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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작성 후 1년 미만의 게시물만 확인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전환됩니다.

아이폰 11 Pro 256GB 할인
등록자 : 김신영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16
내용 : *** 놓치면 후회... 애플 SALE **** https://vvd.bz/rRF 신학기를 맞아서 애플 SALE를 하고 있습니다. 자급제 아이폰 11, 아이폰 SE,
맥북, 아이패드, 에어팟 * 아이폰 11 Pro 256GB, 스페이스 그레이 * ..

꾸준히 하실분
등록자 : 차의정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14
내용 : 맞벌이를 해도 살기 힘든 세상, 외벌이만으로는 택도 없죠ㅠ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 내 아이 기저귀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작한 일이었
는데 지금은 직장인만큼 벌고 있네요:) 6년째 하고 있지만 정말 이만한 일이 없더라구요~^^ 회사 눈치, 상사..

[필독]재취업, 노후대비 자격증 어떤게 있을까요?
등록자 : 성문현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12
내용 : [필독]재취업, 노후대비 자격증 어떤게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취업 전망 1. 비교적 정년 제한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 2. 사회.복지.사
전문 인력 확충 3.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

◆21년 1학기 개강반 l 혜택받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등록자 : 이용수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12
내용 : ◆21년 1학기 개강반 l 혜택받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안녕하세요! 이용수 팀장입니다. ^^ 전화 : OlO 854O 4869 요즘 점점 일자리
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거기다 코로나 사태로..

◆21년 1학기 개강반 l 혜택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등록자 : 이용수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12
내용 : ◆21년 1학기 개강반 l 혜택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안녕하세요! 이용수 팀장입니다. ^^ 전화 : OlO 854O 4869 사회복지사 과
정 고등학교 졸업자 - 3 ~ 4학기 과정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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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재취업, 노후대비 자격증 어떤게 있을까요?
등록자 : 성문현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12
내용 : [필독]재취업, 노후대비 자격증 어떤게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취업 전망 1. 비교적 정년 제한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 2. 사회.복지.사
전문 인력 확충 3.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

▶【공지】 사회복지사2급,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등록자 : 김덕준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11
내용 : ★국가고시로 변경 전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1급과 마찬가지로 국가고시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과목만 이수하는게 아니라, 국가고시로 변경되면 시험의 리스크가 생기고, 기간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필독]재취업, 노후대비 자격증 어떤게 있을까요?
등록자 : 성문현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11
내용 : [필독]재취업, 노후대비 자격증 어떤게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취업 전망 1. 비교적 정년 제한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 2. 사회.복지.사
전문 인력 확충 3.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

놀면 뭐하니? &quot;윤선생영어&quot; 하지~요~^^
등록자 : 김정훈
전화번호 : 010-4805-2840
등록일자 : 2021-03-09
내용 : 40년 전통 영어명문학교, 윤선생IGSE아카데미에서 새학기 자녀들을 위한 "하이브리드 러닝", 영어학습 백신을 제공합니다. 하입리드
러닝이란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안전하게 학습할 수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CAT, 무료 진단평가를 통한 현재 영어학년을 정확..

경제부총리님도 인정한 0.5t 초소형 전기화물차
등록자 : 김일웅
전화번호 : 010-3228-1102
등록일자 : 2021-03-08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산전기차 완성차업체 디피코의 공식지정 대리점입니다. (0.5t, 2인승 화물차） 3월부터 시판 들어감에 있어 이 소식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게시판에 올립니다. 고유가와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기에 조금이나마 각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21년 1학기 할인 혜택받고 보육.교사 준비!◆
등록자 : 이용수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08
내용 : ◆21년 1학기 할인 혜택받고 보육.교사 준비!◆ 안녕하세요! 이용수 팀장입니다. ^^ 전화 : OlO 854O 4869 요즘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거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

◈노후대비 l 21년 1학기 개강반 l 할인 혜택받고 사회복지사 취득◈
등록자 : 이용수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08
내용 : ◈노후대비 l 21년 1학기 개강반 l 할인 혜택받고 사회복지사 취득◈ 안녕하세요! 이용수 팀장입니다. ^^ 전화 : OlO 854O 4869 사회영양군청(https://www.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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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글쓰기

복지 취업 기관 - 노인복지센터 - 요양원 - 아동복지센터 ..

[필독]재취업, 노후대비 자격증 어떤게 있을까요?
등록자 : 성문현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07
내용 : [필독]재취업, 노후대비 자격증 어떤게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취업 전망 1. 비교적 정년 제한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 2. 사회.복지.사
전문 인력 확충 3.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

쿠팡 아르바이트
등록자 : 김신영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06
내용 : 쿠팡파트너스에서 같이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가입조건] : 만 19세이상 이면 누구나 가능 학력무관, 성별무관 간단하게 타이핑만 하실
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 본인이 편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

시간자유 평생일자리
등록자 : 허종희
전화번호 : --
등록일자 : 2021-03-05
내용 : [구인공고] pc와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지원조건]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소지자 -성별: 무관 -나이: 만19세 이상 -학력:
무관 ※ 업무내용 -시간 장소 구애없는 재./택/근/.무사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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