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기업명

(지도교수)
모집부문 자격요건 전형절차

모집인원/
근무지역

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기업정보
채용공고

링크
비고

1 ㈜빙그레
공무환경팀

(환경/기계)

ㆍ학력: 고교 또는 전문대학
ㆍ우대: 관련학과전공 및
        자격/기술 보유자
   (환경: 수질환경산업기
사)
   (기계: 용접, 공작기계)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0명/
경기광주

인턴근무
평가후

정규전환

4/12
(일)

ㆍ 근무: 주40시간(52시간/주)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성남,광주/하남, 이천방향
   통근버스 운행
ㆍ 구내식당, 세탁소운영
ㆍ 기숙사운영(석식제공)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아이스크림및 식용빙과류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우유처리가공
ㆍ 사원수: 1,768명('19년)
ㆍ 매출액: 8,783억 3,426만('19년)
ㆍ 설립일: 1967년 9월 13일
ㆍ 홈페이지: www.bing.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1427

8&view_ty

pe=public-

2 (주)알에프텍 제조기술
ㆍ 대졸이상(2,3년)
ㆍ 경력: 신입/경력3년~15년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0명/
용인

정규직
(수습3개

월)

5/8
(금)

ㆍ 근무요일: 주5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모바일 기기부가장치
ㆍ 사원수: 270명('19년)
ㆍ 매출액: 1,305억 4,877만원 ('19년)
ㆍ 설립년월: 1995년 2월 22일
ㆍ 홈페이지: www.rftech.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1578

8&view_ty

pe=public-

recruit

ㆍ 강소기업

3 ㈜이라이콤 품질팀

ㆍ 전문대졸 이상
ㆍ 경력: 신입/경력1년~2년
ㆍ 필수: PC문서 중급이상
ㆍ 우대: 물리학및 기계공학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
수원

정규직
4/11
(토)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상품 종합 중개업
ㆍ 주요생산품: 전자부품 제조
ㆍ 사원수: 180명('19년)
ㆍ 매출액: 2,770억 5,102만 ('19년)
ㆍ 설립년월: 1984년 4월 23일
ㆍ 홈페이지: www.e-litecom.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1120

5&view_ty

pe=public-

recruit

4 ㈜화영 기술연구소

ㆍ 대졸이상(2,3년)
ㆍ 경력: 신입/경력
ㆍ 우대:가스용밸브설계 및
        개발 경력자
        AutoCAD가능자
        Solidworks가능자
        선급인증유경험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1명/
김해

정규직(수
습3개월)

채용시
마감

ㆍ 근무요일: 주5일(월~금)
             08:00~18:00
ㆍ 급여: 면접후 결정(상여있
음)
ㆍ 기숙사 운영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그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ㆍ 사원수: 179명('20년)
ㆍ 매출액: 483억 1,110만('19년)
ㆍ 설립일: 1996년 4월 22일
ㆍ 홈페이지: www.hwa-young.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1578

4&view_ty

pe=search

5 ㈜건화 생산기술팀

ㆍ 대졸이상(2,3년)
ㆍ 경력: 신입/경력1년~3년
ㆍ 우대: 공학계열
         해당직무 근무경험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창원

정규직(수
습3개월)

4/28
(일)

ㆍ 급여: 면접후 결정
ㆍ 기숙사 운영, 통근버스 운행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기타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중장비부품
ㆍ 사원수: 282명('19년)
ㆍ 매출액: 3,041억 3,801만('19년)
ㆍ 설립일: 2000년 8월 29일
ㆍ 홈페이지: www.kunhwamc.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84493

0&view_ty

pe=search

ㆍ 강소기업

일하기 좋은 중소 기업

 2019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대학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기업 / 대학과 취업연계 등 산학협력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신용등급, 매출액, 수익률 기준 우량 기업

세부내용

산학협력협약기업/산학협력기업

구분

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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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지도교수)
모집부문 자격요건 전형절차

모집인원/
근무지역

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기업정보
채용공고

링크
비고

6 ㈜신흥정밀
차단기 출하

검사원

ㆍ학력: 초대졸이상(2,3년)
ㆍ전공: 무관
ㆍ경력: 무관
ㆍ우대: 컴퓨터활용능력우수
        인근 거주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
안성

정규직
채용시
마감

ㆍ 근무요일: 주5일(월~금)
             08:00~17:00
ㆍ 급여: 면접후 결정
ㆍ 기숙사 운영, 주거비지원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전자부품, 금형제조
ㆍ 사원수: 767명('18년)
ㆍ 매출액: 9,781억 3,642만('18년)
ㆍ 설립일: 1968년 6월 26일
ㆍ 홈페이지: www.shc.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1220

3&view_ty

pe=search

7 ㈜아이씨디

① 기구조립

② CS

③ 자재관리

④ 품질/제조

(공통)
ㆍ학력: 초대졸이상(2,3년)
ㆍ경력: 무관(신입지원가능)
ㆍ필수: 공학계열

① 기구조립
ㆍ우대: 설계도면 해석가능
자

② CS
ㆍ우대: 중국출장가능자

③ 자재관리
ㆍ우대: 간단한 도면해석능
력
        OA 중급수준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채용검진
⑤ 최종합격

00명/
안성

기구조립10
CS2

자재관리1
품질/제조3

정규직(수
습3개월)

5/24
(일)

ㆍ 근무요일: 주5일(월~금)
             08:30~17:30
ㆍ 급여: 초대졸 초임 3100만원
ㆍ 기숙사 운영, 인센티브제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LCD, 반도체 및 평판 디
스
               플레이
ㆍ 사원수: 275명('19년)
ㆍ 매출액: 1,216억 463만('19년)
ㆍ 설립일: 2000년 2월 26일
ㆍ 홈페이지: www.icd.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5893

2&view_ty

pe=search

ㆍ 강소기업

8 ㈜행성사
PCBA

연구개발

ㆍ학력: 대졸이상(2,3년)
ㆍ경력: 무관(신입 지원가
능)
ㆍ우대: 전기/전자공학
        인근거주자
        운전가능자
        해당직무 근무경험
        문서작성 우수자
        엑셀고급능력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0명/
김해

정규직(수
습6개월)

6/5
(금)

