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Go 취업정보 (2월 4주)
연번

1

기업명
신라철강(주)

생산관리 담당자(대구) 모집

(포스코냉연판매점)

(코일 센터 입출고 관리 및 정산,

달서구 성서공단

구매 발주 및 재고/운송사 관리,

채용시 마감

생산관리 전반 문서 작성 등)

에스에스엘엠(주)
2

(2차전지분리막제조)
달성군 다사읍 세천공단
3/5(토) 까지

3

4

채용직무

채용연계 생산직(인턴) 남자 0명
1.제조(아라미드)
(원료 칭량/투입 및 기타)
2.제조(코팅) 0명
(분리막 단면에 아라미드 내열층
코팅 및 슬릿 생산)
3.품질(QC) 0명
(제품 물성검사)

제이브이엠

1.생산직(오퍼레이터) 남자 0명

(의약조제자동화)

(생산설비 조작 및 제품 포장)

(한미약품 계열사)

2.생산직(주간/품질) 남자 0명

달서구 호산동 성서공단

(품질 수입 검사, 공정 진단 및 개선)

3/14(월) 까지

3.생산직(주간/자재) 남자 0명

(채용완료시 조기마감)

(자재 창고 관리 및 자재 투입)

대영코어텍(주)

기술영업부 영업지원 사무원

(기계제조업)

1명

달성군 유가면

(영업관리 및 출고관리, 거래처

3/16(수) 24시 까지

관리 및 수금관리)

자격요건
전문대졸 이상
신입/경력 무관
해당직무 근무경험자 우대
공학계열 전공자 우대
대학 추천 지원자 우대
고졸 이상, 4조 3교대 근무기준
교대제 유경험자 우대(신입무관)
1~2.기계과, 전자정보통신과
2.클린룸 근무, 클린복 착용
(피부질환자, 다한증 제외)
3.관찰력 있고 섬세하며 꼼꼼하고
기본에 충실한 자
상시 입사 가능자
사회봉사활동, 개근 우대
신입 또는 경력
1.2교대 근무 가능자
냉동공조 자격증 소지자 우대
2.신입 또는 경력 1~5년
기계과, 전자정보통신과 우대
전공분야/품질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3.신입 또는 경력
자재/물류관련 유경험자 우대
신입/경력 무관, 여성 우대
해당직무 경험자 우대
엑셀/OA 프로그램 사용가능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쿠팡 대구6센터
5

경북 칠곡군 지천면

계약직사원 000명

영남물류센터 8동

1.FC(입고/재고/출고) 남녀

(칠곡물류IC 인근)

2.HUB(물류 분류 및 상하차) 남자

채용시 까지

만 20세~만 60세
물류센터 등 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연봉 3,100만원
08:00~18:00, 주5일 근무
사내식당 운영(중식/석식 제공)
서류전형→1차면접→인성검사
→채용검진→2차면접→최종합격
1년 인턴종료 후 근무평가 실시,
평가결과 반영 후 정규직 전환 심사
월급 290~340만원(연장/야간근로 포함)
통근버스 운행, 사내식당 운영
서류전형→면접전형→신체검사
→최종합격

지원절차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hhpark2@tc.co.kr)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사본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youngsun01.jung@sslm.co.kr)

대구 달서구 본사 근무
연봉 3,000만원 이상
(각종 인센티브, 연장/특근수당 별도)
계약직 입사 후 근무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전환율 90%)
서류전형→1차 실무진면접+2차 임원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kim.hj@myjvm.com)

면접→채용검진→최종합격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연봉 2,700만원 이상
(경력에 따른 임금협의 가능)
월/금요일 : 08:00~19:00
화/수/목요일 : 08:00~18:00
주5일 근무, 통근버스 운행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월급 201만원~276만원
+α(연장 및 특근수당)
근무조건에 따른 급여 상이
1.주간 09:00~18:00
2.오후 19:00~04:00
계약기간 : 12개월/12개월/무기
계약직 전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지
문자발송 지원

대구/구미/경산/칠곡/왜관/
현풍 통근버스 운행
문자지원→면접 및 실습→입사
현장 상주 기술자
6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

충북 음성군/경북 포항시

1.충북 음성군 2명

채용시 마감

2.경북 포항시 2명
(근무지 선택)

