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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농기계대리점 여직원 구인합니다.

부업, 아르바이트

신규업체 만나플러스에서 기사님 모십니다

꾸준히 하실분

카페 오차현 주말 파트타이머 모집합니다

장흥 하담 식당 서빙 및 주방 구합니다

다이소 장흥점 알바구해요

엘디베이커리 여직원구함

(주)장흥식품에서 사무원 1명 구인합니다.

바른홀푸드에서 생산직 여사님을 모집합니다.

현대푸드에서 생산직 여사님을 모집합니다.

강진효요양병원에서 함께하실 조리실 직원 구합니…

[SK에코플랜트 자회사] (주)이메디원 청소 아르바…

내가 쓴글 보기

번호 상호 제목 마감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8,159 제이아이엔 채용시까지 양은정 2023-05-16 18

48,158 (주)신화캐슬 채용시까지 김지수 2023-05-16 4

48,157 만나플러스 채용시까지 엄주영 2023-05-16 62

48,156 HD 채용시까지 차의정 2023-05-16 13

48,155 오차현 0000-00-00 김동휘 2023-05-16 29

48,154 하담식당 채용시까지 김미희 2023-05-16 51

48,153 다이소 채용시까지 심홍주 2023-05-16 91

48,152 엘디베이커리 0000-00-00 박성운 2023-05-16 25

48,151 (주)장흥식품 2023-05-31 김민현 2023-05-16 71

48,150 바른홀푸드(주) 0000-00-00 유은경 2023-05-16 45

48,149 (주)현대푸드 0000-00-00 유은경 2023-05-16 22

48,148 강진효요양병원 채용시까지 조윤장 2023-05-16 13

48,147 (주)이메디원 채용시까지 임희정 2023-05-16 25

구인·구직을 원하십니까?
여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직접방문(군청 경제산업과) 또는 메일(csh5103@korea.kr), FAX(061-860-6871)로 제출하시면 됩
니다.

구인 신청서 다운로드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장착을 위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 내용에 개인정보(주민번호,휴대폰번호 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욕설,비방,장난 반복게시물 등은 예고없이 삭제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훼손 경우는 해당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구인게시판으로 구직관련글은 구직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며, 게시된 정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
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권한으로 삭제 또는 비공개(블라인드)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참여민원/민원상담」코너를 이용바랍니다.

구인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civil_complaint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
/download/findperson_2022.hwp
/www/operation_guide/member_login?return_url=/www/operation_guide/my_page/myjob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56&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55&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54&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53&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52&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51&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50&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49&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48&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47&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46&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45&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44&mode=view


호텔 安 관리해주실 남자 실장님 구합니다.

원앤식스 다이닝룸(레스토랑) 홀서빙 아르바이트

48,146 호텔 安 채용시까지 이정민 2023-05-16 48

48,145 원앤식스 다이닝룸 채용시까지 채정규 2023-05-16 20

번호 상호 제목 마감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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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43&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042&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2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3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4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5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6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7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8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9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10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2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page=3211
/www/operation_guide/member_login?return_url=/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mode=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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