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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린시정 나주소식 공지사항

[나주시청 상조회]나주시 구내식당(매점) 기간제근로자 모집 안내
2023.01.30 조회수 682 등록자김민석

나주시청 상조회에서 구내식당(매점) 조리원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조리사(1명)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2003년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근면성실하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우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및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 들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 따

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제54조(결격사유)에 의거 급식실 종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건강진단결과서로 갈음

- 동종 업종(집단 급식소 등) 근무경력자 우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3. 근무형태

- 근무장소 : 나주시청 구내식당

- 근무시간 : 주5일, 1일 6.5시간(주 32.5시간)

* 08:00~15:30 근무(휴게시간 13:00~14:00)

4. 담당업무

- 조리사(구내식당 조리업무 전반)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1. 31.(화) ~ 2. 6.(월) 18:00까지

- 접 수 처 : 나주시청 총무과(나주시 시청길 22 3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응시원서는 2023. 2. 6.(월)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문 의 : 061)339-8415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나주시청상조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나주시청상조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 (385 hit/ 29.5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 외출허용 안내

다음글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원…

2023년 나주마을대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안내

(수정) 5월 중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일정입니다. 2023년 영산강 인문 아카데미(제3기) 개최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장날'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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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CK7Tde2AE&file_type=all&idx=91622&file=144649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91622/144649/%25EB%2582%2598%25EC%25A3%25BC%25EC%258B%259C%25EC%25B2%25AD%25EC%2583%2581%25EC%25A1%25B0%25ED%259A%258C%20%25EA%25B5%25AC%25EB%2582%25B4%25EC%258B%259D%25EB%258B%25B9%20%25EA%25B8%25B0%25EA%25B0%2584%25EC%25A0%259C%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9E%2590%20%25EC%25B1%2584%25EC%259A%25A9%20%25EA%25B3%25B5%25EA%25B3%25A0.hwp?pkey=CK7Tde2AE
http://www.naju.go.kr/Viewer/14464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1683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160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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