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Go 취업정보 (12월 5주)
연번

기업명

채용직무

중앙모터스
1

(벤츠신차판매업)

서비스 리셉션 여자 1명

대구 수성구

(서비스 고객응대 등)

추천시 까지
에스에스엘엠(주)
2

(2차전지분리막제조)
달성군 다사읍 세천공단
1/4(화) 까지

채용연계 생산직(인턴)
현장 오퍼레이터 남자 00명
1.제조(아라미드)
(원료 칭량/투입 및 기타)
2.제조(코팅)
(분리막 단면에 아라미드 내열층
코팅 및 슬릿 생산)

명성티엔에스(주)
(2차전지분리막제조)
3

달서구 성서공단
1/22(토) 24시 까지

생산본부 제어팀 남녀 1명
(전기/제어관련 설계 및 셋업)

(수시면접)
명성티엔에스(주)
4

(2차전지분리막제조)

설계팀 기구설계 남녀 2명

달서구 성서공단

(압력용기, 2차전지 가공장비,

1/24(금) 24시 까지

압출기, 기계설비관련 설계직)

(수시면접)
㈜혜윰
5

(교육/행사기획전문업)
달서구 이곡동

교육 및 행사진행 담당자 0명

채용시 까지

쿠팡이츠
6

(쇼핑몰/오픈마켓/쇼셜커머스)
서울/부산/대전/대구
채용시 마감

전국구 상점 운영관리(영업관리)
담당자 00명

자격요건
전문대졸 이상, 항공서비스전공
신입/경력 1년 이상
서비스마인드 갖춘 자
인근거주자, 차량소지자 우대
해당직무 근무경험자 우대
고졸 이상, 4조 3교대 근무기준
교대제 유경험자 우대(신입무관)
클린룸 근무, 클린복 착용
(피부질환자, 다한증 제외)
1~2.기계과, 전자정보통신과
상시 입사 가능자
사회봉사활동, 개근 우대
고졸 이상, 전자정보통신과
해당직무 근무경험자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엑셀 고급능력자 우대
CAD/CAM능숙자 우대
PLC&Touch Screen Program
가능자 우대
고졸 이상
기계과, 전자정보통신과
해당직무 근무경험자 우대
A/S업무 가능자

생활체육학부 우대
레크레이션지도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문대졸 이상
고객 및 상점 응대업무 경험자
MS Office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가능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 및 운영
경험자 우대
계약서 검수/검토 및 행정업무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정규직, 수습기간 6개월
08:30~18:30, 주5일 근무
구내식당 운영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최종합격
1년 인턴종료 후 근무평가 실시,
평가결과 반영 후 정규직 전환 심사
월급 290~340만원(연장/야간근로 포함)
통근버스 운행, 사내식당
서류전형→면접전형→신체검사
→최종합격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급여 면접 후 결정
08:30~17:30, 주5일 근무
중식제공, 유니폼 제공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최종합격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급여 면접 후 결정
08:30~17:30, 주5일 근무
중식제공, 유니폼 제공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최종합격
연봉 2,400만원
면접 후 협의
09:00~18:00, 주5일 근무

지원절차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경력자)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사본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youngsun01.jung@sslm.co.kr)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pjh2003@mstns.co.kr)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pjh2003@mstns.co.kr)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ceo@hyeyumedu.co.kr)
당사 홈페이지 참고
(www.hyeyumedu.co.kr)

쿠팡 본사소속 3개월 계약직
후 6개월 단위 계약연장 가능,
1년 이상 근무시 성과에 따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정규직 전환 검토

사람인, 잡코리아 입사지원

연봉 2,900만원(월급 240만원)
09:30~18:30, 주5일 근무

평화홀딩스(주)
계속

(자동차부품제조업)
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
1/2(일) 23시 까지

1.회계/자금 신입
: 평화홀딩스(대구) 근무
가.내부회계관리, 결산업무, 회계감사 등
나.자금관리, 공시, 자금기획/운영
/조달 등
2.설계 신입
: 평화이엔지(대구) 근무
가.PLC 제어
나.비전/자동화
다.금형/공정관리
방재/소방분야 신입/경력사원

