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Go 취업정보 (11월 1주)
연번

기업명

채용직무

계약직 조무수 1명
1

계명문화대학교

(학사지원 및 실습수업 지원,

달서구 신당동

무인복합기 관리 등)

11/5(금) 16시 까지

채용 문의
: 총무팀 589-7726

롯데백화점
2

전국
11/7(일) 24시 까지

3

㈜한국전산
(정보처리관련서비스)
동구 신암동
11/9(화) 까지
㈜삼화테크

4

(자동차부품제조업)
달서구 성서공단
11/28(일) 24시 까지
호텔신라

5

서울/화성/기흥/수원
/평택
채용시 까지

서비스 전문직무직 3차 00명
고객접점 직무 통합형 채용
(입사 후 배치 및 순환근무 가능)
1.MVG라운지 : 우수 고객관리, VIP
라운지 운영/관리, 음료 제조 및 서빙 등
2.사은데스크 : 사은행사 기획/운영/
마감, 행사장 및 인력 운영/관리 등
3.상품권판매소 : 상품권 판매 및
실적관리, 상품권 정산 및 마감 등
4.고객상담실 : 고객상담(대면/유선),
VOC시스템 운영/관리 등
자료처리 및 전산출력
남자 1명
1.생산기술팀 신입사원 1명
(자동화 로봇 장비 수리 및 장비
점검, 서류업무, 거래처 대응 등)
2.영업관리 신입사원 1명
(납품관리, 영업관리, 사무업무 등)
레포츠 운영
(피트니스센터 운영관리, 체련장
안전가드, 고객응대 및 관리 등)

자격요건

우리대학 졸업생
대학성적 2.5 이상인 자
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졸업생 우대
문서실무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 MOS 등) 소지자 우대
컴퓨터 관련 자격증(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소지자 우대

근무조건
우리대학 기간제계약직 보수 지급 기준
계약기간 1년
: 2021.11.22.(월)~2022.11.21.(월)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1회 재계약할 수도 있음
주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2부 근무)13:00~22: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업무시간 변동될 수 있음
서류접수(~11/5(금))→서류심사 합격자
발표(11/10(수), 개별통지)→면접심사
(11/12(금))→최종합격자 발표(11/17(수),
개별통지)→최종합격자 교육(11/19(금))
→임용일(11/22(월))

지원절차
대학양식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학과(부)장 추천서,
주민등록초본(남자), 자격증사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해당자)
추천경쟁채용
학과(부) 학과장 추천
대학 통합채용시스템 접수
(recruit.kmcu.ac.kr)

계약직 전환형(1년 단위, 평가를 통한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예정)
서비스마인드 보유자
고졸 이상, 경력 무관
서비스직 유관업무 경험자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전국 근무(입사지원시 근무 희망권역
선택 가능)
10:00~19:00, 주5일(40시간)
근무시간 협의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홈페이지 접수
(job.lotteshopping.com)

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
→채용검진→최종합격

컴퓨터학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1.공학계열, 기계과 우대
CAD/CAM 능숙자 우대
2.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체육전공자 또는 체육관련 전문
지식 있는 자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수영)
2급(구.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필수

정규직, 연봉 2,700만원
수습 2개월 80% 지급
09:00~18:00, 주5일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08:00~17:00, 주5일 근무
(추가근무 1~2시간 있음)
식사 제공, 근무복 지급
서류전형→1차면접→면담→최종합격
계약직, 정규 채용시 별도 심사
예정
서류전형→면접전형→입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사람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사람인 입사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minji1231.kim@samsung.
com)

㈜에이티에스
6

경북 구미시
채용시 까지

인사총무, 서무업무 담당자
여자 1명

구미시 거주자, 출퇴근 가능자
상경계열 전공자 우대

연봉 2,700만원+α(시간외 수당
/기타수당/성과급 등 별도 지급)
수습기간 2개월, 임금 90% 지급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09:00~18:00, 주5일 근무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면접 예정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계속

전국
11/5(금) 18시 까지

에스에스엘엠(주)
계속

(아라미드분리막제조)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1/7(금) 까지

㈜HTM
(반도체제조설비PM전문업체)
계속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상주협력사)
경기도 평택시
11/8(월) 까지

자동차보험 차량손해사정
보상실무 인턴십 00명
(차량손해사정 및 보상실무)

생산직(인턴)
1.제조(코팅) 10명
현장 오퍼레이터
(분리막 단면에 아라미드 내열층
코팅 및 슬릿 생산)
2.품질(QC) 3명
(제품 물성검사 업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1,2라인

등 공학전문학사

반도체 FAB 설비 PM 엔지니어 50명

방진복/방진모/안전보호구 착용가능자

(FAB 내 제조설비 예방정비)

반도체 제조설비 분해 및 조립

대구대, 영진전문대 직원의 약 20%

업무 가능자

비중

PM 엔지니어 전문 트레이닝센터
교육이수 후 실무배치

㈜해드림엘피씨

정규직

(임가공도축업)