ㆍ 근무요일: 주5일(월~금)
             08:30~17:30
ㆍ 급여: 회사내규(퇴직금별도)
ㆍ 통근버스 운행, 인센티브제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전자부품
ㆍ 사원수: 102명('18년)
ㆍ 매출액: 1,953억 1,783만('18년)
ㆍ 설립일: 1964년 4월 1일
ㆍ 홈페이지: www.haengsung.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0264

6&view_ty

pe=search

9 강림중공업㈜ 기술관리직 ㆍ학력: 대졸(2,3년제)이상
① 서류전형
② 실무면접
③ 중역면접

-/
창원

정규직(수
습3개월)

4/30
(목)

ㆍ 근무요일: 주5일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통근버스 운행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선박용 보일러
ㆍ 사원수: 249명('18년)
ㆍ 매출액: 989억 9,148만('18년)
ㆍ 설립일: 2003년 7월 10일
ㆍ 홈페이지: www.kangrim.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8967

2&view_ty

10 ㈜케이엠
①와이퍼Part
②생산기술

(공통)
ㆍ학력: 전문대졸이상
ㆍ경력: 무관
ㆍ우대: 섬유,생산관련 경험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
안성

정규직
5/1
(금)

ㆍ 근무요일: 주5일
             08:30~17:3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숙사 운영, 통근버스 운행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클린룸소모품 제조
ㆍ 사원수: 256명('19년)
ㆍ 매출액: 1,275억 6,223만('19년)
ㆍ 설립일: 1989년 9월 28일
ㆍ 홈페이지: kmbiz.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85025

4&view_ty

pe=search

ㆍ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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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2203&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2203&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2203&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2203&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2203&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2203&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5893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5893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5893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5893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5893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5893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5893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5893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264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264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264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264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264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264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264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264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8967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8967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8967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8967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8967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8967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89672&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50254&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50254&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50254&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50254&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50254&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50254&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50254&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50254&view_type=search


NO
기업명

(지도교수)
모집부문 자격요건 전형절차

모집인원/
근무지역

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기업정보
채용공고

링크
비고

11 ㈜선진

축우서비스팀
장치 설치 및
수리서비스

업무

(공통)
ㆍ학력: 고졸이상
ㆍ경력: 신입/경력 3년이상
ㆍ우대: 전기/전자공학
        해당업무 유사경험

①설치파트-1명
ㆍ필수: 지방출장 가능자

②서비스파트-2명
ㆍ필수: 주말근무 가능자
ㆍ우대: 이천/전주사무실
        근무가능자

① 서류전형
② 온라인 인성
③ 면접
④ 최종합격

3명/
이천

정규직(수
습3개월)

4/19
(일)

ㆍ 근무요일: 주5일
             08:00~18:0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대기업
ㆍ 업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배합사료 제조
ㆍ 사원수: 352명('19년)
ㆍ 매출액: 1조 140억 4,890만('19년)
ㆍ 설립일: 2011년 1월 4일
ㆍ 홈페이지: www.sj.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1898

4&view_ty

pe=public-

recruit

ㆍ하림계열사

12 용마로지스㈜ 방역서비스

ㆍ학력: 대졸(2,3년제)이상
ㆍ경력: 신입
ㆍ필수: 1종/2종보통운전면
허
ㆍ우대: 국가유공, 보훈대
상,
        인근거주, 운전가
능,
        해당직무 근무경험,

① 서류전형
② 1차 현장면
접
③ 2차 임원면
접
④ 채용신체검
사
⑤ 최종합격

0명/
김포

정규직(수
습3개월)

4/20
(월)

ㆍ 근무요일: 주5일(월~금)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1년이내 연봉: 3000만원
   1년이후 연봉: 3300만원
  (성과급,연차수당,휴가비별
도)
ㆍ 직원대출제도, 자녀학자금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ㆍ 주요생산품: 화물운송
ㆍ 사원수: 523명('19년)
ㆍ 매출액: 2,495억 7,314만('19년)
ㆍ 설립일: 1979년 1월 20일
ㆍ 홈페이지: yongmalogis.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1763

5&view_ty

pe=public-

13
코스맥스바이오

㈜
생산본부

사무업무지원

ㆍ학력: 고졸 이상
ㆍ경력: 신입
ㆍ우대: 컴퓨터활용능력우수
        인근거주자
        해당직무 근무경험
        엑셀 고급능력자
        지방근무 가능자
        특성화고/마이스터
고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제천

정규직
4/22
(수)

ㆍ 근무요일: 주5일(월~금)
              08:30~17:3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인센티브제, 통근버스운행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ㆍ 사원수: 400명('19년)
ㆍ 매출액: 1,274억 9,570만('18년)
ㆍ 설립일: 1984년 12월 5일
ㆍ 홈페이지: www.cosmaxbio.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1699

7&view_ty

pe=public-

14 (주)동진쎄미켐 생산직/노무

ㆍ학력: 고졸~대졸(2~3년)
ㆍ신입 및 경력
ㆍ3조2교대, 2조2교대 근무
ㆍ우대: 인근거주자
        화학, 화공졸업자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00명/
시흥

정규직
4/18
(토)

ㆍ 2조2교대, 3조2교대
ㆍ 급여: 면접후 결정
   일급 81,200원이상
   교대근무시 4000만원이상
   건설기계조종면허 5만원추가
ㆍ 기숙사지원, 자녀학자금지원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전자재료, 발포제
ㆍ 사원수: 1,188명('19년)
ㆍ 매출액: 8,752억 5,417만('19년)
ㆍ 설립일: 1967년 10월 20일
ㆍ 홈페이지: www.dongjin.com

http://www

.jobkorea.c

o.kr/Recrui

t/GI_Read/

31497206?