전문대졸 이상, 건축인테리어과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축사협회, 건설기술인협회에 타업체
근무경력이 없는 자 우대(신규)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근무지 인근 거주자 우대

㈜제네원
(삼성전자 지원부문
7

사내협력사)
경북 구미시

구미 삼성전자 내
안내데스크 계약직 1명

구미 출퇴근 가능자

3/10(목) 17시 까지
㈜제네원
(삼성전자 지원(인사/총무)
계속

부문 사내협력사)
경북 구미시
2/25(금) 17시 까지

총무일반 사무직 0명
(출입증 발급, 개인정보기기 등록
/해지, 휴대폰 보안 등록/해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주차권 발급 및 배부 등)

구미 출퇴근 가능자

근무지 : 구미 삼성전자 내 출장자
사무실
2022년도 상반기 생산기술직

현대중공업
계속

울산
2/27(일) 까지

공개 채용 00명
1.제관(취부/용접)
2.배관
3.기계
4.전기

크레텍책임(주)
크레텍웰딩(주)
계속

(산업용공구도매업)
중구 인교동
서구 이현동
2/27(일) 까지

대구(본사), 군포(서울)
1.고객상담(카운슬러)
(고객전화상담, 주문접수, 발주
및 상품매입, 재고관리 등)
2.물류(상품운영)
(입고/출고, 재고관리, 로케이션
이동관리, 검수/포장, 상하차, 배송)

그룹 협력회사 3년 이상 재직자
기술교육원 및 인력수급 MOU 체결
교육기관(계명문화대학교 졸업생)
수료자는 서류심사시 우대 적용
기계과, 전자정보통신과, 디자인학부
병역필 및 군면제자로서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 이상
경력무관(신입포함)
장교 전역자, 장기근무 가능자 우대
1.전공무관(여상 졸업자 우대)
공구/산업용품분야 경력자 우대
서비스마인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수자 우대
2.전공무관(이공계열 우대)

정규직
급여 : 4년제 대졸 기준 초임
연봉 약 3,200만원(협의 후 조정)
09:00~18:00, 주5일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계약직(출산, 육아휴직 대체 15개월)
주40시간제(08:00~17:00)
토요일, 주중공휴일 로테이션
근무(별도 수당 지급)
중식지원, 통근버스(구미/대구) 운행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계약직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주40시간제(08:00~17:00)
연차수당, 중식 제공
통근버스(구미/대구) 운행
명절상품권 및 선물 지급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dongwook0630.kim@partner
.sec.co.kr)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행동발달사항)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dongwook0630.kim@partner
.sec.co.kr)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류전형→기량평가/인성검사
→실무면접/건강검진→임원면접
→최종합격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연봉 3,000만원
08:10~17:55, 주5일 근무
2.근무조에 따라 출퇴근시간
변동가능
서류전형→해당직무 채용발생시
개별연락→1차면접→2차면접/

당사 홈페이지 접수
(recruit.hhi.co.kr/RECRUIT
_HHI/hr/rec/recruit/jobopen
/controller/candidate/JobOpen
310WebController/DetailInit.hr)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경력자)
당사 홈페이지 접수
(www.cretec.kr)

㈜우방
계속

(건설업)
북구 침산동 연우빌딩
2/28(월) 24시 까지

1.건축 신입 2명
(현장 공사/공정관리, 도면검토 등)
2.안전 신입 2명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전반)
3.전기 신입 1명
(건설현장 전기 업무 전반)
4.설비 신입 1명
(건설현장 기계설비 업무 전반)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지게차 운전가능자, 건설기계
조종면허 자격증소지자 우대
1.건축(산업)기사 등 자격소지자
우대
2.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
3.전기/소방 등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4.기계/설비 등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인적성검사→입사

정규직, 현장 근무
4년제 대졸 기준
연봉 초임 4,200만원
성과상여/명절상여/휴가비/
식대 등 별도 지급
(급여/복지혜택 대구/경북지역
최고수준)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당사 홈페이지 접수
(smpeople.recruiter.co.kr)

교육비 전액 무료, 실습재료 제공
2022년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계속

현대건설(주)

