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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안내

행사개요

행  사  명 

행 사 회 차 

일     시

장     소 

주  최

주  관

후     원 

참 여 대 상

홈 페 이 지

블  로  그 

제16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The 16th Job Fair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2021

2021년 16회차

10월 21일(목)~22일(금) 09:30~17:00

SETEC 1, 2관

외국인투자기업 108개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우수 인재 

v21.jobfairfic.org

blog.naver.com/bestfic

:

:

:

:

:

:

:

:

:

:

방역수칙에 따라 전시장별 입장인원이 제한됩니다.
 ■ 1전시장 : 520명 / 2전시장 : 280명

 ■ 사전신청과는 별개로 관별 입장인원이 다 찼을경우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세션 시간에 맞게 입/퇴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장 內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부스앞 대기시 1m 거리두기

 ■ 부스 內 다수 인원 상담 시 부스외부 대기

손소독제를 수시로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절대 내리지 마세요. 위반 시 강제 퇴실 조치 됩니다. 

(턱스크, 코아래 내리기 일절 금지)

현장 스텝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 타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일절 금지합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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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06

07

방역수칙 안내

★필독★

안전한 박람회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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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관

행사구성

| 채 용 관 |

| 부대행사 |

총 108개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상담

IT·정보통신 국제금융관 서비스·미디어 의료·제약
제조·

생산·R&D
판매·유통 화학·소재

9개사 14개사 25개사 4개사 38개사 13개사 5개사

웨비나관
온라인(줌 zoom)을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 기업별 1회~2회(1회 1시간) 참여 예정이오니 시간표를 꼭 확인 하세요

심층면접관
채용상담관에서 상담 후 심층 면접이 필요한 경우 사용

(*인사담당자 결정)

온라인 스튜디오(특강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취업 특강

*사전신청과는 별개로 현장 입장인원은 20명입니다.

  입장을 못하신 경우 온라인으로 접속하세요!

컨설팅관
외투기업 구직자들의 컨설팅 수요가 가장 높은 영문이력서 첨삭관 및 

영문 자기소개서 첨삭관, 영문 모의면접관, 국문 모의면접관

ESG 윤리경영 홍보코너
박람회 장 내 마련된 기업의 ESG 윤리경영 홍보 게시판에서 기업의 

활동내역을 확인하세요!

취업지원 시설 문서지원실, 채용공고게시대, 휴게존 등

홍보관 주최/주관 및 유관기관 홍보관

웨비나관이란?

참가방법

온라인을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 오프라인 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인사담당자를 만나세요!

- 홈페이지(v21.jobfairfic.org)에 웨비나관 메뉴 클릭!

- 참가 희망하는 기업의 스케줄 확인 후 해당시간에 입장

- 기업별 1~2회(1회 약 1시간) 진행되며 일부기업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 사전신청없이도 입장가능하지만 선착순 입장으로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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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특강 (10/21) 취업특강 (10/22)

일   시 : 2021년 10월 21일(목) 10:00~16:20

장   소 : 행사장 내 취업특강관

대   상 : 행사장 내 취업특강관 20명 내외(코로나로 인하여 참여인원 제한함)

*특강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므로 오프라인 참석 불가시 온라인 접속하세요!

일   시 : 2021년 10월 22(금) 10:00~16:20

장   소 : 행사장 내 취업특강관

대   상 : 행사장 내 취업특강관 20명 내외(코로나로 인하여 참여인원 제한함)

*특강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므로 오프라인 참석 불가시 온라인 접속하세요!

10월 21일(목)

시간 강의 주제 강연자

10:00~10:50
외국계 기업 

2021 채용 동향 및 전략
김치성

컨설턴트

11:00~11:50
면접으로 이어지는 

영문이력서/CV 작성법
박소현

컨설턴트

13:30~15:20
외국계 기업 산업별 

헤드헌터들과 함께하는 
취업 토크콘서트

아데코코리아
헤드헌터

15:30~16:20
외국계 프로이직러의 
커리어 개발 필승법

Seo
컨설턴트

10월 22일(금)

시간 강의 주제 강연자

10:00~10:50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외국계 기업 취업 & 이직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헤드헌터

11:00~11:50 외국계 기업 면접 대비 특강
박소현

컨설턴트

13:30~14:20
글로벌 IT & 콘텐츠 기업 

마케팅 직무이해
구글 

현직자

14:30~15:20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외국계 채용 서치 및 지원 전략 
Esther 
컨설턴트

15:30~16:20
외국계 취준생들을 위한 

링크드인 활용 방법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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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윤리경영 홍보 참여 기업

외투기업들의 ESG 윤리경영 홍보 활동을 확인해보세요!

참여기업

컨설팅관

유관기관

일   시 : 2021.10. 21.(목) ~ 22.(금) 10:30~16:00

대   상 : 취업컨설팅 현장 신청 구직자

장   소 : 행사장 내 취업컨설팅관

구   성 : 6개 부스 운영, 외투기업 구직자들의 컨설팅 수요가 가장 높은 영문이력서 첨삭관 및    

            영문 자기소개서 첨삭관, 영문 모의면접관, 국문 모의면접관

일   시 : 2021. 10. 21.(목) ~ 22.(금)

장   소 : 제2전시장 내 유관기관 부스

구   성 : 4개 부스 운영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KOTRA개발협력실, 

            KOTRA 아카데미 

부스번호 컨설팅명 내용

1~3
영문이력서 첨삭

※부스 3개
희망 기업 및 직무에 적합한 영문 이력서 작성을 위한 
1:1 첨삭 서비스

4 영문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작성 및 첨삭 지원 서비스 제공

5 영어 모의면접 외국계 기업 취업 전문 컨설턴트의 모의면접 컨설팅 서비스

6 국문 모의면접
외국계 기업 뿐 아니라 국내기업 면접시 필요한 노하우 등 
컨설팅 서비스

부스번호 로고 기관명

유관기관 01 서울특별시

유관기관 02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유관기관 03 KOTRA 개발협력실 – 글로벌 ESG 채용상담

유관기관 04
KOTRA 아카데미 – 우수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무역실무습득) 소개/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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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서울특별시

GDP 대비 R&D 투자비중 1위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국제회의개최 도시 3위

2019년 국제협회연합(UIA)은 서울시를 4년 연속 국제회의 개최도시 3위로 선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발표,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 기록

지속가능한 도시 지수, 사회적 지속성(삶의 질) 부문 7위

2018년 아카디스 ‘지속가능도시 지수’ 발표, 평가대상 100개 도시 중 7위 기록

국가브랜드 가치 9위

2019년 브랜드 파이낸스 발표, 전년 대비 6.7% 상승

글로벌 창업생태계 우수도시 Top 30 중 20위 첫 진입

2020년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Startup Genome

한눈에 보는
서울

산업 클러스터와
주요 비즈니스 지역

비즈니스 지역

서울시에는 총 82만 여개의 사업체가 있고, 해당 사업체 종사하는 인력은 총 521만 여명에 달합니다. 그 중 사업체 수로는 

31.7%,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41.4%가 CBD, YBD, GBD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업무지구(CBD)는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며 현

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세기부터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역할을 해 왔

으며 현재도 청와대를 비롯하여 공공·행정기관, 각국의 대사관, 한국 대기업의 본사, 글로벌 기업의 한

국지사, 각종 협회 및 단체가 되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 지역이지만 여

전히 외국 기업의 관심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CBD 소재 주요 기업으로는 현대, 모건 스탠

리, 마이크로 소프트, 시티 그룹 등이 있습니다.

YBD
Yeoido
Business
District

여의도는 서울의 서남쪽, 한강에 위치한 면적 2.9㎢의 섬입니다. 여의도업무지구(YBD)는 1970년대 말

부터 한국증권거래소를 CBD(중심업무지구)에서 여의도로 옮기면서 서울의 금융 중심가로 개발하기 시

작하여 많은 수의 은행, 증권회사, 투자회사 및 금융감독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한국의 월 스트리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국회의사당과 여의도의 상징적 건물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enter)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YBD 소재의 주요 기업으로는 LG전자, 현대캐피탈, 소니 코리아,인텔, HP, UBD, 

Deloitte, Allianz 생명보험, Ernst & Young 등이 있습니다.

GBD
Gangnam
Business
District

강남업무지구(GBD)는 오피스 빌딩 수 기준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비즈니스 지역입니다. ‘강남’

은 말 그대로 서울 중심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의 남쪽을 일컫는 말입니다. 강남역과 삼

성역으로 이어지는 테헤란로는 IT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체가 몰려 B2B 비즈니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

고, 삼성역은 무역센터를 통해 글로벌 무역, 유통, 물류 등의 비즈니스가 발전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과 삼성그룹의 이전으로 서울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으로서의 입

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GBD 소재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SM 엔터테

인먼트, 구글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 나이키, 보잉 한국기술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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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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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KOTRA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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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배치도

제1전시실 제2전시실

IT·정보통신 유관기관 홍보관제조·생산·R&D 심층면접관

국제금융관 컨설팅관판매·유통 웨비나관

서비스·미디어 취업특강관화학·소재 휴게존

의료·제약 KOTRA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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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안내ㅣ영역별

부스번호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Page

국제금융관 05 동양생명보험㈜ TONGYANG LIFE INSURANCE 50

국제금융관 04 러셀 인베스트먼트 Russell Investments 51

국제금융관 03 메트라이프생명보험㈜ MetLife Insurance Co. of Korea, Ltd 52

국제금융관 02 셀레니언자산운용 주식회사
Celenian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53

국제금융관 10 씨비알이코리아㈜ CBRE Korea 54

국제금융관 08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AIG Korea Inc. 57

국제금융관 09 오릭스캐피탈코리아㈜ ORIX Capital Korea corporation 59

국제금융관 14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China Construction Bank Seoul 

Branch
60

국제금융관 13 중국공상은행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61

국제금융관 12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
China Everbright Bank 

Seoul Branch
62

국제금융관 11 중국은행 주식회사 서울지점 BANK OF CHINA SEOUL BRANCH 63

국제금융관 01 컬리어스인터내셔널코리아 Colliers International Korea 64

국제금융관 06 크레디아그리콜CIB Credit Agricole CIB 66

국제금융관 07 푸본현대생명 fubonhyundai life 67

부스번호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Page

IT·정보통신업 01 럭스소프트 Luxoft 30

IT·정보통신업 02 모넷코리아 monnit korea 31

IT·정보통신업 05 뱅크웨어글로벌 Bankwareglobal Co.,LTD. 32

IT·정보통신업 06 브이엠웨어코리아 VMware Korea 33

IT·정보통신업 04 썸 테크놀로지스 Thumb Technologies 40

IT·정보통신업 07 어드밴텍케이알㈜ ADVANTECH KR Co., Ltd. 42

IT·정보통신업 09 클래스메소드코리아 주식회사 Classmethod Korea Co., Ltd. 44

IT·정보통신업 08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Telit Korea 46

IT·정보통신업 03 한국지멘스일렉트로닉디자인오토메이션(유)
Siemens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Korea) LLC
47

국제금융관

IT·정보통신업

부스번호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Page

서비스·미디어업 10 FIVE E LIFE CO., LTD FIVE E LIFE CO., LTD 70

서비스·미디어업 09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Nestle Korea 71

서비스·미디어업 15 레고랜드코리아 LEGOLAND Korea Resort 72

서비스·미디어업 17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Robert Walters Korea 73

서비스·미디어업 22 뤼위에코리아호텔매니지먼트 LvYue Korea Hotel Management 74

서비스·미디어업 13 맨파워코리아 Manpower Korea Inc. 76

서비스·미디어업 07 주식회사 믹스 MIXX Inc. 79

서비스·미디어업 23 스캔라인브이에프엑스 코리아 Scanline VFX Korea 81

서비스·미디어업 19 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 SINOTRANS KOREA SHIPPING CO., LTD. 83

서비스·미디어업 24 아데코코리아 Adecco Korea 84

서비스·미디어업 20 아지앙스코리아 Asiance Korea 86

서비스·미디어업 05 에이치알넷원 주식회사 HRnet One Inc. 88

서비스·미디어업 18 엔지엘 코리아 주식회사 NGL Korea LTD 89

서비스·미디어업 25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UPS Korea 91

서비스·미디어업 12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UNIONE COMMUNICATIONS 

CO.,LTD.
92

서비스·미디어업 11 이스라비젼코리아 ISRA VISION Korea 93

서비스·미디어업 21 인터내셔날에스오에스코리아 International SOS Korea 95

서비스·미디어업 16 ㈜인트라링크코리아 Intralink Korea Ltd. 96

서비스·미디어업 06 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Yingke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97

서비스·미디어업 08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Korea Co., Ltd.
98

서비스·미디어업 01 지이에이코리아주식회사 GEA KOREA Ltd. 99

서비스·미디어업 02 클럽메드 바캉스 Club Med Vacances 100

서비스·미디어업 03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 TÜV SÜD Korea Ltd. 101

서비스·미디어업 14 퍼솔켈리 코리아 PERSOLKELLY Korea 104

서비스·미디어업 04 하이디라오코리아 HAIDILAOKOREA CO., LTD. 106

서비스·미디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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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번호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Page

제조·생산·R&D 04 ABB 코리아 ABB Korea 116

제조·생산·R&D 27 극동전선 Kukdong Electric Wire 117

제조·생산·R&D 25 나라다에너지유한회사 Narada Energy Co., Ltd 119

제조·생산·R&D 28 넥상스코리아 Nexans Korea 120

제조·생산·R&D 29 라이트컨버젼코리아 주식회사 LIGHT CONVERSION KOREA 122

제조·생산·R&D 30 백호프오토메이션 주식회사 Beckhoff Automation Co., Ltd. 123

제조·생산·R&D 31 베리제이 Very J Inc. 125

제조·생산·R&D 12 보잉 코리아 Boeing Korea 126

제조·생산·R&D 23 ㈜선인 SUNIN CO.,LTD 127

제조·생산·R&D 33 센시리온오토모티브솔루션즈코리아 Sensirion Automotive Solutions Korea 130

제조·생산·R&D 20 씨에스케이㈜ CSK 132

제조·생산·R&D 35 아드반테스트코리아 ADVANTEST KOREA 133

제조·생산·R&D 36 아사아블로이코리아㈜아이레보 ASSA ABLOY Korea Co., Ltd. iRevo 136

제조·생산·R&D 37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Applied Materials 138

