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Go 취업정보 (12월 2주)
연번

1

기업명
대동공업(주)
(농업/임업용기계제조)
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
채용시 까지
㈜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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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로봇제조업)
달서구 성서공단

채용직무
생산 계약직 130명

경력, 학력, 나이, 성별 무관

(농기계 조립, 엔진 가공 및 조립,

CNC선반기능사, 제조업 경험자,

농기계 품질검사, 지게차 조립)

지게차운전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동화로봇 조립 남자 2명

(산업용로보트)

로봇정비 및 출장 AS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남자 0명

(골프연습장제휴운영)

XGOLF 사업본부 제휴영업팀

서울 성동구 용답동

골프장 제휴 영업 0명

채용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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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
(통신·방송장비/부품도매)
전국/대구
12/13(일) 24시 까지

영업전문가 20년 11기
1.외부/접점 영업 00명
1) 통신상품 외부영업 및 컨설팅
2) 유무선, Biz상품 판매 및 CS업무
2.도매영업 0명
1) 거래처(판매점) 관리 및 영업지원
2) 신규 거래처 발굴

㈜KFC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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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계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08:00~17:00, 주5일 근무

사람인 입사지원

통근버스 운행(달서구,달성군)

정규직

전국/대구

정규직 매니저 신입 00명

12/14(월) 24시 까지

(매장운영 및 관리업무)

공학계열, 군필자

연봉 2,400만원, 상여금 협의

운전면허 소지자/운전가능자 필수

수습 3개월 80%, 09:00~18:00

차량 보유자 우대

주말/공휴일 수당 별도, 차량주유비 지원

학력, 경력 무관

정규직, 면접 후 급여 결정

운전면허 소지자 필수

09:00~18:00, 주5일 근무

유관 업종 근무경험자 우대

엑스골프연습장 2호점(장한평) 근무

만19세 이상 청년구직자
고졸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정규직 전환가능
주5일 근무
서류전형→인성/역량검사(온라인
AI면접)→면접전형→영업사관
학교(인턴 3개월)→정규직 입사

학력, 나이, 성별 무관
보건증 소지자 필수
서비스 마인드 갖춘 자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한진

물류전문인턴 0명

(택배운송업)

(운영(택배))

전문대졸

전국

강원(원주), 전라(전주), 충청

병역필 또는 면제자

12/15(화) 18시 까지

(서산, 청주) 중 택1

지원절차

대동공업(주) 대구공장 근무

09:00~18:00, 주5일 근무

채용시 까지
㈜그린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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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계약직 1년, 시급 8,680원

월급 180만원, 수습 6개월

채용시 까지
RS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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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서류전형→OJE전형(현장실습,
12/15(화)~12/17(목))→면접전형
→채용검진→최종합격
1년 계약직 근무 후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가능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건강검진→최종합격→입사
(2021년 1월초)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람인 입사지원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홈페이지 접수
(ktmns.recruiter.co.kr)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홈페이지 접수
(recruit.kfckorea.com)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홈페이지 접수
(www.hanjin.co.kr)

인턴십 6개월 후 심사합격시
정규직 전환가능
8

㈜이랜드파크

켄싱턴 서비스 인턴십 17기

강원도 평창군

(호텔 현장서비스 직무 크로스

12/15(화) 23시 까지

트레이닝(객실/식음/컨텐츠 등))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월급 220만원 이상(제수당 포함)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숙사 제공

당사 홈페이지 접수

서류전형→AI면접(12/19(토)~12/21(월))

(elandpark.recruiter.com)

→인적성검사(12/22(화)~12/23(수))→
최종합격(12/29(화))→인턴십(1/5(화))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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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업)
수성구 수성동2가
12/15(화) 24시 까지

전산(IT) 0명 신입/경력

전문대졸 이상

정규직, 수습 3개월

(전산실 관리, 전산프로그램

java, spring 개발 역량 보유자 우대

08:30~18:30, 주5일 근무

유지관리, 전산개발)

전산실 업무 유경험자 우대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람인 입사지원
당사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접수

인턴근무 후 평가 우수자에
GS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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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환경)

채용연계형 인턴 신입

경기도 안산시,

1.설비 운전/유지·보수 : 안산 0명

경북 구미시

2.설비 운전/유지·보수 : 구미 0명

12/16(수) 16시 까지

전문대졸 이상

한해 정규직 채용

기계과, 전기관련 전공자

09:00~18:00, 주5일 근무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인적성검사(12월)

당사 홈페이지 접수

가산점 부여

→면접전형(1차, AI면접, 2차

(oras.jobkorea.co.kr/gsenr

(기계/전기/환경) 및 가스기사

/21년 1월)→인턴입사(21년 2

/main.asp)

/기능사, 에너지관리기사 우대

월중/8주간)→인턴평가 및 정
규직 채용
계약기간 : 2021.1.1~5.31(5개월)

청년인턴(일반)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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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1.행정부서 행정보조 4명

달서구 도원동

2.약제실 약무보조 2명

12/17(목) 17시 까지

3.기계(기계실 업무지원) 1명

1.관련 업무 경력자 및 PC활용

월급 180만원(세전, 정액제)

가능자 우대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2.약부보조업무 경력자 우대

4대보험 가입, 취업지원휴가(공가) 부여

3.공조/용접/보일러/냉동위험물

서류전형→면접시험(12/23(수))→최종

/가스 등 기능사 및 산업기사

합격자 발표(12/24(목) 17시)→합격자

이상 자격소지자 우대

서류등록(12/28(월)~12/29(화))→임용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홈페이지 접수
(recruit.incruit.com/bohun)