1.중앙부처 : 플랜트전기, 건설장비

기술교육원

실무, 에너지설계 및 시공관리, 스마트

서울시 영등포구

건설관리/700시간/2022년 3월~8월

~ 2022년 2월 까지

2.기업맞춤형 : 건설공정공사관리

(본인부담금 없음)
졸업생 취업희망자(내국인)
월~금요일 수업이 가능한 자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1,000시간/2022년 3월~10월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 운영
취업연계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건설사 및 협력업체 국내외 취업
*2022년 수료생 현대건설 현장실습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당사 홈페이지 접수
(edu.hdec.co.kr)

및 프로젝트직 특채 기회 부여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선발

㈜키즐코리아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빌리티광고플랫폼)
계속

(택시미디어바/골프미디어바)

마케팅/전략/영업 2명

신입/경력, 학력무관

동구 신천동

정규직, 연봉 2,500만원 이상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인센티브 별도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당사 홈페이지 참고

2/28(월) 까지

계속

(www.kizzlekorea.com)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네원

산업 아전원 및 위험물 관리원

(삼성전자 지원(인사/총무)

정규직 6명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부문 사내협력사)

(사업장내 산책로, 횡단보도 등

구미 출퇴근 가능자

경북 구미시

정기순찰 및 위반자 단속)

(통근버스(구미/대구) 운행)

3/4(금) 17시 까지

근무지 :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내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주40시간제(08:00~17:00)
연차수당, 중식 제공
명절상품권 및 선물 지급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성적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행동발달사항)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dongwook0630.kim@partner
.sec.co.kr)

계속

한창실업(주)

건설노무 및 신고업무 사무직

(건물금속공작물설치공사업)

사원 1명

남구 봉덕동

(전문건설금속창호 건설노무프로그램 입력

3/4(금) 24시 까지

및 활용, 건설노무업무, 4대보험 신고 등)

전문대졸 이상, 건축인테리어과
경력무관, 신입 지원 가능
건축산업기사, 건축도장기능사 우대
해당직무 인턴경력,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인근거주자, 운전가능자 우대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사람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급여 : 면접 후 결정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08:30~18:30, 중식 제공

사람인 입사지원,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우편, 방문, 전화 접수

㈜원케어토탈솔루션
계속

계속

고졸 이상, 경력무관(신입 가능)

(소독/방제서비스업)

경리 마케팅 여자 1명

공학계열 우대

달서구 송현동

(경리업무, 블로그 SNS 마케팅 등)

엑셀/파워포인트/포토샵 가능자

4/4(월) 24시 까지

우대

컴포텔소방전기

소방환경안전과

(전문소방점검업)
서울/경기

소방점검(신입)

채용시 마감
㈜평화발레오
계속

달성군 유가읍 현풍공장
채용시 마감

계속

계속

3개월 근무

(정밀판금제조업)

2.CNC절곡기 운전원 1명

달성군 유가읍

3.기계부품 조립원 1명

추천시 까지

4.알곤 용접원(외국인 유학생가능) 1명

북구 산격동 대구사무소
긴급/추천시 까지
쿠쿠전자(주)
대구수성점

계속

자동차부품조립 단기 계약직

1.레이저컷팅머신 운전원 1명

(치과의료용기기서비스업)

(전기압력밥솥제조업)
수성구 범어동
채용시 마감

(소방환경안전과 졸업자 바로

연봉 2,400만원, 인센티브제
휴일/특근수당, 간식 제공
08:30~17:30, 주5일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연봉 및 복리후생 : 면접 후 결정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발급가능)

㈜영진이엔지

㈜포인트닉스

소방기술인정자격 이상 소지자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주/야 교대근무 가능자

기계과, 공학계열 전공자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장기근무 가능자 우대

치과의료용기기 CS 지원

전문대졸 이상

남자 2명

컴퓨터학부, 공학계열 우대

(외근 A/S 업무)

운전가능자 필수

시급 9,160원, 상여금 지급(회사내규)
주/야간 교대근무
(주간 08:00~17:00, 야간 20:00~05:00)
4대보험 가입, 식사지원, 통근버스 운영
연봉 3,100만원
수습 2개월, 80% 지급
월/화/목/금요일 08:30~19:30
수요일 08:00~17:00
정규직, 연봉 2,600~2,900만원
급여 : 면접 후 결정
신규 계약시 인센티브 지급
09:00~18:00, 주5일 근무