Oem_Code

=C1&Page

15 백광산업㈜
생산직

(품질분석)

ㆍ학력: 고졸이상
ㆍ경력: 신입
ㆍ우대: 가스, 화학관련전공
        관련분야 자격증

① 서류전형
② 인적성검사
③ 면접전형
④ 최종합격

0명/
군산

정규직(수
습3개월)

4/12
(일)

ㆍ 주5일(월~금)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인센티브제, 자녀학자금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무기화학제품, 솔비톨
ㆍ 사원수: 147명('19년)
ㆍ 매출액: 1,683억 8,946만('19년)
ㆍ 설립일: 1954년 11월 25일
ㆍ 홈페이지: www.pkic.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1380

0&view_ty

pe=public-

recruit

ㆍ 강소기업

16 귀뚜라미그룹 보일러CS

ㆍ학력: 전문대 졸업자이상
ㆍ경력: 신입/경력
ㆍ우대: 기계,전기,전자전공
        보일러CS업무 유경
험
        운전면허(2종이상)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신체검사

-/
포천

정규직
4/19
(일)

ㆍ 주5일 4조3교대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통근버스운행, 자녀학자금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기계·조선·자동차·운송장비
ㆍ 주요생산품: 냉난방기 제조판매
ㆍ 사원수: 646명
ㆍ 매출액: 2,532억 8,869만원('15년)
ㆍ 설립일: 1992년03월 01일
ㆍ 홈페이지: www.kiturami.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2177

6&view_ty

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8984&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8984&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8984&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8984&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8984&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8984&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8984&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8984&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8984&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7635&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7635&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7635&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7635&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7635&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7635&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7635&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7635&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699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699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699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699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699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699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699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699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31497206?Oem_Code=C1&PageGbn=ST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31497206?Oem_Code=C1&PageGbn=ST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31497206?Oem_Code=C1&PageGbn=ST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31497206?Oem_Code=C1&PageGbn=ST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31497206?Oem_Code=C1&PageGbn=ST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31497206?Oem_Code=C1&PageGbn=ST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31497206?Oem_Code=C1&PageGbn=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380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380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380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380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380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380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380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380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1380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177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177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177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177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177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177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1776&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1776&view_type=search


NO
기업명

(지도교수)
모집부문 자격요건 전형절차

모집인원/
근무지역

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기업정보
채용공고

링크
비고

17 명문제약㈜ 고형제팀

ㆍ학력: 전문대졸
ㆍ경력: 신입
ㆍ전공: 기계,제약, 화학관
련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채용검진
④ 최종합격

0명/
화성

정규직(수
습3개월)

4/19
(일)

ㆍ 주5일 (월~금) 07:30~16:3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통근버스운행, 자녀학자금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기계·완제 의약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의약품 제조
ㆍ 사원수: 546명('19년)
ㆍ 매출액: 1,493억 4,627만 ('19년)
ㆍ 설립일: 1981년 9월 1일
ㆍ 홈페이지:  www.mmpharm.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2073

6&view_ty

pe=public-

recruit

18
㈜피엔티
(강돈형)

설계
코딩

ㆍ학력: 전문학사 이상
ㆍCAD와 PLC실무경험자
ㆍ학점 3.5이상
ㆍ회사근방(구미, 칠곡군)
  출신자 혹은 근무가능자

-

4명/
구미,칠곡

기계2명
전기/전자
/Software

2명

-
4/10
(금)

ㆍ 급여: 연봉초임 3,200만원
ㆍ 건강검진, 자녀입학축하금,
   학자금지원, 휴양시설, 직원
   대출등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자동화 기계, 코터/건조
기
ㆍ 사원수: 515명(국내 300명,해외 215
명)
ㆍ 매출액: 3,100억('19년)
ㆍ 설립일: 2003년 12월 29일

· 각계열

  학과

  공지사항

  게시

  채용정보

ㆍ 추천채용공고
ㆍ 강소기업
ㆍ 청년친화강소기업

19
㈜휴민텍
(유재준)

사무기술직

ㆍ담당업무:전장설계,PLC제
어
           PC제어
ㆍ전공: 해당관련 학과
ㆍ학기중 해당 전공과목 이
수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합격자발표

3명/
천안

정규직
4/13
(월)

ㆍ 급여: 연봉2,730만원(2년제)
ㆍ근무요일: 월~금
(09:00~18:00)
ㆍ기숙사제공
ㆍ구내식당, 자녀학자금,
  회식지원금, 장기근속장려금,
  리프레쉬 휴가등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자동화장비 제조공급
ㆍ 주요생산품: 자동화설비 장비
ㆍ 사원수: 120명
ㆍ 매출액: 540억('19년)
ㆍ 설립일: 2010년 2월 1일
ㆍ 홈페이지: www.ihumin.co.kr

· 각계열

  학과

  공지사항

  게시

  채용정보

ㆍ 추천채용공고

20 부광약품㈜

생산기사

(주사제실)

부문

ㆍ학력: 전문학사 이상
ㆍ신입(수습6개월)
ㆍ전공: 기계,전기 및 화학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합격자발표

-/
안산

정규직(수
습6개월)

4/12
(일)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완제 의약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의약품 제조
ㆍ 사원수: 625명('19년)
ㆍ 매출액: 1,681억 9,361만('19년)
ㆍ 설립일: 1960년 10월 17일
ㆍ 홈페이지:  www.bukwang.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9278

8&view_ty

21 환인제약㈜
①생산

②물류

(공통)
ㆍ학력: 고졸 이상
ㆍ신입(계약직)/경력(정규
직)
  1년후 정규직 전환평가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채용검진
④ 최종합격

0명/
안성

계약직
4/19
(일)

ㆍ 근무요일: 주5일(월~금)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완제 의약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의약품 제조
ㆍ 사원수: 461명('19년)
ㆍ 매출액: 1,591억 7,697만('19년)
ㆍ 설립일: 1957년 7월 2일
ㆍ 홈페이지: www.whanin.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9297

6&view_ty

pe=public-

22 세원셀론텍㈜ 구매팀

ㆍ 학력: 전졸 이상
ㆍ 전공무관
ㆍ 우대: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증소지자
         ISO13485, HACCP등
         인증경험자
         EPR등 전산사용자
         영어성적 우수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건강검진

⑤ 최종합격

-/
서울

정규직(수
습3개월)

4/19
(일)

ㆍ 근무요일: 주5일(월~금)
             8:30~17:3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
스,
             사원아파트 임대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가스, 정유, 석유화학등
ㆍ 사원수: 356명('19년)
ㆍ 매출액: 1,819억 3,723만('19년)
ㆍ 설립일: 2006년 7월 3일
ㆍ 홈페이지: www.sewoncellontech.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0416

0&view_ty

pe=publi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073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073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073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073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073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073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073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073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2073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788&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788&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788&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788&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788&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788&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788&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97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97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97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97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97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97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97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92976&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416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416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416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416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416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416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4160&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8004160&view_type=public-recruit