제조·생산·R&D 21 에드워드 코리아㈜ Edwards Korea 139

제조·생산·R&D 13
에어리퀴드 어드밴스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Air Liquide Advanced 
Materials Korea

140

제조·생산·R&D 11 에이에스엠케이 ASM Korea Ltd. 141

제조·생산·R&D 17 엠케이에스코리아(유) MKS Korea 142

제조·생산·R&D 18 오너스 솔류션즈 ONUS Solutions Corporation 144

제조·생산·R&D 09 ㈜오이솔루션 oesolution 145

제조·생산·R&D 16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Otis Elevator Korea 146

제조·생산·R&D 19 온세미 onsemi 147

제조·생산·R&D 34 이디피알 코리아 EDPR Korea 148

제조·생산·R&D 10 인터코스코리아 Intercos Korea 149

제조·생산·R&D 38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JATCO Korea Engineering 

Corporation
151

제조·생산·R&D 08 ㈜파아일랜드 Far island Corporation Ltd. 154

제조·생산·R&D 32 프레모 코리아 유한회사 Premo Korea 156

제조·생산·R&D 07 플라스틱옴니엄㈜ PLASTIC OMNIUM CO., LTD 157

부스번호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Page

의료·제약업 04 지이헬스케어코리아 GE Healthcare Korea 110

의료·제약업 03 팔로젠 Palogen 111

의료·제약업 01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Prestigebiologics 112

의료·제약업 02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코리아 Prestige Biopharma Korea 113

제조·생산·R&D

부스번호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Page

제조·생산·R&D 14 주식회사 하나테크놀러지 Hana Technology Co., Ltd 158

제조·생산·R&D 15 한국3M 3M Korea 159

제조·생산·R&D 26 한국다이요잉크 TAIYO INK KOREA 160

제조·생산·R&D 06 한국부유식풍력 주식회사 Korea Floating Wind Power Co., Ltd 161

제조·생산·R&D 02 한국아즈빌㈜ Azbil Korea Co., Ltd 163

제조·생산·R&D 01 한국에머슨 Emerson Korea 164

제조·생산·R&D 05 한국엔겔기계㈜ ENGEL Korea Machinery Ltd. 166

제조·생산·R&D 22 한국훼스토 Festo Korea 167

제조·생산·R&D 24 한수테크니칼서비스㈜ Hansu Technical Service LTD. 169

제조·생산·R&D 03 호리바에스텍코리아 HORIBA STEC KOREA., Ltd. 170

제조·생산·R&D

부스번호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Page

판매·유통업 05 네스프레소 코리아 Nespresso Korea 174

판매·유통업 10 DKSH Korea DKSH KOREA 175

판매·유통업 07 ㈜리치몬트코리아 Richemont Korea LTD. 177

판매·유통업 11 밀워키 코리아 Milwaukee Korea 178

판매·유통업 12 비엠더블유코리아 BMW Group Korea 179

판매·유통업 08 쇼피코리아컴퍼니 Shopee Korea Company Limited 180

판매·유통업 09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Atlas Copco Korea 183

판매·유통업 03 에스티엑스아이 모션 코리아㈜ STXI MOTION KOREA Inc. 184

판매·유통업 13 이케아 코리아 IKEA Korea 185

판매·유통업 02 주아빛 JUABIT.CO 187

판매·유통업 04 ㈜커민스 코리아 Cummins Korea Ltd. 188

판매·유통업 06 테슬라 코리아 Tesla Korea Limited 190

판매·유통업 01 한국드레가㈜ Draeger Korea 191

판매·유통업

부스번호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Page

화학·소재업 03 동우화인켐㈜ DONGWOO FINE-CHEM 194

화학·소재업 04 한국바스프 BASF KOREA 195

화학·소재업 02 ㈜한국보팍터미날 Vopak Terminals Korea Ltd. 196

화학·소재업
(웨비나관 참여)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Agilent Technologies 197

화학·소재업 01 한국유미코아 Umicore 199

화학·소재업

의료·제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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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영문) 기업명(국문) 부스번호 Page

3M Korea 한국3M 제조·생산·R&D 15 159

ABB Korea ABB 코리아 제조·생산·R&D 04 116

Adecco Korea 아데코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24 84

ADVANTECH KR Co., Ltd. 어드밴텍케이알㈜ IT·정보통신업 07 42

ADVANTEST KOREA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제조·생산·R&D 35 133

Agilent Technologies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화학·소재업

(웨비나관 참여)
197

AIG Korea Inc.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국제금융관 08 57

Air Liquide Advanced Materials 
Korea

에어리퀴드 어드밴스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제조·생산·R&D 13 140

Applied Materials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제조·생산·R&D 37 138

Asiance Korea 아지앙스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20 86

ASM Korea Ltd. 에이에스엠케이 제조·생산·R&D 11 141

ASSA ABLOY Korea Co., Ltd. iRevo 아사아블로이코리아㈜아이레보 제조·생산·R&D 36 136

Atlas Copco Korea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판매·유통업 09 183

Azbil Korea Co., Ltd 한국아즈빌㈜ 제조·생산·R&D 02 163

BANK OF CHINA SEOUL BRANCH 중국은행 주식회사 서울지점 국제금융관 11 63

Bankwareglobal Co.,LTD. 뱅크웨어글로벌 IT·정보통신업 05 32

BASF KOREA 한국바스프 화학·소재업 04 195

Beckhoff Automation Co., Ltd. 백호프오토메이션 주식회사 제조·생산·R&D 30 123

BMW Group Korea 비엠더블유코리아 판매·유통업 12 179

Boeing Korea 보잉 코리아 제조·생산·R&D 12 126

CBRE Korea 씨비알이코리아㈜ 국제금융관 10 54

Celenian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셀레니언자산운용 주식회사 국제금융관 02 53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Korea Co., Ltd.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서비스·미디어업 08 98

China Construction Bank 
Seoul Branch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국제금융관 14 60

China Everbright Bank 
Seoul Branch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 국제금융관 12 62

Classmethod Korea Co., Ltd. 클래스메소드코리아 주식회사 IT·정보통신업 09 44

Club Med Vacances 클럽메드 바캉스 서비스·미디어업 02 100

Colliers International Korea 컬리어스인터내셔널코리아 국제금융관 01 64

Credit Agricole CIB 크레디아그리콜CIB 국제금융관 06 66

CSK 씨에스케이㈜ 제조·생산·R&D 20 132

Cummins Korea Ltd. ㈜커민스 코리아 판매·유통업 04 188

DKSH KOREA DKSH Korea 판매·유통업 10 175

DONGWOO FINE-CHEM 동우화인켐㈜ 화학·소재업 03 194

Draeger Korea 한국드레가㈜ 판매·유통업 01 191

EDPR Korea 이디피알 코리아 제조·생산·R&D 34 148

Edwards Korea 에드워드 코리아㈜ 제조·생산·R&D 21 139

기업명(영문) 기업명(국문) 부스번호 Page

Emerson Korea 한국에머슨 제조·생산·R&D 01 164

ENGEL Korea Machinery Ltd. 한국엔겔기계㈜ 제조·생산·R&D 05 166

Far island Corporation Ltd. ㈜파아일랜드 제조·생산·R&D 08 154

Festo Korea 한국훼스토 제조·생산·R&D 22 167

FIVE E LIFE CO., LTD FIVE E LIFE CO., LTD 서비스·미디어업 10 70

fubonhyundai life 푸본현대생명 국제금융관 07 67

GE Healthcare Korea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의료·제약업 04 110

GEA KOREA Ltd. 지이에이코리아주식회사 서비스·미디어업 01 99

HAIDILAOKOREA CO., LTD. 하이디라오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04 106

Hana Technology Co., Ltd 주식회사 하나테크놀러지 제조·생산·R&D 14 158

Hansu Technical Service LTD. 한수테크니칼서비스㈜ 제조·생산·R&D 24 169

HORIBA STEC KOREA., Ltd. 호리바에스텍코리아 제조·생산·R&D 03 170

HRnet One Inc. 에이치알넷원 주식회사 서비스·미디어업 05 88

IKEA Korea 이케아 코리아 판매·유통업 13 185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중국공상은행 국제금융관 13 61

Intercos Korea 인터코스코리아 제조·생산·R&D 10 149

International SOS Korea 인터내셔날에스오에스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21 95

Intralink Korea Ltd. ㈜인트라링크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16 96

ISRA VISION Korea 이스라비젼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11 93

JATCO Korea Engineering 
Corporation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제조·생산·R&D 38 151

JUABIT.CO 주아빛 판매·유통업 02 187

Korea Floating Wind Power Co., Ltd 한국부유식풍력 주식회사 제조·생산·R&D 06 161

Kukdong Electric Wire 극동전선 제조·생산·R&D 27 117

LEGOLAND Korea Resort 레고랜드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15 72

LIGHT CONVERSION KOREA 라이트컨버젼코리아 주식회사 제조·생산·R&D 29 122

Luxoft 럭스소프트 IT·정보통신업 01 30

LvYue Korea Hotel Management 뤼위에코리아호텔매니지먼트 서비스·미디어업 22 74

Manpower Korea Inc. 맨파워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13 76

MetLife Insurance Co. of Korea, Ltd 메트라이프생명보험㈜ 국제금융관 03 52

Milwaukee Korea 밀워키 코리아 판매·유통업 11 178

MIXX Inc. 주식회사 믹스 서비스·미디어업 07 79

MKS Korea 엠케이에스코리아(유) 제조·생산·R&D 17 142

monnit korea 모넷코리아 IT·정보통신업 02 31

Narada Energy Co., Ltd 나라다에너지유한회사 제조·생산·R&D 25 119

Nespresso Korea 네스프레소 코리아 판매·유통업 05 174

Nestle Korea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서비스·미디어업 0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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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영문) 기업명(국문) 부스번호 Page

Nexans Korea 넥상스코리아 제조·생산·R&D 28 120

NGL Korea LTD 엔지엘 코리아 주식회사 서비스·미디어업 18 89

oesolution ㈜오이솔루션 제조·생산·R&D 09 145

onsemi 온세미 제조·생산·R&D 19 147

ONUS Solutions Corporation 오너스 솔류션즈 제조·생산·R&D 18 144

ORIX Capital Korea corporation 오릭스캐피탈코리아㈜ 국제금융관 09 59

Otis Elevator Korea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제조·생산·R&D 16 146

Palogen 팔로젠 의료·제약업 03 111

PERSOLKELLY Korea 퍼솔켈리 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14 104

PLASTIC OMNIUM CO., LTD 플라스틱옴니엄㈜ 제조·생산·R&D 07 157

Premo Korea 프레모 코리아 유한회사 제조·생산·R&D 32 156

Prestige Biopharma Korea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코리아 의료·제약업 02 113

Prestigebiologics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의료·제약업 01 112

Richemont Korea LTD. ㈜리치몬트코리아 판매·유통업 07 177

Robert Walters Korea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17 73

Russell Investments 러셀 인베스트먼트 국제금융관 04 51

Scanline VFX Korea 스캔라인브이에프엑스 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23 81

Sensirion Automotive
Solutions Korea

센시리온오토모티브솔루션즈코리아 제조·생산·R&D 33 130

Shopee Korea Company Limited 쇼피코리아컴퍼니 판매·유통업 08 180

Siemens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Korea) LLC

한국지멘스일렉트로닉디자인오토메이션(유) IT·정보통신업 03 47

SINOTRANS KOREA SHIPPING 
CO., LTD.

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 서비스·미디어업 19 83

STXI MOTION KOREA Inc. 에스티엑스아이 모션 코리아㈜ 판매·유통업 03 184

SUNIN CO.,LTD ㈜선인 제조·생산·R&D 23 127

TAIYO INK KOREA 한국다이요잉크 제조·생산·R&D 26 160

Telit Korea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IT·정보통신업 08 46

Tesla Korea Limited 테슬라 코리아 판매·유통업 06 190

Thumb Technologies 썸 테크놀로지스 IT·정보통신업 04 40

TONGYANG LIFE INSURANCE 동양생명보험㈜ 국제금융관 05 50

TÜV SÜD Korea Ltd.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 서비스·미디어업 03 101

Umicore 한국유미코아 화학·소재업 01 199

UNIONE COMMUNICATIONS 
CO.,LTD.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서비스·미디어업 12 92

UPS Korea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서비스·미디어업 25 91

Very J Inc. 베리제이 제조·생산·R&D 31 125

VMware Korea 브이엠웨어코리아 IT·정보통신업 06 33

Vopak Terminals Korea Ltd. ㈜한국보팍터미날 화학·소재업 02 196

Yingke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비스·미디어업 06 97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부스번호 Page

ABB 코리아 ABB Korea 제조·생산·R&D 04 116

FIVE E LIFE CO., LTD FIVE E LIFE CO., LTD 서비스·미디어업 10 70

극동전선 Kukdong Electric Wire 제조·생산·R&D 27 117

나라다에너지유한회사 Narada Energy Co., Ltd 제조·생산·R&D 25 119

네스프레소 코리아 Nespresso Korea 판매·유통업 05 174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Nestle Korea 서비스·미디어업 09 71

넥상스코리아 Nexans Korea 제조·생산·R&D 28 120

동양생명보험㈜ TONGYANG LIFE INSURANCE 국제금융관 05 50

동우화인켐㈜ DONGWOO FINE-CHEM 화학·소재업 03 194

DKSH Korea DKSH KOREA 판매·유통업 10 175

라이트컨버젼코리아 주식회사 LIGHT CONVERSION KOREA 제조·생산·R&D 29 122

러셀 인베스트먼트 Russell Investments 국제금융관 04 51

럭스소프트 Luxoft IT·정보통신업 01 30

레고랜드코리아 LEGOLAND Korea Resort 서비스·미디어업 15 72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Robert Walters Korea 서비스·미디어업 17 73

뤼위에코리아호텔매니지먼트 LvYue Korea Hotel Management 서비스·미디어업 22 74

㈜리치몬트코리아 Richemont Korea LTD. 판매·유통업 07 177

맨파워코리아 Manpower Korea Inc. 서비스·미디어업 13 76

메트라이프생명보험㈜ MetLife Insurance Co. of Korea, Ltd 국제금융관 03 52

모넷코리아 monnit korea IT·정보통신업 02 31

주식회사 믹스 MIXX Inc. 서비스·미디어업 07 79

밀워키 코리아 Milwaukee Korea 판매·유통업 11 178

백호프오토메이션 주식회사 Beckhoff Automation Co., Ltd. 제조·생산·R&D 30 123

뱅크웨어글로벌 Bankwareglobal Co.,LTD. IT·정보통신업 05 32

베리제이 Very J Inc. 제조·생산·R&D 31 125

보잉 코리아 Boeing Korea 제조·생산·R&D 12 126

브이엠웨어코리아 VMware Korea IT·정보통신업 06 33

비엠더블유코리아 BMW Group Korea 판매·유통업 12 179

㈜선인 SUNIN CO.,LTD 제조·생산·R&D 23 127

센시리온오토모티브솔루션즈코리아
Sensirion Automotive

Solutions Korea
제조·생산·R&D 33 130

셀레니언자산운용 주식회사
Celenian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국제금융관 02 53

