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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원격제어 사이트맵 ㄱ-ㅎ색인 서비스안
내

지역워크넷 고용센터찾기 고용복지정책 장애인 고용포털

청년 여성 장년
채용정보 공채특별관NEW 청년친화 강소기업 취업지원 인재정보

직업·진로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구직·구인 신청

 > 채용정보 > 채용정보검색 > 상세보기

 

회사명 보령효나눔복지센터

대표자명 엄기욱 근로자수 9명

자본금 - 연매출액 -

업종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주요사업내용 노인여가프로그램 등

회사주소 (355872)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71

홈페이지 http://

지원자격 근무조건 고용형태

복리후생        

모집요강 (구인인증번호 : K172221706010009)

모집직종 사회복지사(071100) 직업정보  훈련정보  자격정보

직종키워드

관련직종 -

직무내용
재가복지사업(사무적 업무 및 어르신 안부,안전 확인 등)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9명 | 지원자 0명 

경력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임금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월급 140만원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채용정보

채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직업안정법" 제45조의 3 및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화면 하단의 를

통해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입사지원은 한 채용정보에 한번만 가능합니다(한 구인인증번호에 한번만 가능합니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메일 입사지원보령효나눔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오늘 본 채용공고 (최근 7건)

보령효나눔복지센터

보령효나눔복지센터 사회복지

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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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파견근로 비희망

모집인원
1명 지원현황 : 총0명 (취업알선기관 알선 : 0 명, 이메일 입사지원 : 0 명)  

* 한 지원자가 알선과 이메일입사지원을 모두 한 경우 총인원수에서는 한명으로 카운트됩니다.

근무예정지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71

소속산업단지 -

인근전철역 -

근무조건

임금조건

월급 1,400,000원 이상 

상여금 별도 : 100% 

면접 후 결정 가능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오후) 6시 00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동안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연금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퇴직금지급방법 퇴직금

전형방법

접수마감일 2017년 06월 14일 D-13

전형방법 서류,면접

접수방법 방문,우편,팩스

제출서류 준비물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 자사이력서를 제출서류양식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양식 첨부 [자사이력서양식] 보령효나눔복지센터_사회복지사_공개채용.hwp 

우대사항

외국어능력 -

전공
가족·사회·복지학 (학과 : 사회복지학과) 

가족·사회·복지학 (학과 : 사회복지계열)

자격면허
사회복지사2급(필수) ,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필수) 

기타 : 컴퓨터활용자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문서작성,프리젠테이션,회계프로그램

우대조건 운전가능자,차량소지자

병역특례채용희망 희망( 현역입영대상자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 )

장애인 채용희망 -

기타우대사항 -

복리후생 중식제공(또는 중식비 지원)

  

한빛효요양원

부여 한빛효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돌봄재가복지센터

재가요양보호사 구인

동일직종 채용공고 (총 1,224건)

최신순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2017년 시소!강릉시청소년성

문화센터 전문강사(팀원)1명

재공고
 1,800만원 

강원 강릉시

효심(가)요양원

요양원 사회복지사(시설장) 채

용공고
 136만원 

서울 중랑구

거제YMCA

거제YMCA 간사 채용공고
 140만원 ~ 145만원 

경남 거제시

가나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136만원 ~ 140만원 

경남 진주시

송파치매케어센터

사회복지사 구인
 200만원 

서울 송파구

사회복지법인 청인재단

사회복지법인 청인재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채용공고
 150만원 

대구 수성구

샛별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구인
 160만원 

경북 영덕군

임금순

오늘 본 직업/학과정보 (최근 5건)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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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보령고용센터 , (담당자 : 김시은, Tel : 041-930-6224  ) 

구인인증번호 

K172221706010009

장애인편의시설 -

기타사항

더 추가 할 구인조건

 -

채용담당자

위 개인정보(연락처 및 이메일 등)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용도 이외의 목적(영리목적의 광고, 자격증 대여 문의 등)으로 사용할 경

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용담당자와한마디 보기

회사주소 (355872)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71

근무예정지 지도
(355872)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71 

※ 지도 정보는 다음 지도 API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령효나눔복지센터

100m ⓒ Kakao

참고사항

이메일 입사지원은 한 채용정보에 한번만 가능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채용공고 등록일시 : 2017.06.01 14:36:50]

부서/담당자 기획복지 / 강현주

전화번호 041-931-8490

휴대전화 -

팩스번호 041-931-8493

E-mail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채용공고 QR코드 찍고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기 [도움말]

 

<채용담당자 정보 열람 시 주의사항>

채용담당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이메일)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징역·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용담당자 정보보기

http://www.work.go.kr/useInfo/lieJobadRpt/lieJobadRptList.do?wantedAuthNo=K172221706010009&iorgGbcd=WortNet
http://maps.naver.com/?sX=&sY=&sText=&eX=126.67527893490002&eY=36.2903418462&eText=%EB%B3%B4%EB%A0%B9%ED%9A%A8%EB%82%98%EB%88%94%EB%B3%B5%EC%A7%80%EC%84%BC%ED%84%B0&t1X=&t1Y=&t1Text=&t2X=&t2Y=&t2Text=
http://map.daum.net/


채용상세-보령효나눔복지센터

http://www.work.go.kr/...10&occupation=04|049|047|013500|013400&enterPriseGbn=all&termSearchGbn=all&&empTpGbcd=1&onlyTitleSrchYn=N&cloTermSearchGbn=all[2017-06-01 오후 4:00:13]

워크넷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보안안내 웹접근성정책 저작권정책 및 제휴문의 Open API 배너 가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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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효나눔복지센터 진행중인 다른 채용공고 - 0건

채용제목 모집인원 고용형태 모집마감일 인증여부 정보보기

진행중인 채용건이 없습니다.

      

http://www.work.go.kr/useInvite/worknetHomepgInvite/worknetIntro.do
http://www.work.go.kr/useInvite/worknetHomepgInvite/useClause1.do
http://www.work.go.kr/useInvite/worknetHomepgInvite/indivInfoPrtecPolicy.do
http://www.work.go.kr/useInvite/worknetHomepgInvite/emailAddrWonoticeGatherRefuse.do
http://www.work.go.kr/useInvite/worknetHomepgInvite/securityLvl1.do
http://www.work.go.kr/useInvite/worknetHomepgInvite/webAccessPlcy.do
http://www.work.go.kr/useInvite/worknetHomepgInvite/cprgtPolicyAsAllianceInq.do
http://openapi.work.go.kr/
http://www.work.go.kr/contents.do?relAddr=/useInvite/worknetHomepgInvite/workBanner&titleId=UIFG000001
http://www.moel.go.kr/
http://www.keis.or.kr/
http://www.gov30com.kr/
http://www.work.go.kr/images/useInfo/certification_kor2015.jpg
http://www.work.go.kr/html/wauMark2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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