NO
기업명

(지도교수)
모집부문 자격요건 전형절차

모집인원/
근무지역

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기업정보
채용공고

링크
비고

23 (주)알에프텍
국내해외영업
및 영업지원

ㆍ 대졸이상(2,3년)
ㆍ 경력: 신입/경력1년~3년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0명/
용인

정규직
(수습3개

월)

4/30
(목)

ㆍ 근무요일: 주5일
             오전9시~오후6시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모바일 기기부가장치
ㆍ 사원수: 270명('19년)
ㆍ 매출액: 1,305억 4,877만원 ('19년)
ㆍ 설립년월: 1995년 2월 22일
ㆍ 홈페이지: www.rftech.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8030

8&view_ty

pe=public-

recruit

ㆍ 강소기업

24 ㈜솔루엠 기구설계
ㆍ 대졸이상(2,3년)
ㆍ 경력: 신입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0명/
용인

정규직
(수습3개

월)

4/19
(일)

ㆍ 근무요일: 주5일 탄력근무제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통근버스, 외국어
             교육 지원, 해외
주
             재원, 자녀학자금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파워모듈, 통신모듈, ESL
ㆍ 사원수: 380명('18년)
ㆍ 매출액: 7,085억 5,408만 ('18년)
ㆍ 설립년월: 2015년 7월 2일
ㆍ 홈페이지: www.solu-m.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0595

6&view_ty

pe=public-

recruit

25 홈앤서비스㈜
현장서비스
(네트워크장

비운용)

ㆍ 대졸이상(2,3년)
ㆍ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ㆍ 경력: 신입가능
ㆍ 우대: 이공계열 전공자
         정보통신관련학과
         통신업무 유경험자
         야간근무 가능자

① 서류전형
② 1차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③ 2차임원면접
④ 채용검진

⑤ 최종합격

0명/
충주

정규직
(수습3개

월)

4/10
(금)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명절상여금,통신
비
             자녀입학축하금

ㆍ 기업형태: 대기업
ㆍ 업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ㆍ 주요생산품: 초고속 유선 통신 서비스
ㆍ 사원수: 4,735명('18년)
ㆍ 매출액: 3,251억 7,747만 ('18년)
ㆍ 설립년월: 2017년 6월 5일
ㆍ 홈페이지: www.homenservice.com

https://ho

menservice

.saramin.co

.kr/apply_si

te/recruit/v

iew

ㆍ SK계열사

26 콜마비앤에이치 시설관리

ㆍ 고졸이상
ㆍ 경력: 신입
ㆍ 우대: 메카트로닉스,기계
         전기기사및산업기
사

① 서류전형
② 인성검사
  (온라인)
③ 1차면접
④ 2차면접

⑤ 건강검진

⑥ 최종합격

-/
음성

-
4/15
(수)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
조
ㆍ 주요생산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ㆍ 사원수: 261명('19년)
ㆍ 매출액: 4,389억 551만('19년)
ㆍ 설립일: 2014년 4월 22일
ㆍ 홈페이지: www.kolmarbnh.co.kr

https://kol

mar.recruit

er.co.kr/ap

p/jobnotice

/view?syste

mKindCod

e=MRS2&j

obnoticeSn

=25696

ㆍ 강소기업

27
주성엔지니어링

㈜
기구설계

ㆍ 전문대졸(예정)이상
ㆍ 경력: 신입
ㆍ 필수: 2D&3D CAD가능자,
         진공/자동화장비
         설계 경험자
ㆍ 우대: 유기증착기설계,
         자동화장비설계,
         Pro-E사용가능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채용검진

⑤ 최종합격

0명/
용인

정규직
(수습3개

월)

4/16
(목)

ㆍ 근무요일:주 5일
            08:300 ~ 18:00
ㆍ 점심시간 2시간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사내식당, 기숙사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ㆍ 사원수: 460명('19년)
ㆍ 매출액: 2,590억 6,412만('19년)
ㆍ 설립일: 1993년 4월 13일
ㆍ 홈페이지: www.jusung.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9858

4&view_ty

pe=public-

recruit

ㆍ 강소기업

28 (주)우진플라임
사출성형기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원

· 대졸 이상 (2,3년)
· 경력: 신입/경력3년~5년
· 우대: 컴퓨터/시스템공학
         전기/전자공학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2명/
보은

정규직
(수습
3개월)

4/30
(목)

· 근무요일:월~금
            8시30분~19시30분
            1.5h연장
            수요일연장x
·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 사내어린이집운
영,
             사원아파트 임대,
             통근버스운행,
             기숙사운영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ㆍ 사원수: 620명('19년)
ㆍ 매출액: 1,818억 233만('19년)
ㆍ 설립일: 1991년 12월 17일
ㆍ 홈페이지: www.woojinplaimm.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9745

8&view_ty

pe=public-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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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양정밀

산업차량사업
① 생산관리
② 품질관리
③ 생산기술

④ 보전

(공통)
ㆍ 전문학사(2~3년제)이상
ㆍ 우대: 대기환경산업기사

② 품질관리
ㆍ 우대: 산업공학과

③ 생산기술
ㆍ 우대: CAD 또는 3D가능자

④ 보전
ㆍ 필수: 전기기사/산업기사
ㆍ 우대: 용접가능자

① 서류전형
② 팀장면접
③ 임원면접
④ 신체검사

⑤ 최종합격

각1명/
군산

정규직
4/10
(금)

ㆍ 근무요일:주 5일(월~금)
            08:00 ~ 17:0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
스,
             자녀학자금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자동차 부품 및 건설장비
ㆍ 사원수: 233명('18년)
ㆍ 매출액: 783억 5,505만('18년)
ㆍ 설립일: 1975년 2월 6일
ㆍ 홈페이지:  www.hanyang-p.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0003

6&view_ty

pe=public-

recruit

30
㈜ 에이테크오토

모티브
설비보전

ㆍ 대졸이상(2,3년)
ㆍ 우대: 전기/전자 공학
         기계/자동차/조선
         공학계열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인근거주자
         해당직무근무경험
         문서작성우수자
         Touch작화 가능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1명/
안성

정규직
(수습3개

월)

4/26
(일)

ㆍ 근무요일:주 5일(월~금)
            08:00 ~ 18:0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자동차엔진부품(매니폴
더)
ㆍ 사원수: 224명('20년)
ㆍ 매출액: 1,045억 972만('19년)
ㆍ 설립일: 2006년 4월 11일
ㆍ 홈페이지: www.atauto.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9471

