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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채용  검색

채용(으)로 95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웹페이지 검색결과 (6건)

+ 웹페이지 검색결과 더보기

게시글검색결과 (946건)

[홍보/광고]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청년)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인원 : 1명 ❍ 접수기 간 : 2022.7.13.(수) ~ 2022.7. 21.(목...
http://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promotion?mode=view&idx=137062

[유관기관공지]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근로자(청년)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인원 : 1명 ❍ 접수기 간 : 2022.7.13.(수) ~ 2022.7. 21.(목)(...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37061

[보도/해명자료]영양군의회 정책지원관 공개 채용

영양군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을 재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할동에 필요한 조
례 및 ...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36906

[보도/해명자료]영양군의회 정책지원관 공개 채용

영양군의회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공개 채용한다. 군의회는 올해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 위해 제1회 영양군의회 일반임
기제공무원 임...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explanation_data?mode=view&idx=136496

[유관기관공지]영양군노인복지관 2021년 노년사회화교육 강사공개채용

노년사회화교육을 진행해 주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내용 가. 계약 기간: 2021. 8. 9(월) ~2021. 12. 31(금) / 1...
http://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mode=view&idx=127399

+ 게시글 검색결과 더보기

군지검색결과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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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통합검색

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http://www.yyg.go.kr/www/support/information/yyg_protection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정보 등 법제9조제1항제6호 개인신상 ...
http://www.yyg.go.kr/www/open_data/open_administrative/closed_list/life

5,000원 채용신체검사서(근로자건강진단) -35세...
http://www.yyg.go.kr/www/health/medical_info/office_work/proof_guidance

일반외래환자, 결핵환자, 회사채용, 건강진단서 및 각종자격증 발급시 ...
http://www.yyg.go.kr/www/health/medical_info/checkup/radiographic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
http://www.yyg.go.kr/dimibang/support//yyg_protection

영양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민복지과

제증명발급안내

방사선검사

영양군 개인정보처리방침

년의 개편은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채용한 9주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yyggunji/viewer/1?page=393

다. 영양초등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김천시 부시장·경상북도 사...
/yyggunji/viewer/2?page=111

업한 후 귀국하여 곧바로 조선총독부 관리로 채용되었다. 황해도에서 근무하다가 남만주철도주식...

영양군지 1권

영양군지 2권

영양군지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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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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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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C%2582%25B0%25EB%2582%2598%25EB%25AC%2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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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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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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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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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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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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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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B%25B2%2584%25EC%258A%25A4
https://www.yyg.go.kr/tour/operation_guide/search?total_search_word=%25EB%25A7%2588%25EC%259D%2584


직원/업무검색결과 (2건)

이름 : 이상윤 [054-680-6921]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인사, 보임 , - 공무원임면, 채용 , - 인사기록관리 , - 정년 및 명예퇴직 , - 정�현원관리, 조직관리

이름 : 이화영 [054-680-5365]

직책 : 주무관

부서 :

업무 : - 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급여 등 인력 관리 , - 산촌박물관 및 선바위관광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업한 후 귀국하여 곧바로 조선총독부 관리로 채용되었다. 황해도에서 근무하다가 남만주철도주식...
/yyggunji/viewer/2?page=154

는 것은 모전석탑을 만들 때 목탑의 형식을 채용한 흔적으로 보인다.2층 이상은 매 층마다 ...
/yyggunji/viewer/2?page=236

영양군지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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