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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미만
1995년 닷지 Cargo Van $2,300
115,000마일/ 성능 좋음
잘 정비, 관리된 차량
(714) 833-9004 Mr. Han
236

2006년 Chevy Express Van
당장 페인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차량과 페인트에 관한 모든 장비
일체 판매합니다. 가격 $4,500
(714) 904-0689 Kim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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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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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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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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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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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 : 새로 오픈한
차이니스 퓨젼 레스토랑
헤드 서버, 서버 (풀타임)
(213) 220-7732

2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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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p

198h

네일/ 헤어 스테이션 렌트
부에나팍 지역
(714) 853-4032

221p

스킨케어 룸 렌트합니다
플러튼, 부에나팍 지역
(213) 271-5118

221h

미용실/스킨케어
얼바인 덴탈 랩
파트타임 모델웍 하실 분
유경험자(근무시간 조정 가능)
(714) 337-9353
229p

집 청소해주실 분 기다립니다
(714) 883-0227

$7,000-$10,000
1998년 Nissan 미니밴 퀘스트
$2,900
99,000 마일
(747) 265-2776
161

산타아나 Main Place Mall 내
속옷 가게에서 일하실 분
(파트 타임, 풀 타임)
(949) 701-1204 미셸
235

한의원 리셉션리스트 구함
(714) 782-2844

산타아나 샌드위치 샵
아침 7시 부터 일하실 분
(714) 834-1444
(562) 754-6373(Cell)

유능한 세일즈맨 구함(남·여)
최근 한국에서 개발된 실리콘 풍선
젖병의 미국 판매를 위해 유능한
세일즈맨 구함
연령, 남여 제한 없음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이력서 지
참하여 내사 바랍니다.
(714) 336-7808 제임스 유 225

228p

수영장 관리하실 분
9개, Glendora 지역
(714) 469-0404

217h

231

척추병원 파트타임 마사지사 구함
플러튼 지역
(714) 739-1565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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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p

옷가게 (플러튼 지역)
주말에 일하실 분 구합니다.
(213) 500-3802

플러튼 헤어센스
유능한 미용사 구함
(Full & Part Time)
체어 렌트 가능
(714) 673-0100

미용실 스테이션 렌트
브에나팍 지역
(213) 700-3702

네일·헤어 스테이션 렌트
플러튼, 라하브라 지역
(562) 943-7788

232p

234

네일·헤어 스테이션 렌트
플러튼, 라하브라 지역
미용사·파트타임 헬퍼 구함
(714) 356-7042

223

미용실 스테이션 렌트
파이오니아 스파 입구
(562) 787-3292
(213) 215-8747

223

네일가게 구인(얼바인 근처)
분위기 좋은 네일가게에서 함께
일할 실 분, LICENSE 소지자
동부에서 오신 분 환영
(714) 401-4740
(949) 461-7702

221

224p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