0&view_ty

p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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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테크오토

모티브
부품개발

ㆍ 대졸이상(2,3년)
ㆍ 우대: 공학계열
         기계/자동차/조선
         카티아/3D설계
         컴퓨터활용능력우
수
         인근거주자
         해당직무근무경험
         자동차부품개발
         금형개발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안성

정규직
(수습3개

월)

4/12
(일)

ㆍ 근무요일:주 5일(월~금)
            08:00 ~ 18:0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자동차엔진부품(매니폴
더)
ㆍ 사원수: 224명('20년)
ㆍ 매출액: 1,045억 972만('19년)
ㆍ 설립일: 2006년 4월 11일
ㆍ 홈페이지: www.atauto.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6648

0&view_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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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테크오토

모티브
자동차부품
정밀측정

ㆍ 대졸이상(2,3년)
ㆍ 우대: 공학계열, 산업공
학
         정밀측정산업기사
         국가유공.보훈대상
         인근거주, 운전가
능
         해당직무 근무경험
         문서작성 우수자
         헥사곤 운영가능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안성

정규직
(수습3개

월)

4/12
(일)

ㆍ 근무요일:주 5일(월~금)
            08:00 ~ 18:0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자동차엔진부품(매니폴
더)
ㆍ 사원수: 224명('20년)
ㆍ 매출액: 1,045억 972만('19년)
ㆍ 설립일: 2006년 4월 11일
ㆍ 홈페이지: www.atauto.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5761

9&view_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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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아화성㈜

①물류/출하
②구매/자재
③영업/개발

④품질보증/

관리

(공통)
ㆍ 대졸이상(2,3년)

①물류/출하
ㆍ 신입/경력(2~3년이하)
ㆍ 필수: 지게차(3톤이상)
ㆍ 우대: 지게차(3톤미만)

②구매/자재
ㆍ 신입/경력(2~3년이하)
ㆍ 우대: 동종업계 경험자
         자동차1차협력경력
         지게차자격증

③영업/개발
ㆍ 신입/경력(2~3년이하)
ㆍ 우대: FTA자격증 및 원산
         지관리사 자격증
         동종업계 경험자
         자동차1차협력경력

④품질보증/관리
ㆍ 신입/경력(2~3년이상)
ㆍ 우대: 품질인증심사/
         시스템/관리경력
         자동차1차협력경력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0명/
김해

(물류/출하
1명)

정규직(수
습3개월)

4/12
(일)

ㆍ 근무요일:주 5일(월~금)
            08:00 ~ 18:0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고무패킹류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인테크호수, 도어가스켓
ㆍ 사원수: 365명('19년)
ㆍ 매출액: 2,885억 1,464만('19년)
ㆍ 설립일: 1974년 11월 18일
ㆍ 홈페이지: www.dacm.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8494

3&view_ty

pe=public-

recruit

34
에이테크솔루션

㈜

①자동차
  프레스금형
②가전
  프레스금형

ㆍ 고졸이상
ㆍ 경력3년이상(신입가능)
ㆍ 우대: 관련학과 전공 및
         졸업자 우대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
장성

(자동차),
광주(가전)

정규직
채용시
마감

ㆍ 근무요일:주 5일(월~금)
ㆍ 급여: 면접후 결정
ㆍ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
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제조
ㆍ 사원수: 365명('19년)
ㆍ 매출액: 2,282억 65만('19년)
ㆍ 설립일: 2001년 8월 20일
ㆍ 홈페이지: www.atechsolution.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9646

9&view_ty

pe=public-

recruit

35 ㈜서흥 품질관리직

ㆍ 고졸이상
ㆍ 경력: 신입/경력1년~3년
ㆍ 우대: 해당직무근무경험
         2교대근무가능자
         관련자격증소지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0명/
청주

정규직
(수습3개

월)

4/30
(목)

ㆍ 2조2교대
ㆍ 근무: 월~목11h,
         금8:30~17:3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완제 의약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ㆍ 사원수: 827명('19년)
ㆍ 매출액: 4,607억 2,838만('19년)
ㆍ 설립일: 1973년 1월 30일
ㆍ 홈페이지: www.suheung.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9322

3&view_ty

pe=public-

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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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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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자격요건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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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기업정보
채용공고

링크
비고

36 한화큐셀

①생산(OP)
②장비메인트
③품질관리

④유틸리티

  (운전)

(공통)
ㆍ 고졸이상
ㆍ 우대: 관련전공 및 자격
증
         교대근무가능자
         인근거주자

②장비메인트
ㆍ 우대: 기계/전기/전자
         관련 자격증 소지
자

④유틸리티(운전)
ㆍ 우대: 보일러/냉동기/가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건강검진
④ 최종합격

0명/
진천,음성

정규직
4/12
(일)

ㆍ 교대근무 (4조3교대)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대기업
ㆍ 업종: 전기·전자·반도체
ㆍ 주요생산품: 태양전지,모듈제조
ㆍ 사원수: 8,773 명
ㆍ 매출액: 14,781억 1,867만원 ('18년)
ㆍ 설립일: 2014년 12월 19일
ㆍ 홈페이지: www.q-cells.com

https://ww

w.hanwhai

n.com/web

/apply/noti

fication/vie

w.do?rtSeq

=4461

37 ㈜신우에이엔티

①PHOTO/
  T.P기술팀
  (기구조립)
②PHOTO/
  T.P기술팀
  (제조관리)
③CLEAN기술
  (전장조립)

(공통)
ㆍ 고졸이상
ㆍ 우대: 유경험자

①PHOTO/T.P기술팀(기구조
립)
ㆍ 야간작업 가능자
ㆍ 방진복 착용가능 작업자
ㆍ 우대:반도체 조립 유경험
        PFA배관 작업유경험
        PHOTO조립 및 조정
        전장작업 유경험

②PHOTO/T.P기술팀(제조관
리)
ㆍ EXCEL, PPT사용 중급이상
ㆍ 피벗테이블, 함수사용필
수

③CLEAN기술(전장조립)
ㆍ 운전면허소지자
ㆍ 우대:해당직무 근무경험,
        인근거주자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0명/
안성

정규직
4/30
(목)

