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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안내광고
안내광고 접수 : Tel 714.530.1367

$7,000 미만

$7,000-$10,000

$10,000 이상

2008년 토요타 툰드라 $14,000
상태 아주 좋음, 130,000 마일
(626) 410-8438                      93a

2011년 토요타 벤자 $12,400
4 Door, 103,000 마일
상태 아주 좋음, 진한 회색
(949) 439-5424                      131

미용실/스킨케어

부스 렌트(부에나팍)
네일 부스, 헤어스테이션 렌트
속눈썹 연장
(714) 833-0733                     190h

스테이션 렌트
사이프레스 지역
(213) 210-1858                     203p

플러턴 헤어센스
풀 타임·파트 타임
유경험자 우대
(714) 673-0100                      209

디바 헤어 살롱
스테이션 렌트
미용사 구함
(714) 356-7042                     221p

헤어스테이션 렌트 또는 커미션
세리토스, 사이프레스, 부에나팍 지역
헤어 시설 완벽함
(562) 303-3060                  P209

스테이션 렌트
플러턴, 부에나팍 지역
(714) 321-2367                      221p

증모술 배우실 분
소자본 창업 (아무나)
(714) 995-5333                     197h

미용실 스테이션 렌트
플러턴, 부에나팍 지역
(714) 321-2367                      P201

부에나팍 지역 식당
경험 유·무/ 남·여, 나이 무관
풀·파트 타임
(714) 873-4949                     200p

깨끗하고 환경 좋은 곳
헤어·네일 스테이션 렌트
미용사 구함(Part/ Full 타임)
(714) 356-7042                     201p

2005년 토요타 캠리 V6 $4,500
Gray, 뉴페인팅, 뉴타이어
One Owner, 195,000 마일
(562) 296-5191                       141

2003년 토요타 하이랜더 $4,500
20만 마일, 은색, 모든 기능
아직도 성성하고 잘 나갑니다.
무사고, 한 주인
(562) 484-4412                      213 구인 광고

주방 헬퍼, 웨이츄레스 구함
(가든 그로브 지역)
(714) 399-6910                      188p

구인·구직
안내광고 접수 : Tel 714.530.1367

       Shalom Life Line

* 상담시간: 오후7시-새벽5시

* 상담전화: (213) 480-0691

* 무료전화: (866) 365-0691         

생명의 전화

팝콘홈쇼핑 직원 구함
화장품 판매 관리 
가든그로브 지역
파트·풀타임 가능
(714) 636-6870                     199y

2002년 M-Benz E430 $3,450
스페셜 에디션, Silver Color
뉴타이어, One Owner
141,000 마일
(310) 386-3776                      142

1998년 Nissan 미니밴 퀘스트
$2,900
99,000 마일
(747) 265-2776                       161

[급매] 2009년 Chevy 
Express Cargo Van $8,500
140,000 마일, 흰색, 상태 좋음
(747) 757-8060                       188

자동차 세일즈 모집
경력자 우대
(714) 784-6914                      158y

네일·헤어 스테이션 렌트
부에나팍 지역
(714) 752-6550                     191p

보험에이젼트 구함
근무처 얼바인/ 유 무경험자
(562) 448-8888                    206p

트럭운전 경력자(2년 이상) 모집
미중부 2,200마일 왕복
(562) 448-8888                    193p

스킨케어 샵에서 룸 렌트합니다
타투, 바디, 경락
부에나팍 지역
(323) 823-2377                     191h

(뉴) Missy 미용실
스테이션 렌트 (부에나팍 지역)
(714) 736-0523                     208p

커미션 or 스테이션 렌트
파트타임 미용사 구함
세리토스 지역
(949) 756-1234                     202p

2006년 토요타 Solara $4,700
2 Door, 회색, 플러턴 지역
107,000 마일, 굿컨디션
(562) 292-0082                      137

직원 모집(부에나팍 지역)
Dish Washer
웨이츄레스 (유경험자)
(213) 797-2871                      185p

한의원 리셉션리스트 구함
(714) 782-2844                      198p

가든그로브 김치나라
성실히 일하실 분 방문요함(남·여)
(714) 530-5800                     P201

치과 리셉션리스트 구함
RRDA 유경험자 우대
(714) 871-4962                      198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