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제공
일자

NO

세부내용

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2019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산학협력협약기업

대학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하기 좋은 중소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신용등급, 매출액, 수익률 기준 우량 기업

기업명

모집부문

자격요건

ㆍ기졸업 및 21년 2월 졸업예정자
9/22

1

테크팩 솔루션

생산관리,생산기술,

(동원그룹 계열사)

품질관리

ㆍ병역면제 혹은 병역을 마친 분,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ㆍ 즉시근무가 가능한 분
ㆍ국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
자 우대

전형절차

모집인원/
근무지역

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② 온라인 필기
③ 1차 면접전형

채용공고
링크

비고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① 서류전형
전형

기업정보

0명/

채용전제

10/12(월)

이천,광주

인턴

14시

ㆍ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④ 최종면접 전

ㆍ 업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http://www.saramin.co.k

ㆍ 주요생산품: 포장용 유리용기

r/zf_user/jobs/relay/vie

ㆍ 사원수: 692명('18.12)

w?isMypage=no&rec_id

ㆍ 매출액: 4009억 7002만('19)

x=38788082&recomme

ㆍ 설립일: 2008.11.26

형

nd_ids=

ㆍ 홈페이지: www.dongwonsystems.com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학력 : 대졸이상(2,3년)
9/29

2

㈜이오테크닉스
(장재훈)

제어 SW
(레이저 응용장비
SW개발)

ㆍ나이/성별 : 무관

① 서류전형

ㆍ경력 : 신입

② 면접전형

ㆍ필수 : 전기/전자공학,

③ 최종합격

ㆍ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0명/안양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10/9(금)

ㆍ주 5일(월~금) 오전8:30~오후5:30
ㆍ자유복장, 교육비지원, 차량유류비
지원, 건강검진 등

컴퓨터/시스템공학

ㆍ 업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http://www.saramin.co.k

ㆍ 주요생산품: 레이저 및 장비 개발생산

r/zf_user/jobs/relay/vie

ㆍ 사원수: 561명('20년)

w?isMypage=no&rec_id ㆍ산학 협력 협약 기업

ㆍ 매출액: 2,064억 7,046만('19년)

x=38749437&recomme

ㆍ 설립일: 1989년 4월 1일

nd_ids=

ㆍ 홈페이지: www.eotechnics.com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학력 : 대졸이상(2,3년)
생산기계설비
10/6

3

동서식품㈜

오퍼레이터
또는 전기실 근무자

ㆍ관련 전공자 우대

① 서류전형

(전문대 졸업자에 한함)

② 1차면접

0명/

정규직

ㆍ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③ 2차면접

충북 진천

(수습기간 3개월)

(기계,전자,전기 관련)

④ 최종합격

10/8(목)

ㆍ 업종: 커피 가공업

http://www.saramin.co.k

ㆍ급여 : 연봉 3,400만원 수준

ㆍ 주요생산품: 커피

r/zf_user/jobs/relay/vie

ㆍ3조 2교대 (1주 단위 조변경)

ㆍ 사원수: 1,147명('19년)

w?isMypage=no&rec_id

ㆍ통근버스 운행 (진천,오창,청주)

ㆍ 매출액: 1조 5,476억('19년)

x=38845218&recomme

ㆍ 설립년월: 1968년 5월 23일

nd_ids=

ㆍ관련 직무 경력자 우대

ㆍ 홈페이지: https://www.dongsuh.co.kr/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10/6

4

㈜디에이피
(장재훈)

PCB제조직

ㆍ학력 : 고졸
ㆍ경력 : 무관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0명/
경기 안성

정규직

11/13(금)

(수습기간 3개월) (상시채용)

ㆍ 급여: 신입사원 임금지급 조건

ㆍ 업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ㆍ 3조 2교대

ㆍ 주요생산품: PCB생산, 판매

(4일주간,2일휴무/4일야간,2일휴무)

ㆍ 사원수: 1,044명('19년)

ㆍ 안성공장 기숙사 있음

ㆍ 매출액: 2,704억 8,420만('19년)