LX하우시스 울산공장
계속

울산시 울주군
1/3(월) 14시 까지

수시채용(계약직) 남자
(공정안전/화재방호)
(종합 방재센터 운영, 소방시설
유지보수 관리, 화재사고 예방
관리(점검, 순찰 등))

㈜씨디씨뉴매틱
계속

(유공압밸브/부품제조업)

품질관리부 사원 남자

달성군 다사읍 세천공단

(가공품 공정 순회 검사)

1/7(금) 까지

계속

㈜이랜드파크
달서구 두류동
1/23(일) 까지
채용시 조기마감
한주회계법인

계속

중구 대봉동
채용시 까지

㈜여명에프에이
(전지/케이블도매업)
계속

북구 산격동
산업용재관 21동 11,12호
채용시 까지

뉴욕뉴욕 BY 켄싱턴 식음팀
대구 이월드 83타워
고객응대, 식음 서비스 등
신입 00명, 경력 00명
회계사무원 1명
(세무회계관련 전반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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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졸 이상
1.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과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2.가.전자정보통신과, 컴퓨터학부
LABVIEW 경험자 우대

정규직, 면접 후 결정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류전형→1차/2차 면접전형(1월중)

당사 홈페이지 접수

→신체검사→최종합격

(recruit.ph.co.kr/jobs)

나~다.기계과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문대졸, 소방환경안전과
소방시설 점검/보수업무 경력자
(2년 이상) 우대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4조 3교대 근무 가능자 우대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인 초급 이상자 우대

계약기간 1년 후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검토
서류전형→인적성검사→1차면접
→2차면접→채용검진→입사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연봉 2,900만원

기계과, 평점 3.0 이상자

(면접 후 조정가능)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수습기간 3개월

학력/나이/성별 무관
레스토랑 경력자
식음관련 자격증 소지자
호텔/리조트 관련업무 경험자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탄력적 근무제
회사내규에 따름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고졸~대졸
세무회계정보과
문서작성, 회계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연봉 2,300만원 이상
임금 협의 가능
09:30~17:30, 주5일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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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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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홈페이지 접수
(apply.lxcareers.com)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교수 추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팩스 접수
(21sungmin@hanmail.net)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람인 입사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primamo@daum.net)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사람인 입사지원

계속

계속

대운코팅
(골프채헤드코팅)
달서구 장기동
채용시 까지

남자 1명

4축조각기(CNC) 활용가능자

(골프채헤드 설계 디자인 및 가공 등)

캐드, 2D 활용 디자인 가능자

진일인텍

코로나진단키트(SD바이오센서)

경북 구미시 구포동

생산, 포장, 실링, 인쇄

채용시 까지

정규직(아르바이트) 여자 00명

베트남 유학생 지원 가능
손동작 빠른 분

SPC그룹(주) 비알코리아 정규직
매니저 채용
에스앤에스비(주)
계속

대구 범물, 부산
채용시 까지

1.SPC 부산 던킨도너츠 직영점
(부산반여, 김해공항 국내선)
2.대구범물 배스킨라빈스 직영점
(바리스타/판매/진열/고객응대 및

고졸 이상
성별/연령/경력무관
서비스마인드 보유자

서비스관리/매장관리/아르바이트
관리/업무교육 등)

계속

계속

구찌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서울/경기 내 수도권 백화점
및 아울렛
대전/대구/부산/여주/광주
등 백화점 및 아울렛
상시 채용

1.Client Advisor(시니어 사원/사원)

㈜청진이엔씨
(건설업(토목/건축))
경북 성주군 용암면
채용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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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스튜디오
계속

수성구 파동
채용시 까지

㈜홍맥건축디자인
계속

수성구 두산동
채용시 까지

(세일즈 및 고객서비스)
2.Operation Specialist(시니어 사원/사원)
(상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 수선 및

신입 여자
(헤어/메이크업 및 의상관리
(스튜디오 보조 업무))

