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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인기검색어
최근이슈



전체  일자리  검색

일자리(으)로 62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메뉴 검색결과 (2건)

[영양군청]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정보비공개대상목록 > 경제일자리과

[영양군청]열린민원 > 행정서비스헌장 > 영양군행정서비스헌장 > 경제일자리

웹페이지 검색결과 (17건)

+ 웹페이지 검색결과 더보기

게시글검색결과 (565건)

[자유게시판]일자리 교육정보

방역도우미, 방역활동가로 취업. 학교방역관리사 민간등록자격증 먼저 취득하여 좋은 일자리 우선 채용 선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대학교 및 관...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41528

[자유게시판]일자리 해프닝?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다보니 생긴 황당시츄에이션! 요즘 젊은 사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사람이라도 뽑아 주면 참으로 좋을 일인데 어
찌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07940

[자유게시판]일자리안내

[구인공고] pc와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지원조건]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소지자 -성별: 무관 -나이: 만19세 이상 -학력: 무관 ※ 업무내용 -시
간 장소 구애없는 재택근무사원 모집 -제공해드리...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38700

[자유게시판]일자리 구합니다 (시간제)

27살의 성실 건강한 청년 입니다 무슨일이든지 가능 합니다 연락주세요 (010-2905-1582)...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73486

[공지사항]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경상북도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notice?mode=view&idx=133331

+ 게시글 검색결과 더보기

군지검색결과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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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검색어

영양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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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산나물

영양

영양군

하는

두들마을

마을소개

대학생

버스

산나물축제..

2022

이용안내 > 통합검색

10% 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 능력 개발과 의지를...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self_labor

연금,일자리등 소득지원 연금,일자리 소득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사업명, 지원...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handicap/handicap_support/mohw

, 포도, 산머루 등) 이용안내 경제일자리과(054-680-6322), 영양읍 산업팀...
http://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culture_welfare/public_market

관리시스템 관리 미래정보 경제일자리과 2022.1.1.~12.31. ...
http://www.yyg.go.kr/www/support/information/yyg_protection

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철저 일자리 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공사 중점 추진...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8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시행

공설시장

영양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년

중대, 일월보건지소, 용화보건진료소, 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일월초등학...
/yyggunji/viewer/1?page=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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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_data/open_administrative/closed_list/economy
http://www.yyg.go.kr/www/civil_complaint/charter/charter_all/regional_economy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self_labor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self_labor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handicap/handicap_support/mohw
http://www.yyg.go.kr/www/welfare/social_welfare/handicap/handicap_support/mohw
http://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culture_welfare/public_market
http://www.yyg.go.kr/www/welfare/education_culture/culture_welfare/public_market
http://www.yyg.go.kr/www/support/information/yyg_protection
http://www.yyg.go.kr/www/support/information/yyg_protection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8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vision/month_policy/2018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display_target=content_page&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D%25BC%25EC%259E%2590%25EB%25A6%25AC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41528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41528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07940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07940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38700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138700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73486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view&idx=73486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notice?mode=view&idx=133331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notice?mode=view&idx=133331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display_target=board&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D%25BC%25EC%259E%2590%25EB%25A6%25AC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4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4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60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55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56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60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C%2598%2581%25EC%2596%2591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C%2598%2581%25EC%2596%2591%25EA%25B5%25B0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C%2582%25B0%25EB%2582%2598%25EB%25AC%25BC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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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_search_word=%25ED%2595%2598%25EB%258A%259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total_search_word=%25EB%2591%2590%25EB%2593%25A4%25EB%25A7%2588%25EC%259D%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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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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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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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지 검색결과 더보기

직원/업무검색결과 (36건)

이름 : 김동욱 [054-680-6613]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숲가꾸기사업(큰나무, 어린나무, 풀베기, 덩굴제거) , - 사회적일자리(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산림자원조사단) ,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 및 관리 , - 산림통계 및 도로변

수목관리

이름 : 정지윤 [054-680-6231]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부서회계 , - 장애인일자리사업 ,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지원 , - 보훈행사, 보훈회관 및 호국공원 관리 등

이름 : 김애라 [054-680-6245]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장 및 참여자관리 ,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관리 , -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과 관련된 업무 등

이름 : 이영낭 [054-680-6241]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노인장기요양업무 , - 노인복지시설지원 ,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름 : 김민경 [054-680-6033]

직책 : 과장

부서 :

업무 : - 경제일자리과 업무 총괄

+ 직원/업무 검색결과 더보기

/yyggunji/viewer/1?page=44

업경제건설국: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유통일자리과, 건설안전과, 산림녹지과, 환경보전과· ...
/yyggunji/viewer/1?page=60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yyggunji/viewer/1?page=455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풍력단지 일자리 창출과 산채클러스터 조성 등을 진행하였다....
/yyggunji/viewer/1?page=456

대비와 아울러 정년 이후의 노동인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였다.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
/yyggunji/viewer/1?page=460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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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55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56
https://www.yyg.go.kr/yyggunji/viewer/1?page=460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display_target=gunji&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D%25BC%25EC%259E%2590%25EB%25A6%25AC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display_target=staff&print_out=more&total_search_word=%25EC%259D%25BC%25EC%259E%2590%25EB%25A6%2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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