쇼피코리아컴퍼니 Shopee Korea Company Limited 판매·유통업 08 180

스캔라인브이에프엑스 코리아 Scanline VFX Korea 서비스·미디어업 23 81

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
SINOTRANS KOREA SHIPPING 

CO., LTD.
서비스·미디어업 19 83

썸 테크놀로지스 Thumb Technologies IT·정보통신업 04 40

씨비알이코리아㈜ CBRE Korea 국제금융관 1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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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부스번호 Page

중국은행 주식회사 서울지점 BANK OF CHINA SEOUL BRANCH 국제금융관 11 63

지이에이코리아주식회사 GEA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01 99

지이헬스케어코리아 GE Healthcare Korea 의료·제약업 04 110

㈜커민스 코리아 Cummins Korea Ltd. 판매·유통업 04 188

컬리어스인터내셔널코리아 Colliers International Korea 국제금융관 01 64

크레디아그리콜CIB Credit Agricole CIB 국제금융관 06 66

클래스메소드코리아 주식회사 Classmethod Korea Co., Ltd. IT·정보통신업 09 44

클럽메드 바캉스 Club Med Vacances 서비스·미디어업 02 100

테슬라 코리아 Tesla Korea Limited 판매·유통업 06 190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Telit Korea IT·정보통신업 08 46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 TÜV SÜD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03 101

㈜파아일랜드 Far island Corporation Ltd. 제조·생산·R&D 08 154

팔로젠 Palogen 의료·제약업 03 111

퍼솔켈리 코리아 PERSOLKELLY Korea 서비스·미디어업 14 104

푸본현대생명 fubonhyundai life 국제금융관 07 67

프레모 코리아 유한회사 Premo Korea 제조·생산·R&D 32 156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Prestigebiologics 의료·제약업 01 112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코리아 Prestige Biopharma Korea 의료·제약업 02 113

플라스틱옴니엄㈜ PLASTIC OMNIUM CO., LTD 제조·생산·R&D 07 157

주식회사 하나테크놀러지 Hana Technology Co., Ltd 제조·생산·R&D 14 158

하이디라오코리아 HAIDILAOKOREA CO., LTD. 서비스·미디어업 04 106

한국3M 3M Korea 제조·생산·R&D 15 159

한국다이요잉크 TAIYO INK KOREA 제조·생산·R&D 26 160

한국드레가㈜ Draeger Korea 판매·유통업 01 191

한국바스프 BASF KOREA 화학·소재업 04 195

㈜한국보팍터미날 Vopak Terminals Korea Ltd. 화학·소재업 02 196

한국부유식풍력 주식회사 Korea Floating Wind Power Co., Ltd 제조·생산·R&D 06 161

한국아즈빌㈜ Azbil Korea Co., Ltd 제조·생산·R&D 02 163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Agilent Technologies
화학·소재업(웨비나관 

참여)
197

한국에머슨 Emerson Korea 제조·생산·R&D 01 164

한국엔겔기계㈜ ENGEL Korea Machinery Ltd. 제조·생산·R&D 05 166

한국유미코아 Umicore 화학·소재업 01 199

한국지멘스일렉트로닉디자인오토메이션(유)
Siemens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Korea) LLC
IT·정보통신업 03 47

한국훼스토 Festo Korea 제조·생산·R&D 22 167

한수테크니칼서비스㈜ Hansu Technical Service LTD. 제조·생산·R&D 24 169

호리바에스텍코리아 HORIBA STEC KOREA., Ltd. 제조·생산·R&D 03 170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부스번호 Page

씨에스케이㈜ CSK 제조·생산·R&D 20 132

아데코코리아 Adecco Korea 서비스·미디어업 24 84

아드반테스트코리아 ADVANTEST KOREA 제조·생산·R&D 35 133

아사아블로이코리아㈜아이레보 ASSA ABLOY Korea Co., Ltd. iRevo 제조·생산·R&D 36 136

아지앙스코리아 Asiance Korea 서비스·미디어업 20 86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Atlas Copco Korea 판매·유통업 09 183

어드밴텍케이알㈜ ADVANTECH KR Co., Ltd. IT·정보통신업 07 42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Applied Materials 제조·생산·R&D 37 138

에드워드 코리아㈜ Edwards Korea 제조·생산·R&D 21 139

에스티엑스아이 모션 코리아㈜ STXI MOTION KOREA Inc. 판매·유통업 03 184

에어리퀴드 어드밴스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Air Liquide Advanced Materials Korea 제조·생산·R&D 13 140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AIG Korea Inc. 국제금융관 08 57

에이에스엠케이 ASM Korea Ltd. 제조·생산·R&D 11 141

에이치알넷원 주식회사 HRnet One Inc. 서비스·미디어업 05 88

엔지엘 코리아 주식회사 NGL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18 89

엠케이에스코리아(유) MKS Korea 제조·생산·R&D 17 142

오너스 솔류션즈 ONUS Solutions Corporation 제조·생산·R&D 18 144

오릭스캐피탈코리아㈜ ORIX Capital Korea corporation 국제금융관 09 59

㈜오이솔루션 oesolution 제조·생산·R&D 09 145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Otis Elevator Korea 제조·생산·R&D 16 146

온세미 onsemi 제조·생산·R&D 19 147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UPS Korea 서비스·미디어업 25 91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UNIONE COMMUNICATIONS 

CO.,LTD.
서비스·미디어업 12 92

이디피알 코리아 EDPR Korea 제조·생산·R&D 34 148

이스라비젼코리아 ISRA VISION Korea 서비스·미디어업 11 93

이케아 코리아 IKEA Korea 판매·유통업 13 185

인터내셔날에스오에스코리아 International SOS Korea 서비스·미디어업 21 95

인터코스코리아 Intercos Korea 제조·생산·R&D 10 149

㈜인트라링크코리아 Intralink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16 96

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Yingke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서비스·미디어업 06 97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JATCO Korea Engineering 

Corporation
제조·생산·R&D 38 151

주아빛 JUABIT.CO 판매·유통업 02 187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China Construction 
Bank Seoul Branch

국제금융관 14 60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Korea Co., Ltd.
서비스·미디어업 08 98

중국공상은행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국제금융관 13 61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
China Everbright 

Bank Seoul Branch
국제금융관 1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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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소프트 모넷코리아
Luxoft monnit korea

IT·정보통신업 01 IT·정보통신업 02IT·정
보

통
신

IT·정
보

통
신

■ 기업정보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위스 설립연도 2019년

회사명(영문) Luxoft 홈페이지 www.luxoft.com

대표자명 이완 연락처 -

업종 IT·정보통신 직원수 50명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7 (삼평동) 10층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18년

회사명(영문) monnit korea 홈페이지 monnit.co.kr

대표자명 염정훈 연락처 -

업종 IT·정보통신 직원수 10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0길 13 (문정동) 2층 모넷코리아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3명

상세직무내용 Product Owner for In-Vehicle-Infortainment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서비스 상품개발, 영업, 패키징, 브로셔, 카탈로그, SNS/ Google AD, 영상제작, 광고 및 홍보활동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2,500만원~3,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IOT센서활용기반 시설관리 예지보존 플랫폼 구축(API / UI - JAVA)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 기업소개

ㆍ자동차 전장(자율주행 및 인포테인먼트) / 금융 (시스템 및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ㆍ미국 증시 상장사 DXC Technology의 자회사

Monnit korea는 여러 산업분야에 Digital twin solution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90여종 이상의 센서를 활

용하여 맞춤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며, 기업들이 고민하는 신규사업, 비용절감, 사고예방, 통합관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합니다. 다양한 국책사업 및 R&D프로젝트를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APAC Head Quarter 로써, 다수의 해외프로

젝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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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98년

회사명(영문) VMware Korea 홈페이지 www.vmware.com

대표자명 마이클 찰스 헌터 연락처 02-3016-6500

업종 IT·정보통신 직원수 35,000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13층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2명

상세직무내용
Enterprise Technical Support Engineer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9557)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20명

상세직무내용
Java Programming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기업소개

ㆍVMware 소개

   VMware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류와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VMware의 소프트웨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환경을 구현하는 디지털 기반을 형성합니다.

ㆍ제공 서비스

   VMware는 조직이 간편하게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지원합니다. VMware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클라우드, 네트워킹 및 보안,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전반에서 다양한 소

   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ㆍVMware의 끊임없는 혁신

   1998년에 창립한 이래 VMware는 직원과 75,000개 파트너사로 구성된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혁신으로 

   금융, 의료, 정부 기관, 소매, 통신, 제조,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해 왔습니다.

   VMware는 엣지 컴퓨팅, 인공 지능, 블록체인, 머신 러닝, Kubernetes 등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차세대 혁신을 앞

   당길 디지털 기반을 정의하여 고객이 직면한 까다로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뱅크웨어글로벌
Bankwareglobal Co.,LTD.

IT·정보통신업 05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대한민국 설립연도 2010년

회사명(영문) Bankwareglobal Co.,LTD. 홈페이지 www.bankwareglobal.com

대표자명 이경조, 이은중 연락처 02-501-6415

업종 IT·정보통신 직원수 350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순화동) 312호(순화동, 바빙엥3)

■ 기업소개

뱅크웨어글로벌은 ? (Who we are)

모든 은행은 IT시스템 없이는 단 1초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뱅크웨어글로벌은 전세계 은행의 심장, 코어뱅킹시스템을 만

드는 국내 유일의 금융전문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중국 양대 인터넷은행 중 하나인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타이완 2천3백

만 전국민이 사용하는 라인 메신저와 연동하는 라인뱅크에 이어, 일본의 최신 인터넷은행에까지 코어뱅킹 시스템을 공급

하여, 동북아 4개국의 첨단 인터넷은행에 코어뱅킹시스템을 공급하였습니다.

뱅크웨어글로벌은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은행과 카드, 캐피탈 금융, 공금융사에 코어시스템을 공급하는 

한편, 현대카드와는 공동으로 일본 카드시스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최대 저축은행 중 하나인 BPI-

Banko에 필리핀 최초의 클라우드 뱅킹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Gartner는 오라클, 인포시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뱅크웨어글로벌을 아시아 지역

의 유력한 코어뱅킹 솔루션 벤더로 소개하였으며, 코어뱅킹 전문리서치사인 IBSI는 뱅크웨어글로벌을 동아시아 지역 

Sales League Table의 상위권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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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Associate Consultant (Technical)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21297)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2명

상세직무내용
Associate Partner Business Manager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2158)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Associate Technical Account Manager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21388)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Tanzu Data Sales Specialist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9089)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Senior Cloud Sales Specialist, VMware Cloud on AWS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20354)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2명

상세직무내용
Associate Solution Engineer (Presales Engineer)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2690)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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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Strategic Renewals Account Manager - Korea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9102)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Software Engineer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9715)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South Korean Communications Manager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8918)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Product Manager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9712)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디자인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Product(UX/UI) Designer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9709)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예체능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Senior Software Engineer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9710)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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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Tanzu Labs Services Account Executive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8742)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Tanzu Application Platform Architect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8025)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해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Tanzu Senior Solution Engineer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8272)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Partner Business Manager, Local System Integrators & Multi-Cloud Partners 
(https://careers.vmware.com/main/jobs/R2116364)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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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 테크놀로지스 썸 테크놀로지스
Thumb Technologies Thumb Technologies

IT·정보통신업 04 IT·정보통신업 04IT·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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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IT·정
보

통
신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20년

회사명(영문) Thumb Technologies 홈페이지 www.thumb-technologies.com

대표자명 Jae Won Chung 연락처 -

업종 IT·정보통신 직원수 5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3-10 (잠실동) 318A호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ML 개발자 (미드 혹은 시니어)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시니어 백엔드 개발자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프론트엔드 개발자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으로서 최신의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으로 미래의 일터를 혁신할 새로운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신생 스타트업입니다. 썸 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카카

오 벤처스, 네이버 D2SF, 퓨처플레이, 그리고 산은캐피탈로부터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며 회사의 역량과 가능성을 

인정 받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썸 테크놀로지스의 초기 멤버로 팀에 합류해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팀

원들 (아마존, 애플, 인텔, 스탠포드 박사, 샌디에고대 박사 출신 등)과 호흡을 맞추며, 회사의 성장과 함께 하실 창의적이

고 진취적인, 그리고 고객 중심의 멤버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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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텍케이알㈜ 어드밴텍케이알㈜
ADVANTECH KR Co., Ltd. ADVANTECH KR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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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대만 설립연도 2009년

회사명(영문) ADVANTECH KR Co., Ltd. 홈페이지 www.advantech.co.kr

대표자명 정준교 연락처 02-3663-9300

업종 IT·정보통신 직원수 120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등촌동) 1202호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Sales (eSales)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기타(- 영어 또는 중국어 회화 능통자(TOEIC 800점 이상 / HSK 6급 이상) - 유관 
업무 경험자 및 관련 tool 사용 가능자(SAP 등)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

■ 채용정보

모집직무 기술지원(AE/FAE)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Industrial Computing & Embedded Board (HW), Software Engineer (SW)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기타(- 영어 또는 중국어 회화 능통자(TOEIC 800점 이상 / HSK 6급 이상) - 유관 
업무 경험자 및 관련 tool 사용 가능자(SAP 등)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iHealthcare R&D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기타(- 영어 또는 중국어 회화 능통자(TOEIC 800점 이상 / HSK 6급 이상) - 유관 
업무 경험자 및 관련 tool 사용 가능자(SAP 등)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영업 지원 및 고객 관리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기타(- 영어 또는 중국어 회화 능통자(TOEIC 800점 이상 / HSK 6급 이상) - 유관 
업무 경험자 및 관련 tool 사용 가능자(SAP 등)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사내/외 네트워크 및 전산 시스템 관리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기타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자사양식 이력서

■ 기업소개

산업용 컴퓨터 전 세계 1위 기업인 어드밴텍은 27개국 90여개 도시에 지사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첨단 기술과 고

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세계 시장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리딩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Enabling an Intelligent Planet” 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는 수천 가지 컴퓨터 및 시스템, 산업

용 솔루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인텔리전트하고 스마트하게 바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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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메소드코리아 주식회사 클래스메소드코리아 주식회사
Classmethod Korea Co., Ltd. Classmethod Kore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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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2020년

회사명(영문) Classmethod Korea Co., Ltd. 홈페이지 www.classmethod.kr

대표자명 오오모리아키마사 연락처 02-6232-0222

업종 IT·정보통신 직원수 16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6 (서소문동) 1107호, 1108호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aws엔지니어 채용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관련없음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aws영업 경력사원 채용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관련없음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영업지원 채용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2,500만원~3,000만원 우대전공 기타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일문)

■ 기업소개

클래스메소드는 [모두의 창조활동에 공헌을 이어나갑니다] 라는 기업이념 아래, 클라우드(Amazon Web Services), 

모바일, 빅데이터의 특화한 컨설팅,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편리하게

    노하우를 형식화하여 회전수를 최대화, 질높은 서비스를 저가격에 제공합니다.