1.시공(현장) 관리직 남자 1명
2.설계직 여자 1명

근무기간 : 20222.1.2.(일)~희망일
시급 9,160원, 주휴수당 지급
연장/특근근무시 시급 1.5배
월만근시 250만원 이상
08:30~20:00, 연장2시간
제전복상의, 제전모자 착용
원룸기숙사 운영
1일 8시간/교대근무/스케줄근무
/주 1~2회 휴무
희망브랜드 선택 가능/거주지
인근 근무지 배정
월급 240~260만원, 연봉 3,000만원
연장수당 별도 지급
연차/특근수당, 상여금 지급
서류전형→1차인터뷰→본사면접
→최종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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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전화 접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람인 입사지원
이메일 접수
(snsbh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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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제도, 근무지수당 및
어학수당
주5일, 일8시간 근무(주말시간제 제외)
유니폼 제공, 개별 아이폰 지급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입사→입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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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진건설(주) 소속 정규직
연봉 2,700만원, 경력자는 협의
07:30~17:30, 주5일 근무
사원식당, 여름휴가, 리조트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cd175dp@eco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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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09:30~19:00, 주5일 근무
화,수요일 휴무
카페테리아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rpsst@naver.com)
당사 홈페이지 참고
(rainbowstudio.kr)

건축인테리어과
관련학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규직, 수습 3개월
급여 면접 후 결정, 상여금 연 100%
09:00~18:00, 주5일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이력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hongmaeck2827@hanmail.net)

고객서비스 지원, 매장 운영지원 등)

헤어/메이크업 직원 모집

정규직, 월급 300만원 이상
평일 08:30~17:00
토요일 08:30~13:00
주6일 근무, 중식제공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구찌반
운영 및 추천 진행

롯데렌터카 구미지점
계속

동구 신암동
12/31(금) 24시 까지

크멋자이언트플라워
(합성고무플라워제조업)
계속

계명문화대학교 1인 창조
기업 입주기업
채용시 까지

학력무관, 만21세 이상
차량영업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장기영업 및 거래처 관리)

(취득 후 1년 이상)
PC사용(내부전산)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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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하드웨어
계속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달성군 하빈면

제품 영업 남자 2명

전공무관
근면성실, 장기근무 가능자

12/31(금) 까지

㈜호텔신라 자회사 ㈜SHP

계속

전문대졸 이상, 성별/연령 무관

서울(강남/잠실/상일동),

레포츠 사업부(SHP사업팀)

경력무관(신입지원 가능)

경기도(수원/화성/평택),

레포츠 운영 00명

체육전공자 또는 체육관련 전문

인천(송도), 충청도(아산

(피트니스센터/피트니스 체련장

지식 있는 자

/탕정/온양/천안/청주),

운영관리, 안전관리, 회원관리,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수영)

울산

회원응대, 사내 피트니스 운영 등)

2급(구.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채용시 까지

계속

자격증 소지자 우대

TC(신라철강)

1.셰프(양식 및 한식 조리)

1~3.근무지까지 출퇴근 가능자

경북 군위군

2.파티셰(디저트, 케익 등 제과)

관련업무 유경험자, 자격증 소지자,

달서구 성서공단

3.바리스타(커피 및 음료제조)

관련기관 연수 경력자 우대

채용시 까지

4.대표이사 수행비서(운전포함)

4.여성임원으로 여성지원자

연봉 세전 2,277만원
(주말/연장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
복지포인트 연200만원 별도 지급
명절선물 포인트 추가 지급
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한 합격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가능
08:30~17:30, 주5일 근무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채용건강검진
→최종합격

월급 190만원
주40시간 근무

연봉 2,800만원, 월급 230만원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평일 08:30~19:00
토요일 09:00~15:30
격주 토요일 휴무
통근버스 운행(대실역)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계약직
(주)호텔신라 자회사 ㈜SHP 소속
→자회사 설립 시기에 맞춰 정규직 전환
스케줄 근무(업장별 상이)
상여금, 성과급, 야근/휴일(특근)/
연차/장기근속수당 지급
구내식당, 중식제공, 식비지원 등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최종합격
1~3.사유원(경북 군위군 부계면
치산효령로 1174) 내 카페 근무
4.달서구 성서공단 근무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검토
08:00~18:00, 주5일 근무
연봉 경력에 따라 협의 조정
사내식당 운영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당사 홈페이지 접수
(www.lotterentacar.net/
kor/recruit/main.do?mnCd
=FN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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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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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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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