ㆍ 근무요일:주 5일(월~금)
            08:00 ~ 17:00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반도체 장비,금속부품
ㆍ 사원수: 156명('18년)
ㆍ 매출액: 935억 6,303만('18년)
ㆍ 설립일: 2005년 3월 23일
ㆍ 홈페이지:  www.sw-ant.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800749

4&view_ty

pe=public-

recruit

38
한국프라임제약

㈜

메딕스제약
공무팀

ㆍ 고졸이상
ㆍ 우대: 전기, 기계,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
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완주

정규직(수
습6개월)

4/17
(금)

ㆍ 근무요일:주 5일(월~금)
            08:00 ~ 17:00
ㆍ 급여: 면접 후 결정
ㆍ 복리후생: 식비 지원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완제 의약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ㆍ 사원수: 376명('18년)
ㆍ 매출액: 1,025억 1,879만('18년)
ㆍ 설립일: 1995년 2월 25일
ㆍ 홈페이지: www.koreaprime.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

rec_idx=37

922714&vi

ew_type=p

ㆍ 강소기업

39 ㈜에스앤에스텍 생산직

ㆍ 고졸이상
ㆍ 우대: 교대근무 가능자
        (3조 2교대)
        방진복 근무 경력자
        인근 거주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대구

정규직
4/26
(일)

ㆍ 근무요일:주간
(08:30~20:30)/
             야간
(20:30~08:30)
ㆍ 3조 2교대 근무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식사 제공
             통근버스 운행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블랭크마스크, 씨알필름
ㆍ 사원수: 195명('19년)
ㆍ 매출액: 844억 6,676만('19년)
ㆍ 설립일: 2001년 2월 22일
ㆍ 홈페이지: www.snstech.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

rec_idx=37

892128&vi

ew_type=p

ㆍ 청년친화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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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지도교수)
모집부문 자격요건 전형절차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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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기업정보
채용공고

링크
비고

40 선진정공㈜

생산관리팀/
생산기술팀/
생산사원/
자재구매팀

ㆍ생산관리,기술,자재구매:
  대졸 이상 (2, 3년)
ㆍ생산사원: 학력무관
ㆍ우대:기계/자동차/조선공
  학,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
사
  ATC 1급 등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당진,천안

정규직(수
습3개월)

4/17
(금)

· 근무요일:주 5일(월~금)
            08:00 ~ 17:00
· 급여: 면접 후 결정
· 복리후생: 기숙사 운영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중장비,굴삭기,특장차
ㆍ 사원수: 324명('18년)
ㆍ 매출액: 621억 3,148만('19년)
ㆍ 설립일: 1994년 3월 21일
ㆍ 홈페이지: www.sunjin21.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

rec_idx=37

981698&vi

ew_type=p

41 한성자동차 AS서비스센터

ㆍ 학력: 대졸 이상(2,3년)
ㆍ 우대: 자동차 정비 등 관
         련 전공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보유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채용검진
④ 최종합격

0명/
서울,경기,
인천,강원,
대전 등

정규직
4/12
(일)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본인(대학/원) 학
자
            금 지원 등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자동차 신품 판매업
ㆍ 주요생산품: 수입차 판매,자동차 정비
ㆍ 사원수: 1,797명('18년)
ㆍ 매출액: 2조 4,870억 2,567만('18년)
ㆍ 설립일: 2006년 6월 19일
ㆍ 홈페이지: www.hansung.co.kr

https://hsm

c.recruiter.c

o.kr/app/jo

bnotice/list

42 ㈜윈하이텍

생산지원(사
무직) /

출하관리(사
무직)

ㆍ 학력: 대졸 이상(2,3년)
ㆍ 우대: ERP 경험자
         MS Office 활용
         인근 거주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음성

정규직
4/10
(금)

· 근무요일:주 5일(월~금)
· 급여: 면접 후 결정
· 복리후생: 자녀 학자금 지
원,
             직원대출제도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데크플레이트
ㆍ 사원수: 146명('20년)
ㆍ 매출액: 845억 7,517만('19년)
ㆍ 설립일: 2011년 9월 15일
ㆍ 홈페이지: www.winhitech.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

rec_idx=37

985428&vi

ew_type=p

43
삼정이앤더블유

(장재훈)
자재 및 외주

관리

(공통)
ㆍ 학력 무관
ㆍ 필수: 1종보통운전면허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0명/
창원

정규직
5/29
(금)

ㆍ 근무요일: 주 6일(월~토)
   8:00 ~ 19::00(월~금)
   08:00 ~ 17::00(토)
ㆍ 급여: 면접 후 결정
ㆍ 복리후생: 기숙사 운영,
             사택제공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내연기관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선박용 엔진부품
ㆍ 사원수: 50명('19년)
ㆍ 매출액: 52억('18년)
ㆍ 설립일: 1983년 5월 26일
ㆍ 홈페이지: www.samjungenw.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7767

9&view_ty

pe=list

ㆍ 산학협력기업
ㆍ 강소기업

44 ㈜마니커 공무팀_기계

ㆍ 고졸이상
ㆍ 우대: 공장 생산설비 유
         지관리 경험자
         용접자격증
         공업고등학교 또
         는 기계관련 학과
         인근거주자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1명/
동두천

정규직
4/14
(화)

ㆍ 근무시간: 주간2교대
             (격주 순환근무)
             토요근무가능자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ㆍ 주요생산품: 닭고기
ㆍ 사원수: 590명('19년)
ㆍ 매출액: 2,690억 5,796만('18년)
ㆍ 설립일: 1985년 9월 27일
ㆍ 홈페이지: www.maniker.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8512

6&view_ty

pe=search

45 우신공업(주)
금형반
생산

ㆍ고졸 이상
ㆍ우대: 운전가능자, 청년층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1명/
당진

정규직
4/12
(일)

· 근무요일:주 5일
· 급여: 연봉 3000만원 이상
· 복리후생: 기숙사 운영,
             통근버스 운영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그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
업
ㆍ 주요생산품: 자동차 부품,배기장치
ㆍ 사원수: 258명 ('18년)
ㆍ 매출액: 1,473억 510만('18년)
ㆍ 설립일: 1971년 10월 10일
ㆍ 홈페이지: www.wooshin.net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

rec_idx=37

975692&vi

ew_ty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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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한미약품
①생산