・정보발신

    세상의 모든 엔지니어가 크리에이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엔지니어의 기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인재육성

    배움의 욕구가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보다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lassmethod Leadership Principles (CLP)

https://www.classmethod.kr/kr/company-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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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한국지멘스일렉트로닉디자인오토메이션(유)
Telit Korea Siemens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Korea)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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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영국 설립연도 2006년

회사명(영문) Telit Korea 홈페이지 www.telit.com

대표자명 데릭 시우-컹 상 연락처 02-368-4600

업종 IT·정보통신 직원수 120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6 (여의도동) V빌딩 8층,9층,12층,13층

모기업국가 독일 설립연도 1993년

회사명(영문)
Siemens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Korea) LLC

홈페이지 eda.sw.siemens.com

대표자명 김준환 연락처 031-8061-0790

업종 IT·정보통신 직원수 148명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2 (삼평동) 7층 (판교미래에셋센터)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무선통신모듈 SW, HW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모집직무 기술영업지원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Calibre DS Associate Application Engineer (신입)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

■ 기업소개

■ 기업소개Our enterprise-grade hardware, connectivity and platforms transform business through the power of IoT. 

With over one thousand of the world’s leading IoT experts, we share a relentless commitment to delivering 

the future of digital business for our customers.
한국지멘스일렉트로닉디자인오토메이션 유한회사는 전자 설계 자동화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입

니다. 2016년 지멘스(Siemens)의 소프트웨어 산업부에 소속되어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 포트폴리

오를 공급하고, 동시에 새로운 고객층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설계시간을 단축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적

인 제품과 솔루션을 통하여 고객들이 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반도체 및 보드 설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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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멘스일렉트로닉디자인오토메이션(유)
Siemens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Korea) LLC

IT·정보통신업 03

■ 채용정보

모집직무 기술영업지원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HAV Associate Application Engineer (신입)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OFFICIAL DIRECTORY

국제금융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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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인베스트먼트동양생명보험㈜
Russell InvestmentsTONGYANG LIFE INSURANCE

국제금융관 04국제금융관 05

■ 기업정보■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11년

회사명(영문) Russell Investments 홈페이지 russellinvestments.com

대표자명 김유석 연락처 02-6137-6900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TWO IFC 19층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1989년

회사명(영문) TONGYANG LIFE INSURANCE 홈페이지 www.myangel.co.kr

대표자명 뤄젠룽 연락처 1800-1004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970명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빌딩, 동양생명보험

모집직무 기타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투자 분석 및 리포팅 , 펀드 관리/Operation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기타(투자자산운용사, 외국환 업무 전문인력 자격증 등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우대, 경력 3년 이상)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영업전략수립, 상품 마케팅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5,000만원~6,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기업소개

러셀 인베스트먼트는 선도적인 OCIO파트너이자 글로벌 투자 솔루션 회사로서, 전세계 기관투자자, 금융 중개사 및 개인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투자 전략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미화 2조 8,000억 달러  규모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화 2,269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합니다(2020년

12월31일 기준). 본사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이며, 뉴욕, 런던, 도쿄, 시드니를 비롯한 19개 도시에 오피스를 두고 있습

니다. 러셀 인베스트먼트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지난 85년간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왔으며, 고객들의 재

정적 안정 향상을 추구합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적인 보험사! 동양생명입니다!

1989년 설립된 동양생명은 자산규모 30조원을 넘어서는 국내 대표 생명보험사로 성장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효율성 위주의 경영으로 지난 2000년 최초 흑자를 달성한 이래 20년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동양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최초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비롯해 손익관리시스템 도입, 상해

보험 개발, 어린이보험 100세 만기 도입, 패밀리 브랜드 '수호천사' 런칭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

는 혁신적인 보험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동양생명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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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니언자산운용 주식회사메트라이프생명보험㈜
Celenian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MetLife Insurance Co. of Korea, Ltd

국제금융관 02국제금융관 03

■ 기업정보■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19년

회사명(영문)
Celenian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홈페이지 celenian.com

대표자명 Ikro Yoon 연락처 02-725-3313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One IFC 16층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50년 이전

회사명(영문) MetLife Insurance Co. of Korea, Ltd 홈페이지 www.metlife.co.kr

대표자명 송영록 연락처 02-3469-9821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약 600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역삼동) 메트라이프타워 18F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Apply financial modeling and other quantitative/analytical techniques to support 
conducting financial and valuation analysis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기타(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자, 관련 업계 
인턴 유경험자, 미국 대학생, 유학생, 교환학생 등 미국 거주 경험)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계리 부문 : 계리, 상품, RM 등 - 향후 채용이 예상되는 포지션입니다.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상경계열, 관련없음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 기업소개

셀레니언 자산운용은 2006년 미국에 설립되어 미국 SEC에 Investment Adviser로 등록된 Celenian Capital, LLC가 

100% 보유한 한국 자회사이며, 2020년 5월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셀레니언 자산운용은 주로 미국 상장회사 중 우량한 회사를 발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투자를 전략으로 하고 있으

며, 15년 이상 축적된 미국 시장 투자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직접 미국시장 전문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투자자들이 미국시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150여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금융그룹 메트라이프의 자회사로 1989년에 설립된 한국 현

지법인입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재무설계사(FSR) 조직을 활용한 개인영업 및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일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한 메트라

이프생명은 18년 연속 흑자라는 견실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혁신적인 보장 및 은퇴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건강과 자

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국내 최초 변액유니버셜보험 도입, 다양한 헬

스케어 서비스 제공,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프로젝트 등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국내 보험시

장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는 자회사 및 관계사를 포함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개인고

객 및 기업고객에게 보험상품을 비롯해 연금, 단체보험,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68년에 

설립된 메트라이프는 전세계 40여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미국, 일본, 남미 ,아시아, 유럽, 중동지역 등의 지역에서 시장

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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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비알이코리아㈜ 씨비알이코리아㈜
CBRE Korea CBRE Korea

국제금융관 10 국제금융관 10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99년

회사명(영문) CBRE Korea 홈페이지 www.cbrekorea.com

대표자명 임동수 연락처 02-2170-5800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350+명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 SC제일은행본점빌딩 19층

■ 채용정보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시설 관리 관련 Technician/ Engineer

학력 고졸 이상 근무지역 서울,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임차 대행 (Office Tenant Representation)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인턴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사회계열, 상경계열, 기타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기타(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우대)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상업용 부동산, 리테일 임대대행 (Retail Leasing/ Landlord Representation)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인턴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사회계열, 상경계열, 기타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기타(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우대)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고객사 시설 관리 (facilities management)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기업소개

CBRE Group은 Dallas에 본사를 두고 있는, Fortune 500와 S&P 500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업으로 연간 미화 238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CBRE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선도적인 시각과 대규모 글

로벌 네트워크 및 각 분야별 특화된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고객들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BRE Group의 현지 법인인 CBRE코리아는 1999년 한국에 창립하여 350명 이상의 부동산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풍부한 국내시장 경험 및 부동산 지식과 대규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 자산의 가치 및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고의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각 분야 부동산 전문가들이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및 심층적인 부동산 시장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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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비알이코리아㈜
CBRE Korea

국제금융관 10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상업용 부동산, 물류팀 leasing management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기타

우대조건 물류업계 관련 이해도가 있는 분 우대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AIG Korea Inc.

국제금융관 08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54년

회사명(영문) AIG Korea Inc. 홈페이지 www.aig.co.kr

대표자명 램지알버트투바시 연락처 02-2260-6745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370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Two IFC 27층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Early Career Program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인턴 경력여부 경력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기타(Insurance related license (Actuary, Claim Adjuster, 
Underwriting etc.))

■ 기업소개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954년 AIU 서울지점으로 한국에 진출한 첫 외국계 손해보험사로서, 차별화된 보험상품 및 

서비스와 혁신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난 60년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사업영역을 넓혀 왔

습니다.

한국시장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탁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상해, 화재, 해상, 특종보험을 개인 및 기

업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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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릭스캐피탈코리아㈜
ORIX Capital Korea corporation

국제금융관 09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2004년

회사명(영문) ORIX Capital Korea corporation 홈페이지 orix.co.kr

대표자명 정성윤 연락처 02-2050-6717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250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12, 13층

모집직무 기획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기획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경영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 기업소개

오릭스캐피탈코리아는 글로벌종합금융그룹 오릭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오토리스, 설비리스를 비롯하여 할부금융, 

기업금융,개인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열정으로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여러분의 힘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AIG Korea Inc.

국제금융관 08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Design Digital Lead Campaign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5,000만원~6,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기타(Insurance related license (Actuary, Claim Adjuster, 
Underwriting etc.))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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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상은행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China Construction Bank Seoul Branch

국제금융관 13국제금융관 14

■ 기업정보■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1993년

회사명(영문)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홈페이지 www.icbc.co.kr

대표자명 NIU JIAN JUN 연락처 02-3783-6743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서소문동) 1층, 16층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2004년

회사명(영문) China Construction Bank Seoul Branch 홈페이지 kr.ccb.com

대표자명 QUAN MIN 연락처 02-6730-3600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4 (을지로2가) 중국건설은행타워

모집직무 소매금융 텔러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개인고객 예금, 송금, 외환, 환전, 카드, 인터넷뱅킹 업무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금융 사무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 기업소개

1984년 1월 1일 중국공상은행 (ICBC)은 국유 상업은행으로 출범하였으며, 2005년 10월 주식제 상업은행인 중국공상

은행주식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주식제 전환 이후 2006년 10월 27일에는 홍콩과 상해에서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동시 

상장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에 힘입어 중국공상은행은 진정한 글로벌 리딩 뱅크로 도약했으며, 우량한 고객 기반, 다양한 업무 

포트폴리오, 강력한 혁신능력 및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7,111개 중국 내 네트워크와 45개국 422개 점

포로 이루어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세계 5.77억 개인고객 및 646만 기업고객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

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수익성과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공상은행은 2014년 영국(더 뱅커)지에서 '올해의 은행' 및 세계 1000대 은

행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1954년 중국인민건설은행을 전신으로 하여 설립된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은 중국의 4대 국영상업

은행 중 하나로 중국 내 14,000여 개의 영업점과 30여 개의 해외지사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입니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04년 2월 중국건설은행의 6번째 해외지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이

어오고 있으며, 무역금융, 지급보증, 채권투자, 기업여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는 중국계 은행 중 최초로 사옥을 매입해 명동으로 이전하였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현지화 경영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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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주식회사 서울지점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
BANK OF CHINA SEOUL BRANCHChina Everbright Bank Seoul Branch

국제금융관 11국제금융관 12

■ 기업정보■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1993년

회사명(영문)
BANK OF CHINA SEOUL 
BRANCH

홈페이지 www.bankofchina.com

대표자명 HUANG DE 연락처 02-399-6684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155명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서린동) 1,2,3층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2016년

회사명(영문)
China Everbright Bank Seoul 
Branch

홈페이지 www.cebbank.com

대표자명 송용 연락처 02-3788-3700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서린동) 23층

모집직무 Relationship Manager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The incumbent will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large corporate and financial institution clients in Korea.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기타(중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개인금융, 기업금융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대구,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사회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기업소개

중국은행은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은행으로, 1992년 한중수교 당일 한국에 중국은행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1994년 지점을 설립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8년 안산지점, 대구지점, 구로지점 3개 지점을 설립했습니다.

20여년간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발전은 중국개혁개방, 한중 경제 무역발전과 함께 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점차 중

국은행의 차별화된 발전 방식을 모색하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한국 진출 초기에 서울지점은 한중 수교 후의 경제 무역 

교류와 투자 수요에 따라 한국계 기업의 중국 수출관련 무역자금 지원과 공장 설립 투자 등을 추진하며, 성공적으로 한국 

본토 기업 업무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한국 대기업사의 협력 파트너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 한중 양국 개

인 국민들의 수요에 따라 해외송금 등 개인업무가 발전하며 개인금융업무 영역 또한 확대했습니다. 2011년 이후 서울지

점은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며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으며, 위안화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한국 본토, 한국계 기업의 중국 

투자와 한국계 기업의 글로벌 투자 시장을 모두 중시하며 업무의 규모와 이윤 성장의 균형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내 우수 외국계 은행의 대열에 오르며,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과 명성을 높이고 입지를 다졌습니다.

