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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합니다.
------------------------------------------------------------------------------------------------------
1. 모집인원 : 0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3. 근무기간 
○ 1단계 : 2020. 1. 6. ∼2020. 4. 15.
○ 2단계 : 2020. 2. 17. ∼ 2020. 4. 15.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9. 12. 2. ∼ 12. 6.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별첨 서식 참조)
※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9년 12월 16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8,72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54-683-2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YEONGYANG-GUN. ALL RIGHT RESERVED.

유관기관공지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organization
https://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
https://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14380/86028/%25EA%25B3%25B5%25EC%25A0%2595%25EC%2584%25A0%25EA%25B1%25B0%25EC%25A7%2580%25EC%259B%2590%25EB%258B%25A8%25281%25C2%25B72%25EB%258B%25A8%25EA%25B3%2584%2529%25EB%25AA%25A8%25EC%25A7%2591%20%25EC%2595%2588%25EB%2582%25B4%25EB%25AC%25B8.hwp?pkey=5HcJcPXtU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14380/86028/%25EA%25B3%25B5%25EC%25A0%2595%25EC%2584%25A0%25EA%25B1%25B0%25EC%25A7%2580%25EC%259B%2590%25EB%258B%25A8%25281%25C2%25B72%25EB%258B%25A8%25EA%25B3%2584%2529%25EB%25AA%25A8%25EC%25A7%2591%20%25EC%2595%2588%25EB%2582%25B4%25EB%25AC%25B8.hwp?pkey=5HcJcPXtU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14380/86029/%25EA%25B3%25B5%25EC%25A0%2595%25EC%2584%25A0%25EA%25B1%25B0%25EC%25A7%2580%25EC%259B%2590%25EB%258B%25A8%20%25EC%25A7%2580%25EC%259B%2590%25EC%2584%259C%25C2%25B7%25EC%259D%25B4%25EB%25A0%25A5%25EC%2584%259C.hwp?pkey=5HcJcPXtU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14380/86029/%25EA%25B3%25B5%25EC%25A0%2595%25EC%2584%25A0%25EA%25B1%25B0%25EC%25A7%2580%25EC%259B%2590%25EB%258B%25A8%20%25EC%25A7%2580%25EC%259B%2590%25EC%2584%259C%25C2%25B7%25EC%259D%25B4%25EB%25A0%25A5%25EC%2584%259C.hwp?pkey=5HcJcPXtU
https://www.yyg.go.kr/www/organization/yyg_news/related_org



	紐⑹감
	유관기관공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첨부파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