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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민간일자리) 구직 구인구직사이트

 >  >  > 분야별정보 일자리정보 구인구직 구인(민간일자리)

구인코너는 지역기업이나 상가에서 필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본 게시판 정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검증을 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
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용이 공익을 침해하거나 타
인을 비방할 경우, 중복게시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은 삭제 될 수 있습니
다.

상호총 3939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번호 상호 제목 마감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939 민들레마을(주) 채용시까지 김예랑 2023-05-26 13

3938
참조은노인복지

센터
채용시까지 김영유 2023-05-26 4

3937
여수시장애인종

합복지관
2023-06-

12
이재선 2023-05-26 48

3936
동백원 장애인활
동보조사업기관

채용시까지 조영욱 2023-05-25 50

3935 행복한집 채용시까지 권애영 2023-05-25 14

3934
봄처럼재가노인

복지센터
채용시까지 김현숙 2023-05-25 16

3933
웅천요양보호사

교육원
채용시까지 김세준 2023-05-25 33

3932
동백원 장애인활
동보조사업기관

채용시까지 조영욱 2023-05-25 42

3931 여수농협
2023-05-

30
류송원 2023-05-25 57

3930
(주)전남산모케

어센터
채용시까지 여계원 2023-05-25 51

3929
여수시립 연등어

채용시까지 김태숙 2023-05-25 33

민들레마을 배달구인

여성 목욕 전담 요양 보호사 모집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채용모집

동백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전담인력 채…

행복한집-요양보호사 모집

요양선생님구합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 사무관리 여직원 구인

안전관리자 채용 (재)공고

여수농협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3년 6월 국비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여수시립연등어린이집 추가 신설반 (영아…

구인(민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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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3929
여수시립 연등어

린이집
채용시까지 김태숙 2023-05-25 33

3928
수정동 유탑마리

나 호텔
채용시까지 강은숙 2023-05-25 34

3927 해양경찰교육원 채용시까지 이기일 2023-05-25 52

3926
에덴동산재가노

인복지센터
채용시까지 정윤미 2023-05-24 23

3925
여수청솔어린이

집
채용시까지 이은실 2023-05-24 25

여수시립연등어린이집 추가 신설반 (영아…

수정동 유탑마리나 호텔 메이드 구인

해양경찰교육원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구합니다.

조리사 및 운전원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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