ㆍ 안산공장은 기숙사 없음

ㆍ 설립년월: 1987년 11월 28일

http://www.saramin.co.kr/
zf_user/jobs/relay/view?is
Mypage=no&rec_idx=387
74056&recommend_ids=

ㆍ 홈페이지: www.dap.co.kr

ㆍ 기업형태: 중견기업
ㆍ학력 : 고졸~대졸(2,3년)
10/6

5

ASE코리아

반도체 생산라인
오퍼레이터

ㆍ경력 : 신입
ㆍ반도체관련 전공자 및 전기,전자,
기계 등 이과계열 전공자 우대

ㆍ급여 : 월 223~250만
① 서류전형
② 면접전형
③ 최종합격

10명/파주

정규직
(수습기간 6개월)

(야근수당,주말근무제외)
10/10(토) ㆍ주 5일 스케줄 근무 (4조3교대)
ㆍ셔틀버스운행
(서울,인천,파주,문산,고양)

ㆍ 업종: 반도체부품 제조업
ㆍ 주요생산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http://www.saramin.co.kr/

반도체소자

zf_user/jobs/relay/view?is

ㆍ 사원수: 1,961명('19년)

Mypage=no&rec_idx=386

ㆍ 매출액: 6,312억 8,071만('19년)

63175&recommend_ids=

ㆍ 설립년월: 1967년 3월 7일
ㆍ 홈페이지: https://www.asekr.com/

ㆍ 산학협력협약기업
ㆍ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

제공
일자

NO

기업명

모집부문

자격요건

전형절차

모집인원/
근무지역

근무형태

마감일

근무여건

기업정보

채용공고
링크

비고

ㆍ 기업형태: 대기업

10/6

6

㈜송림푸드

산업안전 및
전기안전관리자

ㆍ 업종: 조미료 제조업

ㆍ학력 : 무관

① 서류전형

ㆍ나이/성별 : 무관

② 1차면접

0명/

ㆍ우대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③ 2차면접

충북 진천

ㆍ급여 : 면접 후 결정
정규직

11/24(화) ㆍ주 5일 (월~금)
ㆍ기숙사 운영, 통근버스 운행

소지자, 해당직무 근무경험 ④ 최종합격

ㆍ 주요생산품: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ㆍ 사원수: 110명('19년)
ㆍ 매출액: 249억 3,732만('19년)
ㆍ 설립년월: 1999년 4월 12일

http://www.saramin.co.kr/
zf_user/jobs/relay/view?is ㆍCJ 계열사
Mypage=no&rec_idx=388 ㆍ강소기업
33638&recommend_ids=

ㆍ 홈페이지:http://www.songlim-food.com/

ㆍ 기업형태: 대기업

① 서류전형
제조생산직
10/8

7

㈜지앤피

(생산설비가동)

ㆍ 업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

② 면접전형
ㆍ학력 : 고졸이상

③ 채용검진

ㆍ나이/성별 : 무관

④ 인사위원회

0명/

정규직

충북 충주

(수습 3개월)

ㆍ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10/22(목) ㆍ3교대 근무
ㆍ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심의

ㆍ 주요생산품: 전선, 집합선, 산업특수선 등
ㆍ 사원수: 255명('19년)
ㆍ 매출액: 3,150억 3,180만('19년)
ㆍ 설립년월: 1979년 8월 8일

⑤ 최종합격

http://www.saramin.co.kr/zf_
user/jobs/relay/view?isMypa
ge=no&rec_idx=38814603&

ㆍLS 계열사

recommend_ids=

ㆍ 홈페이지:http://www.gnpco.co.kr/
ㆍ 기업형태: 중소기업

10/8

8

디팜스테크㈜

금형설계팀

(강돈형)

(자동차 금형설계)

ㆍ 업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ㆍ학력 : 대졸이상(2,3년)