현재 서울지점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금융기관, 금융시장 등 각 업무 분야를 통해 한중 양국의 기업, 개인과 금융기관 고

객에게 전면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관련 업무, 중국계 기업의 한국 관련 업무 투자, 한국 역외 송금

업무, 한국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관련 업무 등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사회책임을 

다하여, 최고의 은행이 된다.”는 이념에 따라 한국 양국기업과 국민에게 편리하고 우수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국 

경제 금융 교류와 협력, 우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영업 개시한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은 본점의 '최고의 웰스매니지먼트 은행' 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한중 

양국 고객을 위하여 특화되고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점은 예금, 대출, 채권, 무역금

융, 국제결산, 자금외환업무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 6년 동안 서울지점의 업무는 빠르게 성장하였으

며, 내부통제와 준법경영에 충실하여 질 높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광대은행은 1992년에 설립되어 베이징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2021년 

영국 The Banker지(誌)가 발표한 ‘세계 1000대 은행’ 순위에서 32위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은행브랜드가치 500” 순위

에서 25위에 랭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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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어스인터내셔널코리아 컬리어스인터내셔널코리아
Colliers International Korea Colliers International Korea

국제금융관 01 국제금융관 0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캐나다 설립연도 1995년

회사명(영문) Colliers International Korea 홈페이지 www.colliers.com

대표자명 로버트윌킨슨 연락처 02-6325-1902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20명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신문로1가) 14층 컬리어스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Valuation & Advisory Specialis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Capital Markets and Investment Services Specialis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사회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Colliers is a leading global real estate services and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With operations in 

68 countries, our 14,000 enterprising people work collaboratively to provide expert advice and services to 

maximize the value of property for real estate occupiers, owners and investors. For more than 20 years, 

our experienced leadership team, owning more than 40% of our equity, have delivered industry-leading 

investment returns for shareholders. In 2018, corporate revenues were $2.8 billion ($3.3 billion including 

affiliates), with more than $26 billion of assets und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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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크레디아그리콜CIB
fubonhyundai lifeCredit Agricole CIB

국제금융관 07국제금융관 06

■ 기업정보■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대만 설립연도 2003년

회사명(영문) fubonhyundai life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대표자명 이재원 연락처 02-6940-5495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여의도동) 신송센터빌딩

모기업국가 프랑스 설립연도 1974년

회사명(영문) Credit Agricole CIB 홈페이지 www.ca-cib.com

대표자명 제랄드조지죠셉마리마스네 연락처 02-3700-9500

업종 국제금융관 직원수 97명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21층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보험상품 개발/개정 지원, 위험율 개발/개정 지원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계약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Operations (업무부) Trainee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계약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기업소개

Positive Energy!

푸본현대생명은 아시아 10여개 국가에 336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푸본그룹과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혁신적인 금융회

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투자하여 만든 생명보험회사입니다.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는 소매금융 

부문 프랑스 1위이며 자산규모 세계 10위인 크레디 아그리콜 그룹의 투자 은행 부문 자회사로, 임직원 13,000여명이 세

계 주요 35개국에 진출하여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점을 개설한 최초의 유럽

은행이며 프랑스 은행인 당행은 1974년 지점 개설 이후 국내 최고의 외국은행 중 하나로서 47여년을 국내외 기업 고객

의 특성과 니즈에 부응하는 첨단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의 기업과 함께 성장과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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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E LIFE CO., LTD
FIVE E LIFE CO., LTD

서비스·미디어업 10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2007년

회사명(영문) FIVE E LIFE CO., LTD 홈페이지 5e-life.com

대표자명 Oh Sil 연락처 +81-6-6974-0055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

주소 오사카 3-2-7, Higashi-Obase, Higashinari-ku, Osaka Japan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외식서비스 (한국신규사업 준비 및 고객서비스, 점포관리 및 운영 등)

학력 고졸 이상 근무지역 서울, 해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외식서비스 경험자 및 경력무관

우대조건 운전가능,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일본어),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화장품, 가공식품, 건강식품 등의 상품개발, 수출입, 도매, 소매,TV Shopping 및 외식서비스(신규사업) 2022년도에 한

국진출(외식서비스업) 계획을 추진중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Nestle Korea

서비스·미디어업 09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위스 설립연도 2014년

회사명(영문) Nestle Korea 홈페이지 www.nestle.co.kr

대표자명 카스텐퀴메 연락처 02-361-0054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0 (미근동) 10층

모집직무 Trainee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2022년 상반기 6~9개월 Trainee 모집 예정 (휴학생 선호)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인턴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

■ 기업소개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전 세계 190개 국가에서 2,000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며 400여 공장을 운영중

인 세계 최대의 식품 회사 스위스 네슬레사 (Nestlé S.A.)가 100%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주요 브랜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스타벅스 앳홈, 네스프레소, 킷캣, 네스퀵, 폴로, 거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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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코리아
LEGOLAND Korea Resort

서비스·미디어업 15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영국 설립연도 2012년

회사명(영문) LEGOLAND Korea Resort 홈페이지 www.legoland.kr

대표자명 Matthew Paul Jowett 연락처 033-254 -8778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80명

주소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길 128 (중도동) 레고랜드코리아 S&A 빌딩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IT Technician(3~6년) /  IT Help Desk(3년 이내)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강원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LEGOLAND® Korea Resort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2022년 봄 개장 예정인 한국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Family Destination입니다.

LEGO® 브릭으로 지어진 40여개의 놀이기구와 어트랙션, 쇼는 물론, 15,000개의 LEGO® 모델 전시 뿐만아니라 각기 

다른 LEGO® 테마의 154개 객실을 갖춘 LEGO® 호텔로 구성된 LEGOLAND® Korea Resort는 모든 방문객에게 매

일 경험해도 질리지 않을 최고의 ‘LEGO®’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Robert Walters Korea

서비스·미디어업 17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Korea 설립연도 1985년

회사명(영문) Robert Walters Korea 홈페이지 www.robertwalters.co.kr

대표자명 제레미마일즈샘슨 연락처 02-6454-7000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50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동관 21층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인재 채용이 필요한 고객사 발굴 및 기존 고객사와 긴밀한 관계 유지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로버트 월터스는 글로벌 인재 채용 컨설팅 회사 즉 서치펌입니다.

1985년 영국 런던에 설립되어, 현재 세계 31개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로버트 월터스는 혁신, 비전, 리더십을 

지향하는 기업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혁신적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기업 고객에게 인재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0년 서울에 설립된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제조, 소비재, 재무/회계, 인사, 정보 기술 등 산업 전반의 정규직 채용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빠른 성장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1 소비자추천 1

위 브랜드' - 글로벌 인재 채용 부문 2년 연속 대상, '2021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2020 소비자의 선택’ - 글로벌 채용 컨설팅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비롯한 정부 기관

상 및 주요 언론사 상 수상을 통해 글로벌 인재 채용 컨설팅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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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위에코리아호텔매니지먼트 뤼위에코리아호텔매니지먼트
Lvyue Korea Hotel Management Lvyue Korea Hotel Management

서비스·미디어업 22 서비스·미디어업 2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2018년

회사명(영문) LvYueKoreaHotelManagement 홈페이지 www.lvyuetravel.com

대표자명 쩌우루웅(Zhou Rong) 연락처 -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19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태평로1가) 8층 뤼위에코리아호텔매니지먼트(주)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Handle monthly financial account and monthly closing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상경계열, 기타

우대조건 제2외국어 가능, 기타(중국어 HSK 5급이상,컴퓨터 활용능력中이상)

■ 채용정보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호텔 프론트오피스 전반적인 업무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제주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사회계열, 기타

우대조건 제2외국어 가능, 기타(중국어 HSK4급이상,제주시 거주자 및 거주 가능자)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중문), 졸업증명서

■ 기업소개

“LvYue Group”은 2016년에 Ctrip Group, Qunar의 Zhang Qiang 사장이 최고경영자(CEO)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설

립되었고, 호텔경영, 정보기술, 조달 및 무역을 통합한 관광그룹 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2천여개의 호텔을 운영중이며, 5성급 호텔부터 리조트,펜션까지 다양합니다.

 LvYue Korea Hotel Management는 2018년 1월에 해외사업본부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현재 LvYue Korea Hotel Management에서 관리하는 호텔은 LvYue그룹 브랜드 중 하나인 Floral브랜드 이며, 아래와 

같이 총 2개 입니다.

ㆍLvYue Floral Hotel J.Dream (제주시 연동에 위치)

ㆍLvYue Floral Hotel Haema (제주시 연동에 위치)

앞으로 한국시장의 주요 관광지에 추가 오픈 운영 할 계획입니다.



76  77  

서
비

스
·미

디
어

서
비

스
·미

디
어

맨파워코리아 맨파워코리아
Manpower Korea Inc. Manpower Korea Inc.

서비스·미디어업 13 서비스·미디어업 13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99년

회사명(영문) Manpower Korea Inc. 홈페이지 manpower.co.kr

대표자명 문용기 연락처 02-6677-9900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350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9 (삼성동) 동신빌딩 7, 8, 9, 10, 11, 15층 맨파워코리아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리서처로서 컨설턴트의 업무지원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다양한 직종에서의 아르바이트, 인턴, 단기 경력 보유자 우대 (영업, 영업지원, 마케팅, 서비스업 등)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파견계약직원 Sourcing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유사 경력, 혹은 직종무관 customer facing 직무 경력 보유자 우대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도급운영, 위탁운영 사업 관리 (채용, 계약 등 전반적인 파견관리, 위탁운영 사업장 관리)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운전가능

■ 기업소개

맨파워코리아는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하나로 20년 이상의 국내경험과 우수한 글로벌시스템이 결합되어 

1999년 합작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100% 외국계 법인으로 거듭나 대한민국 유수 기업들에 선진

화된 H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헤드헌팅, 채용대행, 파견, 아웃소싱, 아웃플레이스먼트, HR컨설팅 등의 HR

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약 900여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 부산, 경기(수원, 이천), 중부(대전), 경북(대구), 경남(창원), 광주, 제주 9개 지사를 통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맨파워 지사들 간의 활발한 업무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외 Client 사업도 진행하

고 있습니다.  

맨파워코리아는 각 사업부문의 업종 전문화 및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사업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 4월 맨파워

그룹코리아를 분할 설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유통업종에 특화시킨 (주)맨파워로지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맨파워코리아는 People, Knowledge, Innovation이라는 비젼을 가지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산업의 최전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ㆍ2018년 한국 HR서비스산업협회 인증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3회 연속 선정

ㆍ2016년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우수기업 인증

ㆍ2016년 교육부장관 인증 우수근로장학기관 선정

ㆍ2014년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물류센터운영부분 고객만족 대상 

ㆍ2012년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생산/제조 부문 고객만족 대상

ㆍ2011년 코리아헤럴드지 “Best Brand’ 우수 Executive Search Firm 3년 연속 선정

ㆍ2009년 전자신문 ‘Hit Product-IT Recruitment’ 선정

ㆍ2008년 노동부 인증 ‘근로자 파견 우수기업’ 선정

ㆍ2005년 100% 미국지분 전환

ㆍ1999년 ㈜맨파워코리아 합작법인 설립

ㆍ1999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서울청. 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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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믹스
MIXX Inc.

서비스·미디어업 07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페인 설립연도 2012년

회사명(영문) MIXX Inc. 홈페이지 www.mixx.co.kr

대표자명 BRUNO REQUENA FERNANDEZ 연락처 070-867-6646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2 (논현동) 737호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Communication manager (Internal + B2B + B2G)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무관

정규직 여부 계약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사회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기업소개

사업개발 및 전략 컨설팅 분야의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니즈에 적

합한 선진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며 새로운 관점과 방식을 디자인합니다.

폭넓은 미디어 네트워킹과 메이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전략적 제휴, 체계적인 사업설계시스템을 보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며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브랜드전략, 각종 컨텐츠개발 및 마케팅 서비스, 플랫폼 신사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맨파워코리아
Manpower Korea Inc.

서비스·미디어업 13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Maximize business with existing clients.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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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라인브이에프엑스코리아
Scanline VFX Korea

서비스·미디어업 23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캐나다 설립연도 2019년

회사명(영문) Scanline VFX Korea 홈페이지 scanlinevfx.com

대표자명 스테판트로얀스키 연락처 070-4731-5050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상암동) 904호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IT/Systems Admin | IT/시스템 어드민 : 네트워크/서버/Render 트러블슈팅 및 유지보수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기업소개

스캔라인 VFX는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VFX 스튜디오로서 벤쿠버, 몬트리올, 로스앤젤레스, 런던, 서울, 뮌헨 및 슈

투트가르트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며 최근에 참여한 작품으로는 프리 가이(Free Guy),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Shang-Chi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 이터널즈 (Eternals), 블랙 위도우(Black Widow), 수어사이드 스쿼드 (The 

Suicide Squad), 더 네버스(The Nevers), 섀도우 앤 본 (Shadow and Bone), 리지 이야기(Lisey’s Story), 레미니선

스(Reminiscence)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제작 단계인 흥미진진한 작품들 중 몇 개는 더 배트맨 (The Batman), 문폴(Moonfall), 기묘한 이야기 시즌 

4(Stranger Things S4) 등이 있으며, 곧 공개할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혁신적이고 협동적인 스캔라인 팀에 들어오셔서, 온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재들과 함께 당신 커리어 사상 최고의 작품들

에 도전해보세요.

주식회사 믹스
MIXX Inc.

서비스·미디어업 07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A person who holds a bachelor's degree and has performed investment review 
business (excluding loan review) at an institution subject to inspection (excluding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ial companies) or foreign companies (including 
affiliates and branches) that perform business equivalent to the busi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start-up investment companies.

학력 석사 이상 근무지역 무관

정규직 여부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기타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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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스캔라인브이에프엑스 코리아
SINOTRANS KOREA SHIPPING CO., LTD.Scanline VFX Korea

서비스·미디어업 19서비스·미디어업 23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1994년

회사명(영문)
SINOTRANS KOREA SHIPPING 
CO., LTD.

홈페이지 www.sinotrans.co.kr

대표자명 쑨웨이 (SUN WEI) 연락처 02-3788-8200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47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6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5층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포워딩 사업부문 팀원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기타(중국어 회화 가능자)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2D Pipeline TD | 2D 파이프라인 TD
 : 2D 파이프라인 개발 및 유지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3D Maya/Max Pipeline Developer | 3디 마야/맥스 파이프라인 개발자 : 마야/맥스 워크플
로우 트러블슈팅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예체능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

■ 기업소개

ㆍ중국 초상국 그룹 산하 SINOTRANS 물류그룹 한국 지사

ㆍSINOTRANS GROUP 전세계 물류 포워더 중 RANKING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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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코코리아 아데코코리아
Adecco Korea Adecco Korea

서비스·미디어업 24 서비스·미디어업 24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위스 설립연도 1999년

회사명(영문) Adecco Korea 홈페이지 www.adecco.co.kr

대표자명 브라이언 루로 연락처 02-6200-9700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2,000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잠실동) 5층

모집직무 컨설팅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Key Account Consultan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

모집직무 컨설팅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Recruitment Consultan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부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Sales Consultan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Head of Finance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아데코코리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No1. HR solution 기업 아데코그룹의 한국지사로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아데코코리아는 헤드헌팅, 인재파견, 아웃소싱 서비스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및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세분화된 업무 영역으로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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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앙스코리아 아지앙스코리아
Asiance Korea Asiance Korea

서비스·미디어업 20 서비스·미디어업 20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프랑스 설립연도 2004년

회사명(영문) Asiance Korea 홈페이지 www.asiance.com

대표자명 Olivier Mouroux 연락처 02-775-0764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3 (정동) 신아기념관 4층, 아지앙스 코리아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UX Project Manager, UI 설계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신규 프로젝트 설계, 새로운 개발 툴과 인프라 구축 및 설정, 웹사이트 설계 및 개발, 
신규/기존 프로젝트 관리, 기술 문제 식별/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해결책 개발, 시스템 보호, 
웹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참여 및 컨설팅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마케팅 광고/분석, 마케팅 기획, 소셜미디어 광고, 키워드 광고, 온라인 마케팅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인턴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아지앙스, 아시아 최초의 브랜드테크 파트너.

