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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학생  검색

대학생(으)로 28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웹페이지 검색결과 (7건)

+ 웹페이지 검색결과 더보기

게시글검색결과 (276건)

[자유게시판]대학생 멘토링 봉사단 멘토모집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생(휴학생, 대학원생 포함) 멘토를 모집합니다. ※ 멘토링 봉사란? 1:1로 연계된 청...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33284

[공지사항]대학생 사회진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여건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취업, 창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졸업유예생,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notice?mode=view&idx=119704

[자유게시판]2019년 하반기 대학생 공공기관 일자리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들의 공공기관 직무 경험과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도 하반기 대학생 공공기관 일자리지원 사업' 참가 희망자 모집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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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10087

[유관기관공지]2023년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공고

우리 도에서는 지역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증진 도모 및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42732

+ 게시글 검색결과 더보기

군지검색결과 (2건)

직원/업무검색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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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사 운영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수학에 대...
http://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edu_support/yy_dormitory

재육성장학생 선발 - 고등학생, 대학생,특별장학생,특기장학생,우수학교 및 교사 ...
http://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edu_support/foundation

- 격동기 지성인의 사명 오늘의 대학생은 무엇을 자임(��)하는가 - 그 긍지와 ...
http://www.yyg.go.kr/jihun/story/literary/article

1936~1940 문학소년,지훈 Jihun's biography 유교적 전통 속에서 서양문학을 섭렵하다. 지...
http://www.yyg.go.kr/jihun/scent/biography/1920

...
http://www.yyg.go.kr/jihun/art-festival/history/jihun5

영양학사

재단법인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논설

1936~1940

제5회 지훈예술제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기간에 유학 중인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 및 지방대학교...
/yyggunji/viewer/1?page=456

원리리 두들마을에 건립된 예절관은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사, 복장, 식사예절...
/yyggunji/viewer/2?page=503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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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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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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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