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Go 취업정보 (3월 3주)
연번

기업명

채용직무

자격요건

근무조건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4월 입사가능자

코오롱인더스트리(주)
1

구미/경산공장

기계/전기 남자 0명

3/18(목) 까지

기계과
모집분야 및 전공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대상자 추천→서류전형→인적성
검사→필기+면접전형→신체검사
→최종합격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평화발레오
2

(자동차부품제조업)

정규직 업무지원(서무)

경북 고령군 다산면

경북다산공장(고령공장) 근무

3/19(금) 까지
㈜비에스이엔지
3

(금속절삭기계제조업)

생산관리/자재 및 외주관리

달서구 성서공단

남자 1명

추천시 까지

전공무관, 컴퓨터활용 능숙자
영어능통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 자차 소지자,
통근가능자 우대
기계과
운전가능자, 장기근무 가능자
건실하고 의욕있는 자

통근버스 운행
서류전형→인적성전형→면접전형
→최종합격

정규직, 회사내규에 따름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지원절차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recruit@vph.com)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전문대졸 이상, 운전가능자
1.기계공학/산업공학 전공자

계속

1.품질보증 신입 : 대구 달성

3D(Inventor), CAD 사용 가능자

(공정/제품/부품검사, 품질조사,

품질경영기사/일반기계기사/

열처리검사, 계측기관리/검교정,

산업안전기사/컴퓨터응용가공

ISO 9001/14001 인증 취득/유지)

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

삼익THK(주)

2.생산 신입 : 대구 달성

금속재료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우대

(구름베어링제조업)

(제품생산(가공/연삭), 조립, 설비

2.기계과

대구 달성군/평택

운전/관리(밀링,연삭기 등), 설비

수치제어 기계 조작 가능자

3/18(목) 까지

유지 및 보수, 재고관리

기계관련/지게차 운전자격 소지자 우대

3.기구설계 신입/경력 : 평택

직무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

(공장 자동화용 장비/산업용/

출퇴근, 주/야간 근무 가능자

직교 로봇/정밀 스테이지/물류

3.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 전공자

자동화 장비/검사장비 설계)

2D(Auto CAD), 3D(Inventor,
SolidEdge 등) 사용가능자
설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규직, 회사내규에 따름
상여금 700% 포함
매월 PI, 초과근로수당, 경영
성과급 별도
08:00~17:00, 주5일 근무
서류전형→인적성검사→1차면접
→2차면접→채용검진→입사(4~5월)

당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경력기술서,
어학성적표 및 자격증 사본
당사 홈페이지 접수
(samick-recruit.saramin.co
.kr/_service/zlight/apply_
site/apply/recruit_list.asp)

1.Floor 메니저 00명

계속

(제품제조, 판매 및 고객서비스/

고졸 이상

투썸플레이스(주)

인사관리 등)

1,3.커피브랜드 매장 경력 6개월

전국 직영점/신규점포

2.Kitchen 메니저 00명

이상 필수

수도권/충청권/경상권

(제품제조(케익,델리,베이커리)/

(아르바이트 경력 포함)

(부산/대구)

안전, 위생관리 등)

2.베이커리 제조 경력 6개월 이상 필수

3/21(월) 24시 까지

3.오픈지원 메니저 0명

(아르바이트 경력 포함)

(신규점포 오픈지원/기존점포 점검

제과/제빵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신입 매니저 기준 연봉 2,900만원
수준(식대 포함)
일8시간, 주5일 근무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무요일/근무시간 탄력적 스케줄 근무)

사람인 입사지원

서류전형→인성전형→1차면접→
2차면접→채용검진→최종합격

및 운영지원)
㈜비비시스템
계속

북구 노원동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31(수) 까지

연구개발 1명

컴퓨터학부, 전자정보통신과

(자동화계측, 검사장비 프로그램

전자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개발 등)

자격증 우대

에이비테크(주)
계속

고졸 이상, 상경계열 우대

(자동차부품제조)

경리/회계/경영 사무보조

자격증 소지자, 업무관련 경험자 우대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

여자 1명

인근 거주자 우대

채용시 까지
대구보건대학교
계속

LINC+사업단 사업관리팀

전문대졸 이상

계약직 직원 0명

경력/나이/성별 무관, 신입가능

(LINC+육성사업 사업수행 및 행정업무)

컴퓨터 활용 가능자

(법률서비스)

법률사무보조 여자

경찰행정과, 상경계열 우대

달서구 용산동 법조빌딩

아르바이트 1명

장기근무자

산학협력단
북구 태전동
4/1(목) 24시 까지
세종법무사

계속

운전가능자, 자차 소유자 우대

채용시 까지
㈜성원해운항공
계속

(해외복합운송)
달서구 성서공단
추천시 까지
㈜로얄홈

계속

(침구/침장류도소매업)
달서구 성서공단
3/26(금) 까지

정규직, 연봉 2,500만원
수습기간 3개월
09:00~18:00, 주5일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계약직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이력서, 성적증명서,

