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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구함

구인합니다

홀써빙.주방 직원 구합니다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부업, 아르바이트

안단테리조트 직원구함

오리앤오리 주방직원 구합니다

장흥하나로마트제과점여직원구합니다

신규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러스에서 기사님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통큰무한삼겹 주방이모님구함(찬모님)

원앤식스 다이닝룸(레스토랑) 홀서빙 아르바이…

내가 쓴글 보기

번호 상호 제목 마감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8,276 아이더 0000-00-00 김해림 2023-05-24 1

48,275 주)헬드 0000-00-00 허종희 2023-05-24 10

48,274 장흥한우 삼합구이 채용시까지 이옥숙 2023-05-24 19

48,273 신라노래방 채용시까지 민해국 2023-05-23 37

48,272 (주)신화캐슬 채용시까지 김지수 2023-05-23 3

48,271 스파리조트 안단테 채용시까지 홍나경 2023-05-23 28

48,270 오리앤오리 채용시까지 강웅일 2023-05-23 27

48,269
하나로마트내 제과

점
0000-00-00 박세준 2023-05-23 30

48,268 만나플러스 채용시까지 엄주영 2023-05-23 18

48,267 (주)코리언필 채용시까지 주영배 2023-05-23 36

48,266
통큰무한삼겹 장흥

점
채용시까지 정명권 2023-05-23 40

48,265 원앤식스 다이닝룸 채용시까지 채정규 2023-05-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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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5&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204&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203&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202&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201&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200&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199&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198&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197&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196&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195&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194&mode=view


세화씨푸드(주) 생산부 여사원 모집합니다.

GS25건산주공점 주말저녁 (농협주유소앞)

서울우유에서 하나로 주1회 진열하실분 모십니…

48,264
세화씨푸드(주)장

흥
채용시까지 이미연 2023-05-23 35

48,263 GS25 건산주공점 0000-00-00 위대환 2023-05-23 24

48,262 서울우유고객센터 채용시까지 오시윤 2023-05-23 67

번호 상호 제목 마감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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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글쓰기

COPYRIGHT ⓒ  JANGHEUNG-GUN. ALL RIGHT

RESERVED.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193&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192&mode=view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idx=5719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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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www/operation_guide/member_login?return_url=/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person?mode=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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