1.냉동냉장관리 남자 3명

경남 창녕군

2.환경(수질) 남자 2명

채용시 까지

계속

고졸 이상
1.교대제 유경험자 우대(신입무관)
클린룸 근무, 클린복 착용
(피부질환자 제외)
2.야간 교대근무 경험자 우대
관찰력 있고 섬세하며 꼼꼼하고
기본에 충실한 자
기계과, 전자정보통신과, 컴퓨터학부

농업회사법인
계속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평점평균 3.0 이상자
자동차/금융보험 관련 전공자 우대
차량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1.기계과
2.소방환경안전과
신입 가능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인턴평가 성적 및 면접 우수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기회 부여)
월급 200만원 수준(정규직 전환시
연봉 3,100만원 수준, 제수당 별도)
서류전형→인적성검사→면접
전형(11/23(화)~11/24(수))→
인턴십 입사(12/1(수))
4조 3교대 교대근무
월급 290~340만원(연장,야간근무 포함)
통근버스 운행, 사내식당 운영
1년 인턴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
서류전형→면접전형→신체검사
→최종합격
세전 3,200만원(기본급+상여)
잔업/심야/특근수당 별도 지급
성과 인센티브 상/하반기 별도 지급
4조 3교대 근무
06:00~14:00/14:00~22:00/22:00~06:00
숙소, 식사제공
서류전형→인성면접(11/15(월)~11/17
(수), 영어 및 직무테스트(반도체 개념
/환경안전 등))→입사(11/30(화))
연봉 3,000만원 이상
월급 250만원 이상
상여금 연 200%, 수습 2개월 100%
07:00~17:00, 주5일 근무
기숙사 운영, 자격수당/기타수당 지급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경력증명서, 추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recruit@hi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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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워크넷 회원가입 구직신청
이메일 접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삼성중공업(주) 기술연수원

삼성중공업 협력사 채용

전공/성별무관

서류전형발표(11/22(월) 18시)→면접전형

당사 지원서

경남 거제시

생산 전문화 인력양성

신체건강한 자

(11/24(수) 13시)→최종합격(11/25(목) 18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11/1(월)~11/21(일) 까지

138기 직업기술생 모집

군필 또는 면제자(군필자 우대)

*교육기간

1.이메일 접수

1.용접/선체조립
: 11/29(월)~1/27(목), 약2개월
2.LNG판넬/본딩

(hrd.shi@samsung.com)

1.용접/선체조립 : 00명

: 11/29(월)~12/30(목), 약1개월

2.우편 접수

2.LNG판넬/본딩 : 00명

*교육장소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53261, 경상남도 거제시

★삼성중공업 내 협력사 취업지원

사내 기술연수원

장평3로 80 삼성중공업(주)

교육비 무료, 숙식 제공

기술연수원 모집담당자 앞)

교육 수당 (월5 0만 원) +거 제형

계속

TDCX Korea

Player Support Specialist

(모바일게임서비스업)

(모바일 게임 앱 내의 채팅을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통해 고객들의 불만, 건의사항

12/3(금) 까지

해결)

조이앤피플
계속

(루이비통코리아 채용대행)
상시 추천채용

계속

엔디케이(주)
(포장용플라스틱성형용기
제조업)
경북 칠곡군 가산면
11/15(월) 24시 까지
동서세륜기

계속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대교 부근)
채용시 까지

판매사원 신입
제품 판매 및 고객서비스,
재고관리 및 매장운영

(플라스틱 파렛트, 컨테이너 사상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외국어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학력/연령/성별/경력 무관

작업 등)
1.생산팀 남자 2명
(제관/용접/도장/단순노무 등)
2.가공팀 남자 1명
(선반/밀링 등)
3.AS관리 및 영업팀 남자 2명

(의약품도매업)

약국 및 병원 영업, 관리, 사무업무

서구 내당동 부건빌딩 2층

남자 1명

11/12(금) 까지

해외 명품브랜드 판매 경력자 우대

생산직 사원 0명

명성메티칼
계속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게임에 관심 있는 자 또는
게임 프로세서에 익숙한 자
(게임관련 정보를 본사로부터
가장 먼저 받아 업무 추진)

경력 및 초보 가능
기계과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공 무관
운전가능자 우대
차량소지자 우대

청년일자리 훈련장려금(월50만원)
기본급 220만원+인센티브 20만원 별도
06:00~15:00/13:00~20:00
(1일 9시간 근무)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제공
서류전형→1차 인터뷰(인사팀)→업무
능력평가(재택시험)→2차 인터뷰(매니저)
→합격통보 및 입사절차 진행→입사
예정일(22년 1월 13일(목))

이력서
국제교육원 추천
이메일 접수
(taehyun.kim@tdcx.com)

루이비통 정규직(수습기간 적용)
면접 후 급여 협의
주5일, 일8시간 근무
로테이션(스케줄) 근무
1차 서류전형→2차 비디오인터뷰
→최종합격

이력서
이메일 접수
(jina@joynpeople.co.kr)
샵마넷 접수
(사진 및 경력사항 기재 필수)

