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Go 취업정보 (4월 4주②)
연번

기업명
㈜HTM
(반도체제조설비PM전문업체)

1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상주협력사)
경기도 평택시
4/28(수) 까지

2

3

M 케피탈(주)
(여신전문회사)
(구.효성캐피탈)
수성구 범어동
4/29(목) 까지
나라솔루션(주)
(부동산관리업)
수성구 범어동
4/30(금) 24시 까지

㈜셜대학원
(교육입시학원)
4

수성구 범어동/황금동
북구 동천동
5/31(월) 까지

채용직무

기계과, 전자정보통신과, 컴퓨터학부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1,2라인

등 공학전문학사

반도체 FAB 설비 PM 엔지니어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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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졸업자
대구지점 영업지원 여자 1명

범어역인근 아파트
경비/보안요원 00명
(아파트 입출입 관리, 환경관리 등)
CS팀 남녀 1명
A타입(중등부) 4명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북구 동천동
(상담,수납,학원안내,학원생관리 등)
B타입(고등부) 남녀 2명
수성구 범어동

해성디에스(주)
(반도체부품제조업)

인사팀(총무 및 홍보업무)

경남 창원시 성주동

남자 1명

4/23(금) 까지

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과
평균 평점 2.0 이상자

(상담,수납,학원안내,학원생관리 등)

5

자격요건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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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화)~5/7(금),
영어 및 직무테스트(반도체 개념/
환경안전 등))→입사(5/25(화))

이메일 접수

및 신체검사→최종합격

(cad963@capital-m.co.kr)

유니폼지급

(입사확정 후 교육이수가능)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인턴종료 후 연봉 2,080만원 이상
인턴기간(1~3개월) 월급 150만원
14:00~22:00(휴게시간 1시간 10분 포함)
월~금 주5일 근무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인턴종료 후 연봉 2,320만원 이상
인턴기간(1~3개월) 월급 170만원
(주말근무 20만원 포함)
수,목,금 15:30~22: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일 12:30~22:00(휴게시간 1시간 40분 포함)
정규직, 3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정규직 연봉 3,300만원 이상
(성과급 별도), 식사 제공
08:00~17:00, 주5일 근무
기숙사 제공(입사 후 1년까지)
서류전형→인적성검사→면접전형
→채용검진→최종합격

영상제작 및 편집 가능자 우대
운전가능자 우대

워크넷 입사지원

서류전형→면접전형→인성검사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

전문학사, 전공무관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07:00~07:00, 24시간 격일제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학과(부) 추천

연봉 2,870만원(성과급 포함)

경력 무관(신입가능)

학력 및 경력 무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계약직, 월급 265만원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입 계약직

고졸 이상, 20~45세

학력 및 경력 무관

지원절차

이력서,
경비원교육이수증(면접시)
사람인 입사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당사 홈페이지 접수
(job.smpschool.com/smp
job4)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교육원
(경기도 광명시) 연수

6

한국철도기술협회

전기철도분야 전문기술인력

경기도 광명시

양성과정(채용연계형)

4/23(금) 까지

연수생 40명 모집

이공계열 대졸 미취업자

전문연수 5/10(월)~8/26(목), 4개월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업체 실무연수 9/6(월)~11/4(목), 2개월

협회 홈페이지 공고 확인

(만34세 이하)

1인 연수수당 300만원

(www.kreta.kr)

여성,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전문연수(4개월) 1인당 월40만원+

문의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가산점

실무연수(2개월) 1인당 월70만원

: 02-796-9561, 9566

부여

연수생 전원 취업연계, 실무교육
제공, 자격증 취득 지원
4/26(월)부터 지원자순 면접진행
연봉 약 2,800만원

동원파이프
7

철강제조업
서구 이현동

일반 총무업무 여자 1명

전공무관, 상경계열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4/25(일) 까지

IGS

1.CS(Web) 0명

(게임운영서비스)

(모바일게임 Web 고객상담, 게임

(넷마블자회사)

내 콘텐츠/결제/계정문의 등)

동구 신천3동

2.야간 모니터링 0명

4/30(금) 18시 까지

(게임/커뮤니티 모니터링 및 장애
이슈 대응, 이용자 동향/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 등)

이래에이엠에스(주)
9

(자동차부품제조업)
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
5/2(일) 까지

10

주중 시간외근로 17:00~18:00(수요일 제외)
서류전형→면접전형→신체검사
→최종합격

대구지사 운영실

8

08:00~17:00, 주5일 근무

1.주말/공휴일 근무 가능자

1.10:00~19:00/13:00~22:00

2.야간/주말/공휴일 근무 가능자

2.19:00~04:00/22:00~07:00/

커뮤니케이션능력

01:00~09:00

게임분석과 문서작성능력

주5일, 스케줄 근무

MS Office 활용능력자 우대

인턴 3개월,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서비스 및 게임관련 전공자 우대

인턴 1,828,490원/정규직 200만원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매월 식비별도+N-point 별도 지원)

게임 이해도/플레이 경험 많은 자 우대

서류전형→면접전형→채용검진

게임 커뮤니티 활동 경험자 우대

→최종합격

전문대졸 이상
생산관리 사원 0명

기계과, 공학계열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출하관리, 출하진도관리, 배차 및

학점 3.0 이상자

07:00~16:00, 주5일 근무

상차 계획 수립 등)

어학능력 우수자/운전가능자/

병역필 신입사원 연봉 3,090만원

지게차운전가능자 우대

KCC

1.울산공장 기술지원 0명

(도료/관련제품제조)

(색상개발 업무지원, 배합설계 등)

