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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쇼핑몰 플랫폼 직원 모집합니다,간단하게 폰하나…

(긴급)바우처 사업 제공인력(계약직) 채용공고

주간보호 요양보호사 구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 구합니다

함평군 장교리 요양보호사 구함

아르바이트 모집합니…

구인공고

구인공고

무안클린밸리CC 남락카 직원 구합니다.

구인합니다

2023년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계획 공고

함평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요원(도급조사…

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채용공고

뿌리깊은나무 " 요양보호사 "채용 공…

[취업정보] 비전큐, 취업활용 가능한 인기자격증…

번호 상호 제목 마감일 등록일 조회수

1,769 마리오스몰 채용시까지 2023-05-25 2

1,768
무안군장애인종

합복지관

5월 31일(월) 16

시
2023-05-25 3

1,767
백세노인복지센

터
채용시까지 2023-05-25 3

1,766 영하우징 2023-05-25 6

1,765
큰사랑재가복지

센터
2023-05-25 2

1,764 오가담 채용시까지 2023-05-24 13

1,763 2023-05-24 10

1,762 드림투유 채용시까지 2023-05-24 7

1,761 무안클린밸리CC 채용시까지 2023-05-24 9

1,760 신화 채용시까지 2023-05-24 11

1,759 무안군가족센터 2023.06.02 2023-05-23 14

1,758

사)전남지체장애

협회함평군지회 

함평군장애인편

의증진기술지원

센터

2023.5.24~2023

.6.16(금) 18:00
2023-05-23 16

1,757
전남무안지역자

활센터
2023.6.7 2023-05-23 16

1,756
뿌리깊은나무 요

양원
채용시까지 2023-05-23 9

1,755 비전큐 2023-05-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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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개 > 소통/참여 > 구인/구직

본 게시판은 구인/구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개인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글은 별도 내용검증 및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및 반복적인 광고는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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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글쓰기

제목   검색

일자리 정보

워크넷 인쿠르트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잡코리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훈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

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인취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인력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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