(1/1(금))
계약직 1년, 정규직 전환가능
평화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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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
12/17(목) 까지

시급 8,590원, 상여금 300% 별도
호스공장 생산직 사원 00명

경력무관, 신입가능

2교대 근무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류, 성형 및 조립, 포장, 마킹 등)

인근거주자 우대

(주간 08:00~17:00, 야간 20:30~17:30)

잡코리아 입사지원

서류전형→면접전형→신체검사
→최종합격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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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기계/장비제조업)
경시도 안산시

생산직 대규모 채용
제조팀 부품조립

고졸 이상
나이, 성별 무관
생산직, 부품조립업무 경험자 우대

12/31(목) 까지

계약직 근무기간 1년
연봉 2,550만원, 잔업시 수당
별도 지급
08:00~17:00, 주5일 근무
안산, 시흥지역 통근버스 운행
지역 거주자 기숙사 입소가능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간호학과 졸업자
계속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조교 2명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필수

달서구 신당동

(담당 : 학사운영팀 김기태

임상경력 보유자 필수

채용시 까지

☎589-7722)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계속

구미 삼성전자 내
총무일반 사무직 0명
(출장자 업무지원, SIM카드 관리)
구미 삼성전자 내 출장자 사무실
근무

서광종합개발(주)
(건설/시공/토목/조경)
계속

칠곡군 왜관
12/23(수) 까지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왜관건설현장 CAD 직원 1명
(SHOP DWG, 도면수정, 사무업무 등)

(채용시 마감)

계속

구미 출퇴근 가능자

건축인테리어과
인근거주자, 지방근무 가능자 우대
CAD/CAM 프로그램 능숙자 우대
유관업무 경력자 우대

㈜신라에코텍

1.구미 : 대기환경 00명

소방환경안전과

경북 구미, 포항

2.포항 : 대기환경 측정,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채용시 까지

대기환경 분석 00명

소지자 우대

잡코리아 입사지원

대학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봉 2,400만원+α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08:30~17:30, 주5일 근무

이메일 접수
(hyro337@kmcu.ac.kr)

장기근무 가능자, 근면성실한 자
㈜제네원
(삼성전자 지원부문
사내협력사)
경북 구미시
12/11(금) 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검토
주40시간제(08:00~17:00)
토요일, 주중공휴일 로테이션
근무(별도 수당 지급)
중식지원, 통근버스(구미/대구) 운행
서류전형→면접전형→직무적성평가
→최종합격
계약직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방문 접수
(삼성전자 2캠퍼스 정문안내실)
이메일 접수
(dongwook0630.kim@partner
.sec.co.kr)

연봉 3,000~5,500만원
(면접 후 결정)

이력서, 자기소개서

07:00~17:00, 주5일 근무

잡코리아 입사지원

숙소, 식사 제공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정규직
1.구미 : 대기측정
관련학과 졸업자 : 연봉 2,600만원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 연봉 3,000만원 이상

통근차량 지원
2.포항 : 대기측정, 대기분석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연봉 4,000만원
이상, 숙소제공

08:30~18:00, 주5일 근무
중식비 지급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나이스맥
계속

(금속절삭기계제조업)
달성군 다사읍 세천공단
12/19(토) 24시 까지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기계조립부분 생산부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가능자 우대

토요일 격주휴무

사원 1명

인근거주자 우대

평일 08:30~18:00

(가공공작기계 조립)

해당직무 근무경험자 우대

토요일 08:30~12:30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사람인 입사지원
(www.saramin.co.kr)

서울 서초구 삼성레포츠센터

㈜호텔신라
계속

서울 서초구
1/3(일) 24시 까지

1.레포츠운영(TBCS) 0명

전문대졸 이상

(회원상담,체형측정,강사관리,

생활체육학부

계약직 5개월, 최대 2년 근무

영업,문서정리 등)

1.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정규직 채용시 근무중 응시가능

2.체련장 운영 0명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필수

05:10~22:00 내 스케줄 근무

이력서, 자기소개서

(회원응대,체련장 운영)

(구.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주말근무

사람인, 잡코리아 입사지원

3.골프장 운영 0명

2~4.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우대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골프타석 배정 및 접수,회원응대)

3.호텔 프론트 경험자 우대

→입사(12월 초)

4.레포츠운영(MEA) 0명

12월 입사가능자

(회원응대)
급여 : 기본급+인센티브
뚜에벨뷰티
계속

(다사읍 대실역)

네일 선생님 0명

채용시 까지

네일 국가 자격증 필수

10:00~20:00, 주5일 근무

드릴 소지 및 오프&케어 가능자

(협의 후 10:00~18:00 가능)

밝고 상냥한 분

휴무 : 매주 일요일+주1회 평일

샵 경력 1년 이상, 속눈썹 연장

휴가 및 보너스, 식사 제공

가능자 우대

6개월 이상 근무자 반영구, 왁싱,

이력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면접문의
: 010-9433-0058

속눈썹 교육 가능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구영테크
계속

학력무관, 나이무관

주6일 근무(월~토)

경력무관(사원, 팀원급)

주야 2조 2교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동차부품제조업)

생산팀 생산직 정규사원 00명

기계과, 공고 출신자

(08:00~20:10/20:30~07:30)

주민등록등본

달성군 구지면

(프레스, 용접)

해당직무 근무경험, 인근거주자,

시급 8,900원 이상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차량소지자, 야간근무 가능자,

유급주휴일 2일 적용

사람인, 우편, 방문 접수

2교대 근무가능자 우대

상여 최대 140%

긴급추천, 채용시 까지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