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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임대 
미용실 내
룸 & 스페이스 
렌트합니다 
(714) 321-2367                     354p

얼바인 Hyd-K Hair Salon
미용사 구함
스테이션 렌트 구함
시온 마켓 몰, 위치 좋음 
(562) 242-6714                       358

미용실/스킨케어중고차 
안내광고
안내광고 접수 : Tel 562.404.0027

구 인
구 직

안내광고 접수 : Tel 562.40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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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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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렌하이츠 이가자 미용실
스테이션 렌트
커미션 미용사 구함
(213) 880-8999                      335

스탠톤 미용실
30년 된 미용사가 머리에 대한 
전 품목 -매직 펌, 컬러 펌, 헤어 
컷 등- 을 빅세일합니다.
남성 헤어컷- $10
컬러 리텃치- $30부터
(310) 850-0949                      339

스킨케어/ 영구화장/ 네일
속눈썹 연장 룸 렌트합니다
Alondra + Norwalk 지역
좋은 딜로 모십니다.
(310) 502-9985                     294p

2015년 현대 싼타페 SUV 
$11,500
11만 Miles
(714) 833-9004 Mr. Han         324

2007년 현대 투싼 SUV $3,200
10만 Miles, 그린 칼라
마일리지 좋고 잘 타고 다님
성능 우수, 무사고
(714) 204-2673 Text Only       357

2007년 토요타 캠리 $1,800
2만 5천 Miles
상태 좋음
(213) 926-2450  Ted               359

2017년 혼다 CRV Turbo SUV 
$15,900
7만 7천 Miles, Warranty 있음
장거리만 뛴 차, 굿 컨디션
(949) 275-5217 Mr. 윤            325

       Shalom Life Line

* 상담시간: 오후7시-새벽5시

* 상담전화: (213) 480-0691

* 무료전화: (866) 365-0691         

생명의 전화

헬퍼 구함
론모아 샵에서 일할
헬퍼 구함
ask for Tammy
(714) 527-2430                     360

가사일 도와주실 분
주 1회 가사일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식사 준비 필요 없음
(청소, 빨래 위주)
얼바인 시온마켓 근처
운전 가능하신 분
(213) 235-8626                      349

가사도우미 구인
일주일에 두 번 5시간씩
식사, 청소, 빨래해 주실 분
라구나우드 실버타운(엘토르 지역)
(714) 269-1867                       351

Dental Assistant 급구
유경험자 우대
Must Speak English
Must have a X-ray License
남태준 치과, La Habra
email: gracedentalimagecen-
ter@gmail.com
(714) 871-4962                     349h

꿀약국 직원 구함
Pharmacy Clerk
Pharmacy Intern
honeyrx123@gmail.com
(562) 403-2332                     337h

한식당 고기집 서버 구함
가든그로브 지역
파트 or 풀타임/ 5시 이후
영어 가능하신 분.
직접 내방 바랍니다.
(714) 590-9292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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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웍 유경험자 구함
아침부터 하실 분
플러튼 지역 
(714) 606-7324                     350p

고기집 서버 구함
세리토스/ 부에나팍 인근 지역
영어 가능 하신 분
(562) 924-1717                       356

주방 헬퍼 구함
가든그로브 지역
경력자
(714) 381-5307                      356y

식당 주방일 하실 분
고깃집 홀 서빙하실 분
영어 되는 분
부에나팍 근처 사시는 분
(213) 380-7220                     35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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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션 렌트
부에나팍 비치길 대형한인마트
4거리에 위치한 넓은 미용실에서 
스테이션(룸, 홀) 렌트
(714) 309-1243                      3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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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