page=83

채클러스터 조성 등을 진행하였다. 민자 및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민선 4기에...
/yyggunji/viewer/1?page=456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통합검색

(http://tour.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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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B%25A7%2588%25EC%259D%2584%25EC%2586%258C%25EA%25B0%259C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022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B%25B2%2584%25EC%258A%2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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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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B%25B2%2584%25EC%258A%2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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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직원/업무검색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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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2월 6일: 영양군이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군단위 기준 경북 1위,...
/yyggunji/viewer/1?page=489

COPYRIGHT BY YEONGYANG-GU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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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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