브랜드테크는 서울과 도쿄에 본사를 둔 디지털 에이전시의 진보된 모델입니다.

기술과 창의성을 융합하여 엔드 투 엔드의 여정을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 및 체험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디지털 마케팅 산업에서 16년 동안 경험을 쌓았으며 350개 이상의 고객사와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 세계적인 브랜드와 손잡고 디지털 세계에서 최고의 잠재력과 가치를 이끌어내고 세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기업으로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총 4개의 언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언어 및 문화적 전문성은 의사소통의 문제 없이 아름다운 작품을 전달 드릴 수 있다는 아지앙스의 능력을 통해 고객에게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우리의 전문지식과 통찰력을 통해 글로벌 고객들의 본사 및 현지 지점과 효과

적으로 소통하며 목표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지앙스는 45개 이상의 상을 받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다문화 팀으로 구성되어 전세계 고객과 파트너들

을 위해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아지앙스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디지털 전문가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시아의 디

지털 환경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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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알넷원 주식회사
HRnet One Inc.

서비스·미디어업 05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싱가포르 설립연도 2011년

회사명(영문) HRnet One Inc. 홈페이지 www.hrnetone.com

대표자명 Angela Kwak 연락처 02-6030-8108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10명

주소
26, Eulji-ro 5-gil, Jung-gu, Seoul  (Suha-dong) 22nd Floor, Mirae Asset Center 1, 
East Tower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10명

상세직무내용
consultant (헤드헌팅)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인턴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Headquartered in Singapore where it was founded in 1992, HRnet One has teams specializing in a wide 

spectrum of industries. In HRnet One Seoul, we specialize in Healthcare & Life science, Ecommerce, 

Consumer, Information Technology, along with functional practices in HR, Finance & Accounting. Over the 

last 20 years, we have become one of the fastest growing search firm in the region, consisting of more 

than 1,500 consultants today across Hong Kong, Beijing, Guangzhou, Shenzhen, Shanghai, Seoul, Tokyo, 

Taipei, Kuala Lumpur, Bangkok, Jakarta and Singapore.

엔지엘 코리아 주식회사
NGL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18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19년

회사명(영문) NGL Korea LTD 홈페이지 ngltrans.com

대표자명 노상일 연락처 02-3497-1032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5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염곡동) 외국인투자기업 7층 707호

모집직무 무역·유통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Operation Specialis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물류전공

우대조건 영어 능통, 기타(MS office)

■ 기업소개

NGL Transportation은 2006년 창사 이래 미국 전역 물류 서비스전문업체로 자리를 매김하고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시

장을 향해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물 운송, 입고, 보관, 환적 및 eCommerce, VAS, 역물류를 포함한 포괄적인 유

통 서비스가 필요한 글로벌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AZ, CA, TX와 GA에 자체 물류거점에서 총 13에이커 컨테이너 야드와 13만 SQF의 창고와 함께 220대 이상

의 트럭과 600대 이상의 Chassis를 이용하여 미국 전역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고속성장과 동시에 Apple, Amazon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 첨단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번 사세 확장으로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지원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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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엘 코리아 주식회사
NGL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18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E-commerce Specialis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인문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영문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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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UPS Korea

서비스·미디어업 25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50년 이전

회사명(영문) UPS Korea 홈페이지 www.ups.com

대표자명 김도영 연락처 02-2022-1007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약 570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94-3 (문래동3가) 한영빌딩 (UPS Korea 본사)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2명

상세직무내용
Hub Operations  상하역 및 분류 작업자 (계약직)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인천

정규직 여부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

모집직무 무역·유통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물류부  Distribution Sr Ops Assistant (정규직)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UPS는 2020년 84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세계 최대 특송 회사 중 하나로, 22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광범위한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4만 명 이상의 UPS 직원들은 ‘고객을 우선하기, 직원들을 이끌기, 혁신을 

주도하기’라는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실행되는 전략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며, UPS는 환경을 보호하고 전 세계의 지역사

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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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UNIONE COMMUNICATIONS CO.,LTD.

서비스·미디어업 1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2000년

회사명(영문)
UNIONE COMMUNICATIONS 
CO.,LTD.

홈페이지 www.unione.co.kr

대표자명 조현일 연락처 02-550-2500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70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42 (서초동) 유니원빌딩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프로모션기획, PR마케팅 / 전시 및 컨벤션 기획 등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 기업소개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은 MICE사업, 프로모션사업, e-마케팅사업, 미디어사업 등 전문영역별로 최상의 서비스를 창

출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MICE & Promotion 기업입니다.

마케팅 기업으로 전문성을 배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유니원은 1997년 이벤트 프로모션 전문기업 시

작해 지난 20여년간 유니원은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 MICE & Promotion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하여 왔고, 이를 통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비젼코리아
ISRA VISION Korea

서비스·미디어업 1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웨덴 설립연도 2000년

회사명(영문) ISRA VISION Korea 홈페이지 www.isravision.com

대표자명 정중헌 연락처 031-8069-7300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33명

주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포일동) B동 3층 301호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Field Application Engineer (Automotive/Metal/Advanced Material) : 
제품 설치, 고객사 현장 기술지원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전국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기업소개

독일의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에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ISRA는 이제 머신비전 솔루션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30년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인 저희 ISRA는 현재 전 세계 25개 현장

에서 약 8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ISRA의 핵심적인 역량은 지능형 머신 비전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ISRA-BrainWARE®에 집결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10,000건 이상의 성공적인 표면 검사와 3D 머신비전 설치가 기술 리더로서의 ISRA의 입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ISRA의 혁신적인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의 고객이 요구하는 더 많은 품질과 공정의 

요구사항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 ISRA는 지난 2020년 6월, 스웨덴 기업 아트라스콥코 그룹의 일원이 되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쌓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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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비젼코리아
ISRA VISION Korea

서비스·미디어업 11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Pre-Sales : 샘플 테스트, 고객사 제안서 전달, 어플리케이션 관련 고객 교육 진행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인터내셔날에스오에스코리아
International SOS Korea

서비스·미디어업 2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싱가포르 설립연도 1992년

회사명(영문) International SOS Korea 홈페이지 www.internationalsos.com

대표자명 MARKALANATTAWAY 연락처 02-3140-1904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65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잠실동) 15층 (애플타워)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Near Patient Nurse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대구

정규직 여부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의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

■ 기업소개

인터내셔날SOS는 전 세계 파견자 안전 지원 전문기업으로 기업 및 기관 직원들의 안전한 해외 근무를 위해 파견 준비 단

계를 포함해 파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및 보안 이슈에 대한 최적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85년 설립돼 런던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90개국, 1000개 지역에서 1400명의 의사와 200명의 

보안 전문가를 포함한 1만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연중무휴인 26개의 지원 

센터와 77개 클리닉도 운영합니다. 직원의 안전한 해외 근무를 위해 △출국 전 사전 준비 단계 △파견 중 정보·조언 제공 

△응급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등 포괄적인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과 조직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

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내셔날SOS는 2011년 소말리아에서 석해균 선장을 무사히 한국으로 후송했고 스리랑카 낙뢰 사고로 숨진 단원의 

유해송환 및 환자 이송도 무사히 완수하였습니다. 리비아 및 이집트 내 대규모 유혈 사태, 일본 지진 및 쓰나미 등 긴급 

보안 상황 발생 시 직원들을 인접국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다국적 기업, 정부, NGO 등의 고객사가 ‘안전배려의무

(Duty of Care)’를 실현하면서 사업 탄력성, 사업 연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안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비롯해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의 87%, 500대 기업의 66%를 포함한 1만

1000여개가 넘는 회원사들이 인터내셔날SO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딴 지역, 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직

원들이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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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링크코리아
Intralink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16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영국 설립연도 1990년

회사명(영문) Intralink Korea Ltd 홈페이지 www.intralinkgroup.com

대표자명 Jonathan Cleave 연락처 070-4322-1927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20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4층

■ 채용정보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Business consulting service for clients including desk research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계약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기타(English (IELTS overall 8.0+ is mandatory), Korean 
(TOPIK level 6 is required), Relevant professional experience is preferred but not 
essential.)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Intralink is an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consultancy with a deep specialism in East Asia. Our 
mission is to make companies growth in overseas markets fast, easy and cost effective. 
We enable Western companies to expand in Asia, and Asian companies in the West. We do this with 70 
multilingual employees, a 30-year track record and offices in London, Silicon Valley, Boston, Shanghai, 
Tokyo, Seoul and Taipei, by providing the in-country expertise to identify a company’s market opportunity, 
secure sales and drive its business growth. Our teams are immersed in the business practices, cultures 
and customs of their local markets. We are different from other consultancies as we do not just develop 
market expansion strategies for our clients - we play a hands-on role in building their businesses.
Since 1990, Intralink has undertaken over 500 projects in China, Japan, Korea and Taiwan for its European 
and American clients. These range from short-term market assessment and supplier benchmark 
assignments, to long-term market entry and business development initiatives. Intralink has successfully 
concluded supply contracts and licence agreements worth many millions of dollars, identified and qualified 
partners for distribution and joint venture deals, and overseen major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and 
infrastructure projects in Asia. Please find some of our success stories on our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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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Yingke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서비스·미디어업 06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2019년

회사명(영문)
Yingke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홈페이지 yingkekorea.com

대표자명 축취영 연락처 -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8 (충정로3가) 종근당빌딩 9층 901호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법률 사무보조, 통번역, 사무실 행정 및 홍보 등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인문계열

우대조건 중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 기업소개

잉커로펌 한국지사는 2019년 11월 15일에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잉커 본부에서 ‘전세계 1시간 법률 서비스권’ 건설을 

제안한 후 ‘직접투자, 직접관리’ 방식을 채택하여 설립된 첫 해외 지사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축취영 변호사는 한국 법무

법인 광장 베이징 대표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중국 고객의 요구 및 업무 유형별 수요에 맞게 최적화되고 가장 우수

한 품질의 한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잉커로펌 내 각 지사 및 해외 컨소시엄이 한국 로펌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

록 지원해드립니다.

잉커로펌 한국지사는 한국 사법 부문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중국 사법 부서에 등기한 중국 로펌의 지사 기구이며, 잉

커 로펌 전세계 각지의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매개 업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각지 한국 관련 변호사와의 협력을 강화

하고, 한국 고객의 수요에 따라 한국 고객에게 고효율, 고품질 및 편리한 중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잉커로펌 한국지사는 규모화, 전문화, 브랜드화, 국제화의 발전 이념에 따라 강대한 국제 자원 우세와 집단화 발전 우세

를 토대로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과 고효율의 글로벌 원스톱 금융 상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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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Korea Co., Ltd.

서비스·미디어업 08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2004년

회사명(영문)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Korea Co., Ltd.

홈페이지 www.ccickorea.com

대표자명 YU KAIGUO 연락처 02-6393-5800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100명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상암동) 21층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중국 인증 시험 컨설팅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완구 등)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CCICKOREA 자사양식 중문이력서

■ 기업소개

중국검험인증그룹(CCIC)은 중국정부기관으로 중국공상총국에 등록된 '검사·감정·인증·시험'을 담당하는 중국 유일의 검

사인증기관입니다.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CCIC KOREA)는 중국검험인증그룹(CCIC)의 해외 핵심 독립법인으로, 2004년 중국

질량인증센터(CQC) 한국지사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2007년 3월 14일 중국검험인증그룹(CCIC)와 합병하면서 CCIC 

KOREA로 명칭이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인증, 검사는 물론 수출컨설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현재 3,500여 한국기업에 인증, 검사 및 

수출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수출 확대와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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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에이코리아주식회사
GEA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0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독일 설립연도 1990년

회사명(영문) GEA KOREA Ltd. 홈페이지 www.gea.com

대표자명 전석배 연락처 02-514-0291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서초동) 6층 지이에이코리아

모집직무 무역·유통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Service order handling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GEA Korea는 GEA의 한국 지사입니다.

 국내 수많은 굴지의 식품 · 음료 · 낙농 · 유가공 · 제약 · 화학 · 조선 · 정유 · 발전 등 다양한 회사에 GEA 설비를 단위 설

비 또는 턴키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기업들에 설비를 공급한 Reference로 축적된 기술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설비를 제공합니다. 

Installation, Commissioning, Spare Parts, Corrective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Upgrades  / 

Modrenization / Optimization, Predictivce Maintenance, Factory-rebuilt, Performance Contracts, On-site 

Project Support, Service Software Products, GEA의 시장을 선두하는 최첨단 기술력과 함께 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

각하는 Service를 제공합니다.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geakr/2214688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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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메드 바캉스
Club Med Vacances

서비스·미디어업 0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1992년

회사명(영문) Club Med Vacances 홈페이지 clubmed.co.kr

대표자명 마크-안드레 르투르노 연락처 -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서울사무소 - 20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5층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해외 리조트 상주(Front Desk, Excursion, Bar, Mini Club)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해외

정규직 여부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기타(포지션 관련 혹은 서비스 경험자)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클럽메드는 글로벌 리조트 기업으로, 오늘 날까지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 70여 

개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럽메드 리조트의 큰 특징은 바로 차별화된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리조트 최초로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를 제공한 클럽메드는 교통편, 식사, 숙박이 포함된 기본적인 올-인클루시브

를 뛰어넘어 스포츠 액티비티, 아이들을 위한 키즈클럽, 무제한 음료 및 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메

드에서는 매일 밤 가족같고 친구같은 휴가의 동반자 G.O(Gentle Organizer, 리조트 상주 직원)가 선사하는 다채로운 공

연과 칵테일 파티가 함께 하는 나이트 엔터테인먼트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

다.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TÜV SÜD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03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독일 설립연도 1992년

회사명(영문) TÜV SÜD Korea Ltd. 홈페이지 www.tuvsud.com

대표자명 서정욱 연락처 02-3215-1104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143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Two IFC 29층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Rail & Automation Functional Safety Engineer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기업소개

TÜV SÜD 그룹은 새로운 기술의 불확실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인간과 환경,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866년 독일에 설립된 

선도적인 기술 서비스 기업입니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000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24,000명의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

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술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TÜV SÜD Korea 는 1992년 한국 진출 이후 전기·전자, 의료기기, IT, 자동차, 철도, 발전소, 기능안전, 중대형 배터리, 신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 인증, 검사, 교육 등의 종합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ÜV 

SÜD Korea 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현재 서울 여의도, 부산 2개 사무소와 구로, 수원에 2개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회사 소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도 모르는 TUV에 관해: http://tuv-sud.blog.me/220607794911

TÜV SÜD Korea 소개: http://tuv-sud.blog.me/220628671799

사무소 위치 : https://www.tuv-sud.kr/kr-kr/about-tuev-sued/tuev-sued-in-korea/locations

웹사이트 : www.tuvsud.com/ko-kr

블로그 : http://tuv-sud.blog.me

페이스북 : www.facebook.com/tuvsu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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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TÜV SÜD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03

■ 채용정보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Junior Industrial Machinery Engineer (Busan)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부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Mobility Functional Safety Engineer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Automated Driving Mobility Engineer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TÜV SÜD Korea Ltd.

