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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안내광고

1322

중고차
안내광고

구인
구직

안내광고 접수 : Tel 714.530.1367

안내광고 접수 : Tel 714.530.1367

2008년 토요타 씨에나 미니밴
$5,500
13만 Miles, 굿 컨디션
(714) 833-9004 Mr. Han

2015년 현대 싼타페 SUV
$11,500
11만 Miles
(714) 833-9004 Mr. Han

2001년 닷지 그랜드 캐러밴
미니밴 $1,800
10만 Miles, 흰색
(213) 915-9970

2003년 토요타 매트릭스 XR
$2,200
23만 Miles, 회색, 수동
새 타이어, 원 주인, 성능 우수
(714) 225-9611

324

324

약국 테크니션 구함
세리토스 지역
풀 혹은 파트타임, 테크니션
(562) 866-6011

Associate Pastor
Assist Sr. Pastor w/worship services.
Req: MA in Divinity.
Mail resume: Miracle Land Korean Baptist Church 4371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322

구인 (얼바인 지역)
낮 청소, 밤 청소
성실하게 오래 일하실 분
사업체 등록하실 수 있는 분
(949) 293-4441 새미 김

324

웨이트리스 구함
경험자 우대
라하브라 지역
(909) 762-6437

부에나팍 지역
경락마사지 or 스킨케어(여)
지압사(남) 구함
(213) 505-7450

생명의 전화
295t

285y

Shalom Life Line
* 상담시간: 오후7시-새벽5시
* 상담전화: (213) 480-0691
* 무료전화: (866) 365-0691

미용실/스킨케어

323

2001년 토요타 툰드라 $1,800
33만 Miles, Lift Gate 장착
엔진, 트랜스미션 양호
(714) 393-7876
316

치과에서 함께 일하실
리셉션 리스트 구함
이중 언어 구사자/ 유·무 경험자
info@mydentalctr.com
(714) 776-8681
315p

263p

스킨케어 샵 내 룸 렌트
영구화장/ 속눈썹 연장/ 바디 마사지
(714) 735-8844
306p

에덴 미용실 (가든그로브)
미용실 안의 의자 하나
스테이션 렌트합니다.
(714) 323-1616

304

플러턴 헤어센스
유경험 미용사(파트타임) 구함
네일스테이션 렌트
(714) 673-0100

293h

스테이션 렌트
내일 & 속눈썹 연장(룸)
(714) 321-2367

287P

301

17 Med Spa에서 직원 구함
- 레이저, 인젝션 경험 있는 RN
- 피부 관리사
- 중국어, 영어, 한국어 가능한
Receptionist
admin@17medspa.com으로
Resume 보내주세요.
286y

275p

파트타임 덴탈 리셉션니스트
오전 근무 (9시~1시)
이중 언어 가능한 분(한국어/영어)
유경험자 우대
(714) 776-8681
268p

전기·플러밍 기술자
건축일 배우며 일하실 분
(714) 801-7757

스테이션(룸) 렌트
부에나팍 비치길 미용실 내
속눈썹 연장 or 네일 룸 렌트
(714) 833-0733

서브리스(스킨케어)
룸 1칸 사용(가든그로브)
(562) 896-2024

302

스테이션 렌트
네일 두 자리 렌트, 페디체어 있음.
스킨케어룸 렌트 $350
(562) 303-3060
319p

323

부에나팍 재활전문의 병원
- 물리치료사
- 마사지테라피스트
- 한의사 환영
- 이력서 보내주세요 :
dr.kimbuenapark@gmail.com

미용실 스테이션 렌트
부에나팍, 라팔마 지역
헤어스테이션 렌트
속눈썹 연장, 타투하실 분(룸)
굿 로케이션
(213) 808-9008

300

사업체 매매

스킨케어/ 영구화장/ 네일
속눈썹 연장 룸 렌트합니다
Alondra + Norwalk 지역
좋은 딜로 모십니다.
(310) 502-9985

294p

선식 전문 (구 옥설 선식)
가든 그로브 한인타운(위치 좋음)
선식으로는 독보적인 가게
각종 건강식품 취급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바랍니다.
(714) 469-9965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