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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원경찰 구직

학교끝나고 오후 6시에서10시까지

편의점 평일야간 알바

금융경비 구직 합니다

기관청소 등아파트청소.빌딩청소.이동.노인목욕이발등

보안,경비 일자리 구합니다

매주 일요일만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장흥하나로마트제과점여직원구합니다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계약직일일3시간경리구함 최저시급12000원부터오후…

새벽5~7시까지 할수잇는 배달직 구합니다

보안일반경비 구직합니다

1톤차량 배달 및 상품 운반이나 기타 운반및 장거리 운…

고3 남자 단기알바구합니다.(2월초까지)

내가 쓴글 보기

번호 제목 희망직종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50 인력/경비직 김재한 2023-05-18 7

249 음식점/패스트푸드 송현빈 2023-05-12 53

248 아르바이트 김재한 2023-04-26 130

247 인력/경비직 김재한 2023-04-22 109

246 기타 박경선 2023-04-20 87

245 인력/경비직 김재한 2023-03-15 197

244 기타 김영식 2023-03-13 265

243 박세준 2023-03-04 250

242 아르바이트 이영희 2023-02-28 334

241 아르바이트 이영희 2023-02-28 130

240 사무/경리 한창본 2023-02-17 471

239 운전/배달 박정현 2023-02-07 359

238 인력/경비직 김재한 2023-02-06 247

237 운전/배달 김정열 2023-02-01 306

236 아르바이트 김창현 2023-01-1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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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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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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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구직게시판으로 구인관련글은 구인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며, 게시된 정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
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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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인증글쓰기

구직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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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
https://www.jangheung.go.kr/download/findjob_2022.hwp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member_login?return_url=/www/operation_guide/my_page/myjob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7088&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6984&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6741&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6650&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6612&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5877&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5813&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5645&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5551&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5550&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5285&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5024&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4994&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4899&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idx=54630&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2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3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4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5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6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7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8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9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10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2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page=17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member_login?return_url=/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employment_info/findjob?mode=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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