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Go 취업정보 (1월 1주)
연번

기업명

㈜장보고식자재마트
1

서구 상리동
1/9(토) 17시 까지

채용직무
물류센터 입출고관리 사원
유통사업부 2명
(상품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구매관리 등)

자격요건

신입, 학력무관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지게차
운전 가능자 우대

근무조건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지원절차

월급 246만원(상여금 별도)
06:00~17:25, 주5일 근무

이력서, 자기소개서

(일요일, 평일 휴무)

사람인 입사지원

구내식당 운영, 중식 제공
서류전형→개별면접→최종합격

2

3

kt m&s
(통신·방송장비/부품도매)
전국/대구
1/10(일) 24시 까지

㈜한샘 키친&바스
전국/대구
1/13(수) 24시 까지

영업전문가 21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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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9세 이상 청년구직자
고졸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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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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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친디자이너 KD 00명
한샘 공식 키친&바스 대리점 소속
정규직 00명
(키친&바스 리모델링 설계/상담/
제안)

전문대졸 이상
전공, 학점, 어학점수 무관
고객지향 마인드를 갖춘 자

연봉 2,000~2,400만원+인센티브 별도
전국 한샘인테리어 공식 대리점 근무
매장운영시간, 평일 휴무(스케줄 근무)
교육기간 중식/교재 제공, 지방
거주자 숙소 제공
교육 수료시 교육비 지급
서류전형→면접전형→인성검사→
입문교육(3주)→최종배치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홈페이지 접수
(m.site.naver.com/0JQAr)

관리운영직 전기통신 9급 0명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정보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
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방송통
신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기사포함) 보유자 필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정보통신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통신/네트워크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대구대학교
4

경북 경산시
1/15(금) 17시 까지

5

한국맥도날드

직영 레스토랑

전국 근무 가능자

전국/대구

관리직 매니저 트레이니

외식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1/15(금) 24시 까지

(고객/영업/품질/인사관리)

고객중심 사고, 실행력, 팀워크

정규직, 수습기간 6개월
09:00~18:00, 주5일 근무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서류전형→필기(직무적성검사

대학 홈페이지 접수

(인성/적성)+실기전형(전공시험)

(mcmc.daegu.ac.kr/user

→실무 및 인성면접→최종면접

/recruit/)

→신규임용(3/1(월))
회사내규에 따름, 변동성 성과급
정규직, 시간대별 교대 근무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레스토랑
실습면접→3차 임원면접→입사
(3/2(화)부터 순차발령)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홈페이지 접수
(mcd.saramin.co.kr)

6

현대오일뱅크(주)
(원유정제처리업)
충남 서산시 대산읍
1/18(월) 23:50 까지

현대오일뱅크/현대케미칼
생산전문인턴 대산본사
1.공정운전 00명
2.설비/안전 0명

고졸 이상
1.화공/기계/전기/전자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2.기계/전기/전자/소방/안전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3월 생산전문인턴 선발과정 입소
가능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교대근무 가능자

생산전문인턴 선발과정 :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등 직업훈련과정(교육
훈련생), 4주(08:00~17:00)
교육훈련비/숙식/피복/안전장비 등 제공
생산전문인턴 선발과정 합격자에 한해
생산전문인턴 기회 제공(4월 입사)
서류전형→필기전형→교육훈련생
선발면접→생산전문인턴 선발과정
(4주)→생산전문인턴 선발면접→생산
전문인턴(계약직, 1년)→정규직 전환심사

당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홈페이지 접수
(recruit.hhi.co.kr/RECRUIT
_HHI/hr/rec/recruit/job
open/controller/candidate
/JobOpen310WebController
/DetailInit.hr)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구칠성신용협동조합
계속

북구 칠성동1가
1/8(금) 17시 까지

신규직원 신입/경력
남자 1명

고졸이상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MS Office(워드,엑셀,파워포인트)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신협 및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본점, 지점 근무(대구 북구)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수습기간 3개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가능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급여 : 조합 급여규정에 의함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대구광역시 북구 공평로 158

계속

계속

㈜태평양금속

영업팀 사무직 여자 1명

(산업용마그네트제조)

수출입관리 담당

경북 구미시

(수출입 문서관리, 일정관리,

1/22(금) 까지

통관/하역 관리 등)

대동공업(주)
(농업/임업용기계제조)
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
채용시 까지

전문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경력무관(신입 가능)
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과
무역, 경영 전공자 우대

생산 계약직 130명

경력, 학력, 나이, 성별 무관

(농기계 조립, 엔진 가공 및 조립,

CNC선반기능사, 제조업 경험자,

농기계 품질검사, 지게차 조립)

지게차운전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규직, 연봉 2,600~2,800만원
08:30~17:30, 주5일 근무
근무복, 중식 제공
구미외 거주시 기숙사 제공
계약직 1년, 시급 8,680원
대동공업(주) 대구공장 근무
08:00~17:00, 주5일 근무
통근버스 운행(달서구,달성군)

1층 대구칠성신용협동조합)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진로취업지원팀 추천
이메일 접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람인 입사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