연봉 2,600만원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08:20~17:20, 주5일 근무

고등학교생활기록부

통근버스 운행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계약직 11개월

이메일, 팩스 접수

급여 : 면접 후 결정
09:00~18:00, 주5일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람인 입사지원
우편, 방문 접수

09:00~18:00, 주5일 근무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후 정규직 가능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이메일 접수

2021년 2월 졸업자, 전공무관

수습 3개월 80%

이력서, 자기소개서,

무역 포워딩(수입/통관) 사무직

장기근무 가능자(1년 동안 업무

수습 후 연봉 2,200만원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여자 1명

열심히 배우실 분)

1년 업무숙지 후 연봉 2,500만원

주민등록등본

(해상/항공 선적서류업무)

꼼꼼하고 인성이 밝은 분

09:00~18:00, 주5일 근무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컴퓨터 OA/엑셀 자격증 소지자

중식대 현금 지급
정규직, 수습 1개월

이메일 접수

경영관리팀 신입/경력 00명

학력/전공/나이/성별 무관

평일~토요일 09:00~18:30

(입출고명세서 작성, 사무보조,

인근거주자, 운전가능자,

격주 토요일 휴무

재고수불관리 등)

문서작성 우수자 우대

야근수당, 점심제공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람인 입사지원

연봉 2,600~3,000만원(상여금,
퇴직금 포함), 월급 200~220만원

계속

㈜로얄홈

전공무관

(침구/침장류도소매업)

근면성실, 신체/정신 건강한 자

달서구 성서공단

물류팀, 영업팀 남자 3~6명

3/26(금) 까지

운전가능자 우대
군필자 우대

상여금 연50%
정규직, 수습 3개월

이력서, 자기소개서

평일 09:00~18:30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토요일 09:00~15:00

이메일, 방문 접수

격주 토요일 휴무
휴식시간 간식지원, 시간외 수당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시급 8,800원
(6개월 후 직무수당(40,000원)+

경력무관(신입 지원가능)
(주)대동
계속

(농업/임업용기계제조)
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
충원시 까지

생산 계약직 50명 추가모집

고졸이상, 나이/성별 무관

(농기계 조립, 엔진 가공 및 조립,

군제대 후 복학예정자, 휴학생

농기계 품질검사, 지게차 조립)

지원가능

㈜대동 대구공장 근무

자동차/농기계정비 기능사,

통근버스 운행(달서구,달성군)

지게차운전 기능사,
CNC선반/MCT조작 경험자 우대

위험수당(23,000원) 추가 지급)
계약기간 최대 2년 이내
(본인 희망시 계약기간 조정가능)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기회 부여
08:00~17:00, 주5일 근무
(희망자에 한해 특근/잔업 가능)
휴일

및

법정공휴일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사람인 입사지원

근무시

150% 수당지급 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

㈜모던테크
계속

(스크린인쇄업)
달성군 다사읍 세천공단
채용시 까지

계속

계속

귀향여비, 하기휴가비 1년 근무 후 지급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자

전문대졸 이상

회사내규에 따름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입/경력 0명

나이/성별 무관

08:30~17:30, 주5일 근무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쇼핑몰 관리/구축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력자 우대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사람인 입사지원

마케팅 업무 등)
1.경영관리팀 프론트 1명

최종합격

(그린피 결제업무 등)

신입/경력 무관

이력서, 자기소개서,

팔공컨트리클럽

2.경영관리팀 시설과 1명

골프장 근무 경력자 우대

자격증 등본

동구 도학동 팔공산

(골프장내 시설관리 등)

2.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채용시 까지

3.운영관리팀 운영과 1명

전기/전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메일 접수

(예약, 회원관리, 코스관리 행정

우대(전기(산업)기사 등)

(sbs0004@naver.com)

㈜상아뉴매틱

업무 등)
생산현장직 경력/신입

학력, 나이/성별 무관

계약직 2년, 정규직 전환가능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공압기기제조업)

1.CNC반, SUS가공반, 자동반 8명

2교대 근무 가능자

2교대 또는 3조 2교대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달성군 다사읍 세천공단

(CNC 세팅 및 가공)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소지자 우선

08:00~20:00/20:00~08:00

사람인 입사지원

주5일(40시간) 근무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채용시 까지

2.사출반 2명

선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조작 및 보조)

공학계열, 인근거주자, 해당직무

3.압출반 0명

근무경험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조작 및 보조)

우대

주5일 근무
시급 8,720원(면접시 협의)
구내식당 운영, 식사 제공
통근버스 운행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이메일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