울산/경남 김해

2.김해(부산영업소) 영업지원 0명

채용시 마감

(출고관리/CS 등)

전문대학 졸업자
현지 출퇴근 가능자
1.화학/화공 전공자 우대

계약직 1년,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전형→면접전형+채용검진
→종합심사+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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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syok@igsinc.co.kr)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홈페이지 입사지원
(recruit.kccworld.info/
menu/menuDetail.do?lSeq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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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에스인터내셔날

콘텐츠 디자이너

(안경/안경렌즈제조)

안경사업무 기획팀 2명

경북 구미시 공단동

(콘텐츠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채용시 까지

운영 등)

㈜에버시스템
12

(내부통신배선공사업)
달서구 송현동
5/30(일) 24시 까지

기술지원부 사원급
남자 1명
(시업통신상품 설치 및 개통)

전문대학 디자인학부 우대
그래픽 디자인 툴 활용 가능자
(Adobe 사용 상급자)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운전가능자 우대
운전가능자 필수
컴퓨터학부
정보기술/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우대
해당직무 근무경험자 우대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급여 100% 지급
09:00~18:00, 주5일 근무
중식 제공, 기숙사 제공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최종합격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필수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jhs@jcs-int.com)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연봉 2,400~2,600만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09:00~18:00, 주5일 근무

사람인 입사지원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3개월 계약근무 후 정규직 전환
평가로 정규직 전환

제조기술직
㈜엘앤에프
계속

(전기차부품제조업)
달성군 구지면
4월 매주 면접진행

연봉 3,700만원 내외

제조부문 : 구지공장

고졸~전문대졸

(하반기 4,200만원 인상예정)

(4월 60명 채용예정)

전공무관, 공학계열 우대

3조 2교대 교대근무

(제조공정 운영관리, 현장 환경관리,

경력/성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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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필수 자재/공기구/설비 관리,

인근 거주자 우대

통근버스 운행(성서공단역/진천역)

B2O3/첨가제 분쇄작업, 5S/개선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구지공장 기숙사 미제공

관리, 폐파우더 회수)

유니폼, 식사제공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당사 홈페이지 참고
(www.landf.co.kr)
이메일 접수
(khm3525@landf.co.kr)

서류전형→1차면접(직무,인성)
→2차면접(신체검사)→최종합격
삼익정공(주)
계속

(구름베어링제조업)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
4/23(금) 24시 까지

L/B 생산팀(현장직)
CNC연삭기 운용(신입/경력)
1명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고졸 이상

연봉 2,800~3,000만원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직무 경력자 우대

주5일 근무, 식사 제공

사람인 입사지원

서류전형→1차면접→최종합격
3조 2교대 교대근무 가능자

㈜에스앤에스텍
계속

(발광다이오드제조업)

1.설비팀 0명

달서구 호산동 성서공단

2.생산직 0명

4/23(금) 24시 까지

1.위험물기능사/전기산업기사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 이상 소지자 필수

급여 : 당사 내부규정에 따름

수질환경/대기환경/공조냉동

3조 2교대 근무

산업기사 소지자 우대

주간 08:30~20:30

공조냉동/가스/에너지관리기능사

야간 20:30~08:30

소지자 우대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

2.고졸 이상

→최종합격

방진복 근무 경력자, 인근 거주자 우대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자)
이메일 접수
(insa@snstech.co.kr)

계속

㈜JVM

생산직 2교대근무 0명

신입 또는 경력 1~2년

(병원/약국조제자동화솔루션)

(생산설비 조작(operator) 및

이공계열 전공자

달서구 호산동 성서공단

제품 포장)

2교대 근무 가능자

4/30(금) 까지 수시채용

→ 수시채용(생산직군)

냉동공조/관련학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무직 여자 1명

고졸 이상

(전산프로그램/워드/엑셀 작업,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주, 전화응대, 정산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윈시스태영
계속

(블라인드/버티컬제조)
달서구 호산동 성서공단
4/30(금) 까지

계약직 채용(2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봉 4,000만원 이상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주52시간 근무시)

당사 홈페이지 접수

서류전형→1차면접+직무테스트

(hanmi.recruiter.co.kr/

→2차면접→신체검사→최종합격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app/jobnotice/list)

연봉 2,400~2,600만원
야근수당,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

이력서, 자기소개서

월~금요일 09:00~18:30

사람인 입사지원

토요일 09:00~13:00
토요일 격주 휴무, 중식 제공
이력서, 자기소개서,

㈜행복드림
계속

(소프트웨어서비스)

웹디자인, 웹프로그래밍

달서구 상인동

남녀 2명

추천시 까지

컴퓨터학부, 관련 전공자
전문 직업훈련 수료자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규직, 연봉 2,300만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습 3개월 90%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09:00~18:00, 주5일 근무

포트폴리오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예가에이치엔지
계속

(가정/생활용품제조)

자산관리, 쇼핑몰관리

달성군 하빈면

여자 2명

채용시 까지

상경계열, 전산계열 전공자

상담 후 연봉 결정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근면성실한 자

근무시간 조정가능(자율)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장기근무 가능자

주5일 근무

이메일 접수

뷰티코디네이션학부, 패션학부,
연웨딩갤러리
계속

중구 대봉동 백운빌딩
추천시 까지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웨딩 플레너 남녀 2명

용모준수한 자, 장기근무 가능자
사교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자
주말근무 가능자

3개월 수습기간
연봉 : 연봉제, 성과제로 운영
2,000~6,000만원
주말근무 후 평일 휴무 적용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당사 홈페이지
(www.yeonwedding.co.kr)
박연두 대표
(010-8732-3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