사람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사람인 입사지원
이력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사람인 입사지원
이메일 접수
(recruit@vph.com)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당사 홈페이지 참고
(yieng.kr)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전문대졸~대졸
사무행정 여자 1명

경력 무관(신입지원 가능)

정규직, 연봉 2,400~2,600만원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영점 행정 회계업무, 영업(판매

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과

08:30~17:30, 주5일 근무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판촉)업무, 서비스접수 전화 및

엑셀 가능자

휴일(특근)수당, 유니폼 지급

방문, 이메일 접수

고객응대 등)

전산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워크넷 입사지원

판촉업무 경력자 우대
격주 5일제(국공휴일/하계휴가

㈜두강건설
계속

(골프장운영업)

고령오펠골프클럽 프론트 사무원

경북 고령군 다산면

정규직 1명

채용시 까지

/연차휴가 별도)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고졸~대졸

08:00~18:00/06:00~16:00

경력증명서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탄력근무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회계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연봉 2,800만원 이상(별도 협의)

이메일 접수

기숙사 제공

(lawon@nate.com)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여명에프에이
(전지/케이블도매업)
계속

북구 산격동
산업용재관 21동 11,12호
채용시 까지

계속

계속

계속

대운코팅
(골프채헤드코팅)
달서구 장기동
채용시 까지
구찌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서울/경기 내 수도권 백화점
및 아울렛
대전/대구/부산/여주/광주
등 백화점 및 아울렛
상시 채용
㈜청진이엔씨
(건설업(토목/건축))
경북 성주군 용암면
채용시 까지
레인보우스튜디오

계속

수성구 파동
채용시 까지
크멋자이언트플라워
(합성고무플라워제조업)

계속

계명문화대학교 1인 창조
기업 입주기업
채용시 까지

기술영업관리 남자 2명
산업자동화 제품(PLC, 인버터, 서보,
HML) 기술지원/기술영업 및 자재관리
(컴퓨터학부 졸업생 2명 근무중)

고졸 이상, 공학계열 우대
경력무관, 신입가능
인근거주자, 해당직무 근무경험자 우대

남자 1명

4축조각기(CNC) 활용가능자

(골프채헤드 설계 디자인 및 가공 등)

캐드, 2D 활용 디자인 가능자

1.Client Advisor(시니어 사원/사원)
(세일즈 및 고객서비스)
2.Operation Specialist(시니어 사원/사원)
(상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 수선 및
고객서비스 지원, 매장 운영지원 등)

고객서비스 마인드 갖춘 자
2.MS Office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유통업계 재고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회계직군 남자 신입/경력무관
1명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집행,
원천세/부가세, 급여, 연말정산 등)

운전가능자 필수, 자차소지자 우대
더존 아이큐브 활용가능자
전산세무 2급 소지자 우대

헤어/메이크업 직원 모집
신입 여자
(헤어/메이크업 및 의상관리
(스튜디오 보조 업무))

경력자 우대, 신입가능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인근거주자, 해당직무 근무경험자
우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명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오픈마켓
입점 및 판매관리 등

전문대졸 이상, 경력무관
일러스트, 포토샵, 캐드 등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정규직, 수습기간 2개월
연봉 3,000만원, 08:30~18:00
수습 후 차량/차량유지비 지원
대부분 외근, 근무복 지급
근무 1년 후 상여금 설날/추석
100%, 여름휴가 5%
매출달성해 연말 보너스 50~100%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정규직, 월급 300만원 이상
평일 08:30~17:00
토요일 08:30~13:00
주6일 근무, 중식제공
인센티브 제도, 근무지수당 및
어학수당
주5일, 일8시간 근무(주말시간제 제외)
유니폼 제공, 개별 아이폰 지급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입사→입사교육
청진건설(주) 소속 정규직
연봉 2,700만원, 경력자는 협의
07:30~17:30, 주5일 근무
사원식당, 여름휴가, 리조트지원
정규직
09:30~19:00, 주5일 근무
화,수요일 휴무
카페테리아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월급 190만원
주40시간 근무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사람인 입사지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daewoon58@naver.com)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구찌반
운영 및 추천 진행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cd175dp@ecocj.com)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rpsst@naver.com)
당사 홈페이지 참고
(rainbowstudio.kr)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jjakji07@naver.com)
당사 홈페이지 참고
(www.bigcoo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