②건축설비원
동

①생산
ㆍ고졸 이상
ㆍ기계, 전기, 전자, 화학
  등 관련 전공자
ㆍ우대: 고형제, 점안제 생
산
  경험자
②건축설비원동
ㆍ대졸 이상(2,3년)
ㆍ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관
  련 전공자
ㆍ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
리
  /가스 (기사/기능사) 자격
  증 중 1가지 이상
ㆍ우대: 냉동설비 유경험자

① 서류접수
② 인적성검사
③ 면접
④ 최종합격

0명/
화성

정규직
4/19
(일)

· 교대근무
·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 자녀학자금 등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완제 의약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의약품 제조
ㆍ 사원수: 2,436명 ('19년)
ㆍ 매출액: 1조 1,136억 4,978만('19년)
ㆍ 설립일: 2010년 7월 5일
ㆍ 홈페이지: www.hanmi.co.kr

https://han

mi.recruiter

.co.kr/app/j

obnotice/vi

ew?system

KindCode=

MRS2&job

noticeSn=2

5265

47 유니셈㈜

C/S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엔지니어)

ㆍ고졸 이상
ㆍ우대: 해당 직무 경험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평택,화성

이천
정규직

4/26
(일)

· 근무요일:주 5일
·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 사택 운영,
             통근버스 운영,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반도체장비 및 카메라모
듈
ㆍ 사원수: 657명 ('19년)
ㆍ 매출액: 1,731억 1,138만('19년)
ㆍ 설립일: 1988년 11월 15일
ㆍ 홈페이지: www.unisem.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

rec_idx=37

970471&vi

ew_type=p

48 (주)나노켐  생산관리
ㆍ대졸(2,3년제)이상
ㆍ우대: 전기/전자공학전공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1명/
경북 청도

정규직(수
습3개월)

4/17
(금)

ㆍ주5일근무(월~금)8:30~17:30
ㆍ급여: 전문대졸 2500만원
ㆍ복리후생: 기숙사 운영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보일러용 부품 등
ㆍ 사원수: 91명 ('18년)
ㆍ 매출액: 513억 1,396만('18년)
ㆍ 설립일: 1991년 5월 31일
ㆍ 홈페이지: www.nanokem.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

rec_idx=37

974322&vi

ew_type=p

49 ㈜파인디앤씨
PowerMill(파
워밀)운용

ㆍ고졸이상
ㆍ자동화기계 가공(MCT 등)
  교육 수료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1명/
아산

정규직(수
습3개월)

4/26
(일)

ㆍ주5일근무(월~금)8:30~17:30
ㆍ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복리후생: 기숙사 운영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Display, 2차전지케이스
ㆍ 사원수: 184명 ('19년)
ㆍ 매출액:775억 2,223만('19년)
ㆍ 설립일: 1992년 4월 1일
ㆍ 홈페이지: www.finednc.com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

rec_idx=37

968317&vi

ew_type=p

ㆍ 강소기업

50 ㈜SPC삼립
공무

폐수환경직

ㆍ 학력: 고졸이상
ㆍ 경력: 무관
ㆍ 우대: 환경기능사,
         에너지기능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청주

정규직(수
습3개월)

4/22
(수)

ㆍ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주야2교대 근무
  오전8시 30분~오후8시 30분
ㆍ복리후생: 4대보험, 수당,
            통근버스운행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빵류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양산빵
ㆍ 사원수: 3,014명 ('19년)
ㆍ 매출액: 2조 2,008억 8,374만 ('18년)
ㆍ 설립일: 1945년 10월 28일
ㆍ 홈페이지: www.spcsamlip.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94716

8&view_ty

p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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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모집부문 자격요건 전형절차

모집인원/
근무지역

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기업정보
채용공고

링크
비고

51 ㈜레몬 나노품질그룹

ㆍ 학력: 고졸 이상
ㆍ 경력: 신입/경력1년이하
ㆍ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운전가능자
         해당직무 근무경험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0명/
구미

정규직(수
습3개월)

4/10
(금)

ㆍ2교대 8시30분~17시30분
ㆍ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복리후생: 4대보험, 기숙사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합성섬유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EMI 및 나노사업
ㆍ 사원수: 180명 ('19년)
ㆍ 매출액: 314억 3,759만('18년)
ㆍ 설립일: 2012년 9월 18일
ㆍ 홈페이지: www.lemonano.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83653

7&view_ty

pe=public-

52 연합정밀㈜ 시제품제작

ㆍ 학력: 대졸이상(2,3년)
ㆍ 경력: 신입
ㆍ 우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천안

정규직
4/30
(목)

ㆍ주5일근무(월~금)
  오전8시 30분~오후5시 30분
ㆍ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복리후생: 기숙사 운영,
            통근버스 운행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전기회로 개폐,보호장치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전자통신장비부품
ㆍ 사원수: 426명 ('19년)
ㆍ 매출액: 717억 5,679만 ('19년)
ㆍ 설립일: 1980년 6월 2일
ㆍ 홈페이지: www.yeonhab.com

www.saram

in.co.kr/zf_

user/jobs/r

elay/view?r

ec_idx=379

45822&vie

w_type=etc

ㆍ 강소기업

53
우수

AMS(주)CASCO
생산팀

ㆍ 학력: 대졸이상(2,3년)
ㆍ 경력: 신입/경력1년이상
ㆍ 우대: 해당직무 근무경험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울주군

정규직
4/22
(수)

ㆍ주5일근무(월~금)
  오전8시~오후5시
ㆍ급여: 면접후 결정
ㆍ복리후생: 명절선물/귀향비,
            경조사등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조향부품, 구동부품
ㆍ 사원수: 286명 ('19년)
ㆍ 매출액: 2,440억 577만 ('18년)
ㆍ 설립일: 1983년 2월 5일
ㆍ 홈페이지: www.woosu.co.kr

www.saram

in.co.kr/zf_

user/jobs/r

elay/view?r

ec_idx=379

45889&vie

w_type=etc

54 ㈜한진
자동화 설비

정비사

ㆍ 기계/전기/전자 등 설비
   관련 전문학사 소지자
ㆍ 기계정비/전기/전자기기
   기능사 이상 자격증
ㆍ 해당지역 근무및 스케줄
   근무 가능자
ㆍ 우대: 컨베이어/생산설비
           정비 경력 3년 이상

① 서류전형
② 실무면접
  (기능 TEST)
③ 임원면접
④ 건강검진
⑤ 최종합격

0명/
인천

-
4/17
(금)