서비스·미디어업 03

■ 채용정보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Automation Functional Safety Engineer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Machinery Certification Engineer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부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Coordinator (Medical Device field)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사회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영문 Cover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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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솔켈리 코리아
PERSOLKELLY Korea

서비스·미디어업 14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싱가포르 설립연도 2008년

회사명(영문) PERSOLKELLY Korea 홈페이지 www.persolkelly.kr

대표자명 전유미 연락처 02-760-8800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태평로1가) 15층  PERSOLKELLY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Deal with the requisition process; creating job postings; posting job vacancies on 
job websites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계약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기업 채용 프로세스 suppor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계약직, 인턴,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기업소개

PERSOLKELLY는 고객에게 포괄적인 END-TO-END 인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채용 기업

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16년 설립되었으며, Kelly Services와 PERSOL Holdings 계열사가 합작한 

회사입니다. 현재 PERSOLKELLY는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

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3개의 시장에 걸쳐 45개 이상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ERSOLKELLY의 더 많은 정

보를 원하신다면, www.persolkelly.com을 방문해 주세요.

퍼솔켈리 코리아
PERSOLKELLY Korea

서비스·미디어업 14

■ 채용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신규 고객 사 발굴을 위한 기업체 정보 파악 및 분석을 통한 타깃기업 선정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인턴,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HR 컨설팅 업무 (직급제, 임금제, 직무수준, 보상 평가 등)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계약직, 인턴,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Supports marketing operations by compiling, formatting, and reporting information 
and materials.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인턴,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예체능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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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라오코리아
HAIDILAOKOREA CO., LTD.

서비스·미디어업 04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싱가포르 설립연도 2014년

회사명(영문) HAIDILAOKOREA CO., LTD. 홈페이지 www.facebook.com/HaidilaoKorea

대표자명 슈핑 연락처 02-6261-8261

업종 서비스·미디어 직원수 250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70 (영등포동1가) 2층

■ 기업소개

1994년에 설립한 하이라오(Hai Di Lao Hot Pot)는 중국 사천식 훠궈를 중심으로 중국 각지의 훠궈 특색을 융함하여 경영

하는 중국 최고의 프랜차이즈입니다. 하이디라오는 중국내, 홍콩, 대만 등 100개 이상의 도시와 싱가폴, 미국, 호주, 한국, 

일본 등 해외 지점에 500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디라오는 다년간의 시장경험과 손님의 검증으로, 사천훠궈의 특색을 갖춘 신뢰도 높은 우수한 훠궈브랜드로 자리잡았

습니다. <중국 사천성, 산시성, 하남성 등에서 "선진기업" "소비자만족기업" "우수훠궈"상 등 10가지 이상의 수상경력>

창의성과 특색 있는 서비스로 [5성급]훠궈 레스토랑으로 인정되었으며, 3년 연속 "중국요식배강기업"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이디라오는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더불어 식품품질의 향상을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의 고객들

에게 즐거운 식사 분위기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 음식, 영양, 기술, 보관, 관리 등 각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직원이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

■ 채용정보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점포관리(홀서비스) : 고객안내/캐셔/예약관리/주문서포트/소스바정리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부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제2외국어 가능, 기타(훠궈요리를 사랑하는 분)

하이디라오코리아
HAIDILAOKOREA CO., LTD.

서비스·미디어업 04

■ 채용정보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주방관리(주방보조) : 테이블정리/식기세척/야채손질/플레이팅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부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2,500만원~3,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훠궈요리를 사랑하는 분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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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헬스케어코리아
GE Healthcare Korea

의료·제약업 04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84년

회사명(영문) GE Healthcare Korea 홈페이지 www.gehealthcare.com

대표자명 김은미 연락처 -

업종 의료·제약 직원수 350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5가) 15층

모집직무 수시채용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https://www.peoplenjob.com/jobs?field=jobs.company_display_
name&q=GE+Healthcare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계약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GE Healthcare]GE Healthcare는 수많은 세계 최초 기술을 선보인 혁신 기업입니다. 최초의 X선 투시 촬영법(1896

년), 최초의 CT 스캔(1978년), 최초의 MRI(1983년), 최초의 소형 초음파(2009년) 등 GE의 영상의료 기술은 100년 이

상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GE Healthcare는 정밀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 환자 편의를 위한 디지털 환경, 병원 운영의 최적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Major 의료기기 회사를 넘어 다시 GE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GE Reports Korea : http://www.gereports.kr/

공식Blog : https://blog.naver.com/gekorea2010

GE Korea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EKorea

GE Korea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GEKorea

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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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젠
Palogen

의료·제약업 03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19년

회사명(영문) Palogen 홈페이지 www.palogen.com

대표자명 한경준 연락처 02-3497-1707

업종 의료·제약 직원수 8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염곡동) 711호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10명

상세직무내용
체외진단센서, Microfuidic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석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 기업소개

디지털헬스바이오유전체진단플랫폼, 체외진단의료기기(Cancer, Covid-19) 실시간 진단기기 개발 및 제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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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Prestigebiologics

의료·제약업 0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싱가포르 설립연도 2015년

회사명(영문) Prestigebiologics 홈페이지 www.prestigebiologics.com

대표자명 양재영 연락처 043-232-1552

업종 의료·제약 직원수 170명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7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백신생산팀/백신QC팀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충북

정규직 여부 정규직, 인턴,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 기업소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CDMO로서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공정을 개

발, 생산 및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GMP인증 바이오의약품 제조 시설을 갖추고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 PRESTIGE BIOPHARMA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공정 개발, 제조 기술은 우수한 품질의 항체의약품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하

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
료

·제
약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코리아
Prestige Biopharma Korea

의료·제약업 0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싱가포르 설립연도 2021년

회사명(영문) Prestige Biopharma Korea 홈페이지 www.prestigebiopharma.com

대표자명 TAY LAI WAT 연락처 051-206-0104

업종 의료·제약 직원수 -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 (명지동) 11층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핵산 관련 연구 또는 항체 관련 연구 경험자

학력 석사 이상 근무지역 부산, 충북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자연계열, 의약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 기업소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PBP)는 2015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강한 존재감과 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

벌 제약회사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생물의약품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Innovative Discovery Center(IDC)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선도수준의 

연구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IDC에서는 기존 항체 치료제의 안정성과 효능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암, 면역질환, 감염성질환 등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의 항체 및 RNA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PBP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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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 코리아
ABB Korea

제조·생산·R&D 04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위스 설립연도 1988년

회사명(영문) ABB Korea 홈페이지 new.abb.com

대표자명 최준호 연락처 1588-9907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약 500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삼성동) 9층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Performing service tasks like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of equipment, 
identifying technical problems, making analysis through remote or on-site activity in 
different service categories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routine maintenance, 
extensions, replacements etc.)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ABB는 선도적인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사회와 산업의 변혁을 활성화하

고 있습니다. ABB는 소프트웨어를 전기화, 로보틱스, 자동화, 모션 포트폴리오에 연결함으로써 기술의 경계를 넓혀 성

과를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130년이 넘는 우수한 역사와 함께, 100여 개 국에서 105,000명의 유능한 직원들이 ABB의 

성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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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전선
Kukdong Electric Wire

제조·생산·R&D 27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프랑스 설립연도 1969년

회사명(영문) Kukdong Electric Wire 홈페이지 www.nexans.com

대표자명 니꼴라 로랑 무땅 연락처 043-530-2117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극동전선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Sales (국내영업, 해외영업, 영업관리)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Industrial (생산, 생산관리, 품질경영, 설비, 기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충북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기업소개

NEXANS ELECTRIFY THE FUTURE!

넥상스는 전세계 34개의 국가에 26,000명의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전문 기업입니다.

2020년 글로벌 매출은 약 57억 유로이며 통신,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플랜트, 석유화학, 자동차, 에너지 네트워크, 철

도, 빌딩에 이르는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한 제품군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Nexans in Korea는 넥상스코리아, 극동전선, 넥상스대영 3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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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전선
Kukdong Electric Wire

제조·생산·R&D 27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Finance (회계, Controlling)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모집직무 인턴십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2022 인턴 모집 (인턴 지원시 하단의 직무 중 희망 직무 기재)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충북

정규직 여부 인턴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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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에너지유한회사
Narada Energy Co., Ltd

제조·생산·R&D 25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중국 설립연도 1994년

회사명(영문) Narada Energy Co., Ltd 홈페이지 en.naradapower.com

대표자명 PIAO SONGZHE 연락처 02-6959-5888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중국 본사 및 해외법인, 
지사 포함 약 8,000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 서관 1035호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ESS 셀, 모듈, 랙, 컨테이너솔루션 영업 및 기술지원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기타(영어 및 중국어 능통자 우대)

■ 채용정보

모집직무 기술지원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일본시장 ESS 셀, 모듈, 랙, 컨테이너솔루션 영업 및 현장 기술지원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제2외국어 가능, 기타(영어 및 중국어 능통자 우대)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Narada는 1994년 설립, 2010년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ESS, UPS, 모빌리티 배터리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을 위해 2020년 10월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에 발을 내딛고 있습

니다. 이미 158개국 및 지역에 프로젝트 진행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8,000명 이상의 우수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

습니다. 

현재 한국 내 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초기 단

계인만큼 글로벌 회사와 함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20  121  

제
조

·생
산

·R
&

D

넥상스코리아
Nexans Korea

제조·생산·R&D 28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프랑스 설립연도 1960년

회사명(영문) Nexans Korea 홈페이지 www.nexans.com

대표자명 니꼴라 로랑 무땅 연락처 043-270-025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넥상스코리아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Sales (국내영업, 해외영업, 영업관리)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Finance (회계, Controlling)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 기업소개

NEXANS ELECTRIFY THE FUTURE!

넥상스는 전세계 34개의 국가에 26,000명의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전문 기업입니다.

2020년 글로벌 매출은 약 57억 유로이며 통신,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플랜트, 석유화학, 자동차, 에너지 네트워크, 철

도, 빌딩에 이르는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한 제품군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Nexans in Korea는 넥상스코리아, 극동전선, 넥상스대영 3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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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상스코리아
Nexans Korea

제조·생산·R&D 28

■ 채용정보

모집직무 인턴십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2022 인턴 모집 (인턴 지원시 하단의 직군 중 희망 직군 기재)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충북

정규직 여부 인턴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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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컨버젼코리아 주식회사
LIGHT CONVERSION KOREA

제조·생산·R&D 29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리투아니아 설립연도 1994년

회사명(영문) LIGHT CONVERSION KOREA 홈페이지 www.lightcon.com

대표자명 서정식 연락처 042-368-101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20호(관평동, 한신에스메카)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2명

상세직무내용 Femtosecond Laser Engineer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대전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증명서

■ 기업소개

LIGHT CONVERSION, founded in 1994 with roots at the Vilnius University Laser Research Center, is a 

pioneer in femtosecond optical parametric amplifiers (OPAs) and Yb-based femtosecond laser sources. 

Currently, it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manufacturers of femtosecond lasers.

With proven competence in laser design and manufacturing, state-of-the-art R&D facilities, and close 

ties to research programs, LIGHT CONVERSION offers unique solutions for today’s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challenges. The reliability of our femtosecond lasers has been proven by hundreds of systems 

operating 24/7 for more than 10 years in the industrial market. Using our knowledge, experience, and 

highly motivated professional team, we focus on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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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프오토메이션 주식회사
Beckhoff Automation Co., Ltd.

제조·생산·R&D 30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독일 설립연도 1991년

회사명(영문) Beckhoff Automation Co., Ltd. 홈페이지 www.beckhoff.com

대표자명 유기석 연락처 02-2107-3242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34명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3차 12층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내부회계관리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제품소개 및 홍보, 세미나, 전시회 등을 통한 판매 활성화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사회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기업소개

Beckhoff는 PC 기반 제어 기술을 사용하여 개방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 당사의 제품 스

펙트럼은 산업용 PC, I/O 및 필드버스 부품, 드라이브 기술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품 시리즈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별 구성 요소로 사용하거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제어 시스템으로 일괄적 기능을 할 수 있

습니다. 우리의 New Automation Technology 철학은 CNC 머신 툴부터 지능형 빌딩 자동화 시스템에 이르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및 개방형 제어 및 자동화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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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프오토메이션 주식회사
Beckhoff Automation Co., Ltd.

제조·생산·R&D 30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Beckhoff 제품을 통한 기술영업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엔지니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Automation Engineering, 자동화 제어 엔지니어링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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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제이
Very J Inc.