정규직, 수습기간 100%
회사내규에 따름(인센티브제)
3조 2교대 탄력근무제
중식 제공, 기숙사 운영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연봉 2,600만원 이상
(경력자 면접 후 협의가능)
08:30~18:00, 격주 토요일 근무
중식 제공, 특근/야근수당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방문, 팩스 접수

정규직, 연봉 2,400만원 이상
상여금 연 100%
수습 3개월 90%
09:00~16:00, 주5일 근무
명절/귀향비 지원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우편, 내사 접수

계속

㈜성우
(자동차부품제조업)
달서구 대천동 성서공단
11/12(금) 24시 까지

품질관리팀 QA 0명
신입/경력 1~3년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측정 및 검사 등)

업무,

아모레퍼시픽
성서특약점
계속

(화장품도매업)
달서구 이곡동

경리사무원 서무 여자 1명
(전반적인 카운슬러 총괄 관리)

11/20(토) 까지
쿠쿠전자(주)
계속

대구수성점
수성구 범어동
11/29(월) 까지

사무행정 여자 1명
(직영점 행정 회계업무, 영업(판매
판촉)업무, 서비스접수 응대 등)

㈜태형산업
계속

(캠핑/레저용품 도소매업)

웹디자이너 정규직 여자 1명

경북 칠곡군 지천면

(제품 디자인 업데이트 및 관리 등)

추천시 까지

㈜에스티티
계속

(인력파견업)
경북 구미시
상시 채용시 까지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연봉 2,800~3,000만원
08:00~17:00, 주5일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사람인 입사지원

고졸~대졸
세무회계정보과 우대
관련 경력자 우대
컴퓨터 OA 자격증 소지자
전산회계 자격증 소지자 우대
(엑셀/워드/부가가치세 세무신고
/홈택스 사용 가능자)

월급 185만원
08:30~17:30, 주5일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워크넷 입사지원
이메일 접수

전문대졸 이상
경력 무관(신입지원 가능)
엑셀 가능자
전산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판촉업무 경력자 우대

정규직, 연봉 2,400~2,600만원
08:30~18:00, 주5일 근무
휴일(특근)수당, 유니폼 지급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최종합격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사람인 입사지원

디자인 전공자
관련 업무 수행 가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 경력자 우대

연봉 3,000만원, 월급 250만원
연봉은 작업능력에 따라 상향
지급 가능
수습 3개월 100%
09:00~18:00, 주5일 근무
자차 이용 출퇴근시 유류비 지급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45세 미만
4조 3교대 근무 가능자
자차 출퇴근 가능자
공휴일 및 명절 근무 가능자

정규직
연봉 3,500만원, 월급 270만원
상여금 500% 지급
06:00~14:00/14:00~22:00
/22:00~06:00, 4조 3교대 근무
기숙사 제공(2인 1실)
서류전형→면접전형→채용검진
→입사

만 20세~만 60세
물류센터 등 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월급 192만원~264만원
+α(연장 및 특근수당)
1.주간 08:00~17:00, 10:00~19:00
2.오후 19:00~04:00
계약기간 : 3개월/9개월/12개월
/무기계약직 전환
대구/구미/칠곡/왜관/현풍
통근버스 운행
문자지원→검토 및 면접(대면 또는
화상)→건강검진→입사

전문대졸 이상, 공학계열 우대

도레이 첨단소재 생산직
남자 00명
(필름 생산 및 포장/부직포 생산
및 포장/원사 생산 등)
근무지 : 구미 도레이 첨단소재 내

기본 컴퓨터활용능력 소유자
해당직무 근무경험자 우대

쿠팡 대구6센터
계속

경북 칠곡군 지천면

계약직사원 000명

영남물류센터 8동

1.FC(입고/재고/출고) 남녀

(칠곡물류IC 인근)

2.HUB(물류 분류 및 상하차) 남자

채용시 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방문 접수

이력서, 증명사진 2장,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방문 접수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지
문자발송 지원

라라코스트 죽곡점
계속

달성군 다사읍

주방 정직원 0명

추천시 까지
㈜CU메디칼
계속

중구
채용시 까지

계속

한영모터스(주)
(아우디신차판매업)
수성구/동구
11/9(화) 24시 까지

회계사무 업무보조
(회계출납관련 업무전반, 영수증
처리, 전표입력, 입금내역 정리,
서류작업 등)
아우디 대구전시장 세일즈
신입/경력사원 0명
(신차 영업)

고졸 이상, 20세~35세
경력, 성별 무관
관련 전공자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 직무경험자 우대
세무회계정보과
회계관련 전공자 우대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전문대졸 이상
신입/경력(경력 1년 이상)

정규직, 월급 250만원
10:30~21:30(휴게시간 180분)
주6일 근무
월차, 식사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계약직 또는 정규직 협의 가능
급여 협의 가능
09:00~19:00
격주 토요일 근무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moon54200@hanmail.net)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09:00~18:00, 주5일 근무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사람인 입사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