ㆍ 근무요일: 주5일
ㆍ 근무시간: 08시30분~17시 30분
ㆍ 급여: 회사내규(면접후 결정)

ㆍ 기업형태: 대기업
ㆍ 업종: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ㆍ 사원수: 1,435명('19년)
ㆍ 매출액: 1조 9,507억 7,193만('18년)
ㆍ 설립일: 1945년 11월 1일
ㆍ 홈페이지: www.hanjin.co.kr

http://www

.jobkorea.c

o.kr/Search

/?stext=%e

d%95%9c

%ec%a7%8

4

55
(주)씨앤투스성

진
생산(OP)

ㆍ 학력 무관
ㆍ 우대: 기숙사 생활가능
         자, 야간근무 가
         능자, 전기기계관
         련 경험자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00명/
이천

정규직
(수습
3개월)

4/28
(화)

ㆍ 근무요일: 월~금(주야교대)
ㆍ 급여: 시급 8,740원
         (연간상여금)
ㆍ 복리후생: 기숙사 운영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에어필터, 마스크
ㆍ 사원수: 147명('18년)
ㆍ 매출액: 369억 809만('18년)
ㆍ 설립일: 2003년 5월 27일
ㆍ 홈페이지: www.cntus-sungjin.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84663

7&view_ty

pe=list

56
코오롱환경
에너지㈜

소각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ㆍ 초대졸 이상
ㆍ 남성
ㆍ 우대: 전기/전자공학,
         기계/자동차/
         조선공학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0명/
과천

무기
계약직

4/10
(금)

ㆍ 근무요일: 4조 2교대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복리후생: 기숙사 운영

ㆍ 기업형태: 대기업
ㆍ 업종: 환경설비 건설업
ㆍ 주요생산품: 산업환경 설비공사
ㆍ 사원수: 529년('18년)
ㆍ 매출액: 1,129억('18년)
ㆍ 설립일: 2002년 1월 18일
ㆍ 홈페이지: www.kolon-kesco.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74016

7&view_ty

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3653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3653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3653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3653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3653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3653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3653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36537&view_type=public-recrui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22&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22&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22&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22&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22&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22&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22&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89&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89&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89&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89&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89&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89&view_type=et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945889&view_type=etc
http://www.jobkorea.co.kr/Search/?stext=%ed%95%9c%ec%a7%84
http://www.jobkorea.co.kr/Search/?stext=%ed%95%9c%ec%a7%84
http://www.jobkorea.co.kr/Search/?stext=%ed%95%9c%ec%a7%84
http://www.jobkorea.co.kr/Search/?stext=%ed%95%9c%ec%a7%84
http://www.jobkorea.co.kr/Search/?stext=%ed%95%9c%ec%a7%84
http://www.jobkorea.co.kr/Search/?stext=%ed%95%9c%ec%a7%84
http://www.jobkorea.co.kr/Search/?stext=%ed%95%9c%ec%a7%84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466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466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466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466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466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466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466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8466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40167&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40167&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40167&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40167&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40167&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40167&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40167&view_type=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40167&view_type=search


NO
기업명

(지도교수)
모집부문 자격요건 전형절차

모집인원/
근무지역

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기업정보
채용공고

링크
비고

57
㈜에이피텍
(장재훈)

필드 서비스
ㆍ 학력 무관
ㆍ 우대: 전기/기계 전공,
         유관 업무 경험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인천,
구미

정규직
(수습
3개월)

채용시
마감

ㆍ 근무요일: 월~금
ㆍ 급여: 면접후 결정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ㆍ 업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반도체 제조 장비
ㆍ 사원수: 112명('18년)
ㆍ 매출액: 727억('18년)
ㆍ 설립일: 2005년 1월 24일
ㆍ 홈페이지: www.ap-tech.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79464

1&view_ty

pe=list

ㆍ 산학협력협약기업

58
㈜심텍

(강돈형)
시설관리

ㆍ 고졸 이상
ㆍ 가스기능사 이상
ㆍ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ㆍ 우대: 인근거주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2차면접
④ 최종합격

0명/
오창

정규직
채용시
마감

ㆍ 근무요일: 4일근무2일휴무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 업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인쇄회로기판
ㆍ 사원수: 2,542명('18년)
ㆍ 매출액: 1조 75억('18년)
ㆍ 설립일: 2015년 7월 1일
ㆍ 홈페이지: www.simmtech.co.kr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75833

7&view_ty

pe=list

ㆍ 산학협력기업

59
에이치엔에스

하이텍㈜
(장재훈)

전자사업
본부 생산팀

ㆍ 고졸 이상
ㆍ 우대: 전기/전자/기계/
         자동차/조선공학,
         인근거주자, 문서
         작성 우수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③ 최종합격

0명/
대전

정규직
(수습
3개월)

4/11
(토)

ㆍ 근무요일: 월~금
ㆍ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강소기업
ㆍ 업종: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전자통신부품
ㆍ 사원수: 136명('18년)
ㆍ 매출액: 391억('18년)
ㆍ 설립일: 1995년 12월 6일
ㆍ 홈페이지: www.hnshightech.com

http://www

.saramin.co

.kr/zf_user/

jobs/relay/

view?rec_id

x=3774571

2&view_ty

pe=list

ㆍ 산학협력기업
ㆍ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60 포스코O&M
기술직

(전기/기계)

ㆍ 초대졸 이상
ㆍ 우대: 해당 분야 전공,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① 서류접수
② 인성검사
③ 면접
④ 최종합격

-/
전국

계약직
(평가 후

연장
검토)

수시
모집

ㆍ 근무요일: 교대근무
ㆍ 복리후생: 주택자금,
             긴급생활안정
             자금

ㆍ 기업형태: 대기업
ㆍ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ㆍ 주요생산품: 시설물유지 서비스
ㆍ 사원수: 581명('19년)
ㆍ 매출액: 1,267억('18년)
ㆍ 설립일: 1990년 12월 28일
ㆍ 홈페이지: https://www.poscoonm.com

https://pos

coonm.sara

min.co.kr/_

service/zlig

ht/apply_sit

e/apply/rec

ruit_default

.asp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94641&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94641&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94641&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94641&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94641&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94641&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94641&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94641&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583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583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583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583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583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58337&view_type=list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7758337&view_typ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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