① 서류전형

ㆍ나이/성별 : 무관

② 1차면접

0명/

ㆍ경력 : 무관

③ 2차면접

경기 군포

ㆍ신입 :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④ 최종합격

정규직

상시채용

ㆍ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ㆍ 주요생산품: 초정밀금형

http://www.saramin.co.kr/zf_

ㆍ주 5일(월~금) 8:30~17:50

ㆍ 사원수: 66명('19년)

ㆍ복리후생 : 3식 제공

ㆍ 매출액: 200억('19년)

user/jobs/relay/view?isMypa ㆍ산학 협력 협약 기업
ge=no&rec_idx=

ㆍ 설립년월: 2004년 5월 12일
ㆍ 홈페이지: www.dpamstech.co.kr
ㆍ기업형태: 중소기업

10/8

9

신진엠텍㈜

생산기술팀

(이원정)

(조립,생산관리)

ㆍ학력 : 대졸이상(2,3년)

① 서류전형

ㆍ나이/성별 : 무관

② 1차면접

0명/

정규직

ㆍ우대 : 인근거주자, 운전가능자,

③ 2차면접

경기 평택

(수습 3개월)

지방근무 가능자

ㆍ주5일(월~금) 8:30~17:30
10/22(목)

④ 최종합격

ㆍ급여: 연봉 약 3,000만원
ㆍ기숙사 제공, 직원대출제도,
자녀학자금 등

ㆍ업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ㆍ주요생산품: 각종산업용자동화조립기계
ㆍ사원수: 116명('19년)
ㆍ매출액: 648억 1,028만('19년)
ㆍ설립년월: 1973년 9월 29일

http://www.saramin.co.kr/zf_

user/jobs/relay/view?isMypa ㆍ강소기업
ge=no&rec_idx=38816085& ㆍ산학 협력 협약 기업
recommend_ids=

ㆍ홈페이지: www.shinjinmtec.co.kr
ㆍ기업형태: 중견기업
ㆍ학력 : 고졸이상
ㆍ나이/성별 : 무관
10/8

10

삼화전기

생산직 오퍼레이터

ㆍ경력 : 신입
ㆍ우대 : 인근거주자, 야간근무 가능
자, 2교대근무 가능자

① 서류전형

ㆍ급여 : 연봉 3,200~3,400만원

② 1차면접

0명/

정규직

③ 2차면접

충북 청주

(수습 3개월)

④ 최종합격

10/30(금)

(상여금 600%)
ㆍ2교대 오전8:30~오후5:30
ㆍ통근버스 운행

ㆍ업종: 전자축전기 제조업
ㆍ주요생산품:
ㆍ사원수: 448명('20년)
ㆍ매출액: 1,950억 8,785만('19년)
ㆍ설립년월: 1973년 12월 10일

http://www.saramin.co.kr/zf_

user/jobs/relay/view?isMypa ㆍ강소기업
ge=no&rec_idx=38804238&
recommend_ids=

ㆍ홈페이지: www.shinjinmtec.co.kr
ㆍ기업형태: 중견기업
생산기술
10/8

11

재영솔루텍㈜

(Encoder 자동화 장비
maintenance)

ㆍ학력 : 초대졸이상
ㆍ경력 : 무관
ㆍ우대 : 기계/전기,전자공학 전공자
CAD/2D/3D 사용 가능자

① 서류전형
② 1차면접
(필요시 2차면접)
③ 최종합격

ㆍ업종: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0명/

정규직

인천 송도

(수습 3개월)

ㆍ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10/23(금) ㆍ주 5일(월~금) 오전8:30~오후5:30
ㆍ자녀학자금, 직원대출제도 등

ㆍ주요생산품: 휴대폰 카메라용 렌즈 등
ㆍ사원수: 113명('20년)
ㆍ매출액: 1,333억 5,797만('19년)
ㆍ설립년월: 2003년 1월 24일
ㆍ홈페이지: www.shinjinmtec.co.kr

http://www.saramin.co.kr/zf_
user/jobs/relay/view?isMypa
ge=no&rec_idx=38742631&
recommend_i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