제조·생산·R&D 3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09년

회사명(영문) Very J Inc. 홈페이지 www.veryjusa.com

대표자명 JUNGHWA KIM 연락처 213-622-0088 ext 131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45명

주소 Vernon, CA 90058 1820 E 41st St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제조, 도매회사에서 경리, 생산, 디자이너를 우선 모집하여 미주 회사와 중국 공장으로 출장및 견
학하고 강원도 회사가 셋업이 되면 본격적으로 생산 직원들을 모집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강원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기타

우대조건 운전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VERY J, INC 는 캘리포니아 감성을 담은 캐주얼한 여성의류 브랜드로, 2009년 VERY J 라는 메인 브랜드로 설립되어 

패스트 패션 도매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VERY J는 지난 10여 년간 변함 없이 세계 각국으로 최고의 제품과 경험을 제공

하며, 각 팀들의 끊임 없는 시도와 도전을 통해 미국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패션 디스트릭에서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주)베리제이코리아는 20-3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여성 캐주얼, 홈 웨어, 요가복 등을 자체적으

로 디자인·생산·판매하는 패션 브랜드이다. 한국 소비자층의 패션 취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디자인

을 기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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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코리아
Boeing Korea

제조·생산·R&D 1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00년

회사명(영문) Boeing Korea 홈페이지 jobs.boeing.com

대표자명 에릭 그랜트 존 연락처 hrkorea@exchange.boeing.com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24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태평로1가) 16층 보잉 코리아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Software Engineers (Embedded / Cloud / Application / RTOS / Framework / Model 
based engineering)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Boeing is the world's largest aerospace company and leading manufacturer of commercial airplanes and 

defense, space and security systems. Our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goes back more than 60 

years, and we have continuously developed partnerships with Korea in the commercial aviation market and 

military sector.

We can offer you many career paths in fields such as engineering, aircraft assembly, communications 

systems, maintenance and defense equipment, and manufacture and supply of aerostructure components. 

Join Boeing, and you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and supporting a growing avi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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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생산·R&D 23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96년

회사명(영문) SUNIN CO.,LTD 홈페이지 www.ppang.biz

대표자명 이효구 연락처 031-284-950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200명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23-22 (주)선인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식품 및 원료 기술영업 (제품 지식을 기반으로 한 영업, 제반 교육이 병행됨)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인턴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자연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기업소개

식품전문회사로서 베이커리 원료 및 다양한 식품원료를 제조로 국내 판매 및 세계 20개국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용인 기흥업무시설과 물류센터, 밀양공장 & 물류센터, 담양공장 & 물류센터, 아산공장, 동탄 물류전문센터, 대국 구미물

류전문센터(건축예정)에 위치하고 있으면, 2017년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로 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상공회

의소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된 회사입니다.

투명한 재무상태로 지속적인 투자로 회사를 발전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임을 느끼고 실행하며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https://youtu.be/MFuKHsWMXrg

https://youtu.be/vVYKhyQQ_U0

https://youtu.be/6ATPAfiU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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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생산·R&D 23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집직무 디자인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제품및 회사 홍보 동영상 제작, 제품 포장지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예체능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모집직무 무역·유통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식품및 관련 원료의 수출입 관련 발주, 상담, 통관업무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자연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식품관련한 R&D 업무 (식품연구소내 근무)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자연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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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생산·R&D 23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회계 업무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무역·유통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자재관리업무 : ERP, WM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식품관련 상품, 제품, 원료의 사업장별 이동및 
재고관리, 발주 업무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자연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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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시리온오토모티브솔루션즈코리아
Sensirion Automotive Solutions Korea

제조·생산·R&D 33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위스 설립연도 2017년

회사명(영문)
Sensirion Automotive Solutions 
Korea

홈페이지 sensirion-automotive.com

대표자명 정호기 연락처 02-2108-7899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구로동) 14층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Key Account Manager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Maintenance Engineer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 기업소개

"Become part of the Sensirion success story." Our sensor solutions and software applications for resource-

efficient products and better quality of life have made us a leading international high-tech company and 

ensured steady growth year-on-year. Our corporate culture is defined by the exchange of knowledge, 

exciting development projects, an innovative spirit and outstanding technological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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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rion Automotive Solutions Korea

제조·생산·R&D 33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R&D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기타(석사 학위 이상 우대)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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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케이㈜
CSK

제조·생산·R&D 20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웨덴 설립연도 1997년

회사명(영문) CSK 홈페이지 www.csk.kr

대표자명 윤재홍 연락처 031-8015-3761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839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68 CSK(주) 용인 본사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필드서비스엔지니어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2,500만원~3,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아트라스콥코 그룹은 1873 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철도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룹의 고객은 전 세계 170 여 개국에 

진출했으며, 2020 년 시가총액은 66조 4천억원이고, 직원수는 90 여개국 출신 45,000 명 이상에 달합니다. 아트라스콥

코는 유럽 최대의 금융 가문으로 유명한 발렌베리 가문이 인수하면서부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현재는 압

축기, 산업용 공구, 진공기술, 전력의 4개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SK는 아트라스콥코 그룹, 진공기술사업 부문에 속해 있는 반도체장비 및 공급장치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룹의 비전인 First in Mind, First in ChoiceⓇ에 따라, 우리는 현재 및 미래의 고객과 직원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가장 처음 생각하는 기업이자 가장 처음 선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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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반테스트코리아
ADVANTEST KOREA

제조·생산·R&D 35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1986년

회사명(영문) ADVANTEST KOREA 홈페이지 www.advantest.com

대표자명 TSUKAKOSHI SOICHI, 최석균 연락처 041-901-390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229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140 (차암동)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모집직무 생산관리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생산관리 업무 담당자 모집(신입 ~ 경력 3년)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기업소개

㈜아드반테스트는 1954년 도쿄에서 창립되어 현재 전세계에 걸쳐 약 30여개의 자회사를 가진 글로벌기업으로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국적 반도체검사장비 공급 기업입니다. 테스터, 핸들러,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

로 구성된 자체 테스트 셀 솔루션 제품군을 설계 및 제조하고 있으며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

업으로  관련 장비를 양산하여 전 세계 반도체 생산라인의 테스트 공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사인 '아드반테스트

코리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국내 및 해외 사업장,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검사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를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드반테스트는 1954년 도쿄에서 창립되어 현재 전세계에 걸쳐 약 30여개의 자회사를 가진 글로벌기업이며 반도체 

업계에 공급되는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선도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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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EST KOREA

제조·생산·R&D 35

■ 채용정보

모집직무 구매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구매 업무 담당자 모집(신입 ~ 경력 3년)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채용정보

모집직무 회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회계 업무 담당자 모집(신입 ~ 경력 3년)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채용정보

모집직무 DI 영업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DI영업 업무 담당자 모집(신입 ~ 경력 3년)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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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생산·R&D 35

■ 채용정보

모집직무 품질보증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품질보증 업무 담당자 모집(신입 ~ 경력 3년)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채용정보

모집직무 SoC Application Engineer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SoC Application Engineer 업무 담당자 모집(경력 4년~10년)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기타(코딩역량)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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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아블로이코리아㈜아이레보
ASSA ABLOY Korea Co., Ltd. iRevo

제조·생산·R&D 36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웨덴 설립연도 1997년

회사명(영문)
ASSA ABLOY Korea Co., Ltd. 
iRevo

홈페이지
www.assaabloyopeningsolutions.
kr

대표자명 성시호 연락처 02-2107-570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40명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가산동) 10층 아사아블로이코리아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2명

상세직무내용
Financial Planning Analys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기업소개

ㆍ아사아블로이 그룹 소개

아사아블로이는 1994년 스웨덴 기업인 ASSA(아사)와 핀란드 기업인 ABLOY(아블로이)가 합병하면서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후, 한 지역 회사로 시작한 아사아블로이는, 2019년 49,000여 명의 직원들이 약 89억 유로(약 11.8조 원)의 매출

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 제품 가치 차별화 등으로 선도적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브스지 주관 ‘세계 100대 혁신적 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ㆍ아사아블로이 오프닝 솔루션 코리아 소개

아사아블로이코리아는 2004년 12월 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오프닝 솔루션 분야의 국내 5개 업체를 통해 오프닝 솔루

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500여 명의 직원이 약 2,05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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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아블로이코리아㈜아이레보
ASSA ABLOY Korea Co., Ltd. iRevo

제조·생산·R&D 36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2명

상세직무내용
GL/Consolidation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Cost Accounting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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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Applied Materials 

제조·생산·R&D 37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67년

회사명(영문) Applied Materials 홈페이지 www.appliedmaterials.com

대표자명 마크리 연락처 031-724-7854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5층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엔지니어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Customer Engineer (하드웨어 엔지니어)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엔지니어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Process Support Engineer (공정 엔지니어)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

■ 기업소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전세계 모든 반도체 칩과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공학 솔루션 분야 선도 

기업이다. 원자 단위를 비롯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재료공학 분야 전문성으로 고객의 가능성을 현실로 구현하고, 혁신

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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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코리아㈜
Edwards Korea

제조·생산·R&D 2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영국 설립연도 1992년

회사명(영문) Edwards Korea 홈페이지 www.edwardsvacuum.com

대표자명 윤재홍 연락처 041-520-9502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000여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80 (차암동) 에드워드 코리아(주) 천안3공장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제품(진공Pump 및가스처리장치) 설계/개발 외(기계/전기/전자/Software 각 부문)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세계적인 진공 펌프 및 가스처리장치 제조사인 에드워드는 지난 100년 동안 고객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코리아는 2011년 천안 생산 공장 준공을 통해 영국 본사의 최첨단 생산 시스템 및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였으

며 현재 약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개 이상의 국내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여 한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받는 최고의 진공 펌프 및 가스처리장치 솔루션의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에드워드 코리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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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퀴드 어드밴스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Air Liquide Advanced Materials Korea

제조·생산·R&D 13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프랑스 설립연도 2011년

회사명(영문)
Air Liquide Advanced Materials 
Korea

홈페이지 www.electronics-airliquide.com

대표자명 폴 카드웰 버링게임 연락처 031-259-9602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00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1-125 에어리퀴드 어드밴스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세종공장

■ 채용정보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특수가스 생산 테크니션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세종,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 기업소개

산업용 및 의료용 가스, 기술, 서비스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에어리퀴드는 78개국에서 약 64,500명의 직원들이 380

만 명 이상의 고객과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소, 질소 및 수소는 생명, 물질 및 에너지에 필수적인 작은 

분자들입니다. 이것들은 에어리퀴드의 과학적 영역을 상징하며 1902년 회사 창립 이래로 에어리퀴드 활동의 중심에 있

어 왔습니다.

에이에스엠케이
ASM Korea Ltd.

제조·생산·R&D 1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네덜란드 설립연도 1996년

회사명(영문) ASM Korea Ltd. 홈페이지 www.asm.com

대표자명 김용길 연락처 031-5176-000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370명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63-11 (영천동) ASM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추후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석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Who is ASM?

ASM is a leading, global supplier of semiconductor wafer processing equipment. Our ambitious 

team is dedicated to delivering innovative technology solutions to the world’s leading semiconductor 

manufacturers. We have over 2,600 employees based in 14 countries, including Belgium, Japan, 

Netherlands, South Korea, Singapore, Taiwan and United States. Together we work to develop Epitaxy, 

ALD, PEALD, Vertical Furnaces and PECVD thin-film deposition technologies for our customers. Our goal 

is to remain an industry leader by being ahead of what’s next. We accomplish this by focusing on finding 

collaborative solutions to make integrated circuits, or chips, smaller, faster and even more pow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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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에스코리아(유)
MKS Korea

제조·생산·R&D 17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94년

회사명(영문) MKS Korea 홈페이지 www.mksinst.com

대표자명 세드홈스버그쇼우 연락처 031-8021-1397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330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12 (고매동) 리더스타워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Analyzes, designs, programs, debugs and modifies software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대전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기업소개

MKS Instruments는 첨단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를 측정, 모니터링, 전달, 분석, 제어하는 것은 물론 전원 공급

을 하는 기기, 시스템,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MKS Korea는  MKS Instruments의 한국 지사이며, 

용인과 대전, 2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KS Korea의 2020년 매출액은 약 3,000억 원이며, 2020년 기준 전

체 직원수는 약 3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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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에스코리아(유)
MKS Korea

제조·생산·R&D 17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Identifies new opportunities, applications, segments, and markets for products and 

capabilities. You will do this by getting to know our products and capabilities and by 

recognizing market and customer dynamics and drivers.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제
조

·생
산

·R
&

D



144  145  

오너스 솔류션즈
ONUS Solutions Corporation

제조·생산·R&D 18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12년

회사명(영문) ONUS Solutions Corporation 홈페이지 www.onusco.com

대표자명 Douglas Han 연락처 +1 408-234-4076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2 (삼성동, LG 선릉에클라트 B) 1507호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5명

상세직무내용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설계, 진공물류 장비 설계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5,000만원~6,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기타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기타(AutoCAD, Solidwork 경험자 우대, 진공/자동화 물류 장비, 
모듈 설계 경험자 우대)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져, 프로그래머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기타

우대조건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 기업소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소재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및 이차전지관련 장비 개발과 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설립 10주년을 맞아 한국지사 설립에 같이 할 경험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는 미국 본사에 일정기간 연수기회를 드립니다. 특별한 경우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오너스 솔류션즈는 지원자의 학력, 성별, 외모, 연령, 혼인 또는 장애여부등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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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솔루션
oesolution

제조·생산·R&D 09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03년

회사명(영문) oesolution 홈페이지 www.oesolutions.com

대표자명 박용관 연락처 062-960-5252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약 440명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30번길 53 (연제동) 오이솔루션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개발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광주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 기업소개

광통신 핵심부품인 광 트랜시버를 개발 및 제조하여 국내/외 통신 장비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2015년 포브스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선정, 광주전남지역 최초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 코스닥 상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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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Otis Elevator Korea

제조·생산·R&D 16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68년

회사명(영문) Otis Elevator Korea 홈페이지 www.otis.com

대표자명 조익서 연락처 02-6007-3052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790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Two IFC 8층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승강기 유지 보수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전국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 기업소개

오티스는 글로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제조 및 유지관리 전문기업입니다. 160여년 전 세계 최초로 안

전장치가 부착된 엘리베이터를 발명한 이래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180만대의 엘리

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대한민국 최초로 1910년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현 한국은행에, 1914년에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현 조선호텔에 설치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는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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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미
onsemi

제조·생산·R&D 19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98년

회사명(영문) onsemi 홈페이지 www.onsemi.com

대표자명
강병곤, ROBERT PHILLIPS 
CHOULES

연락처 031-671-3842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600명

주소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850번길 55 (도당동) 온세미 코리아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반도체 Operator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고졸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온세미(onsemi)는 미국 피닉스에 본사를 둔 효율적인 에너지혁신을 추구하며 전력 및 신호관리, 로직, 표준 및 맞춤형 

장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반도체 기반 솔루션의 선도적인 공급업체입니다.

Fortune 선정 미국 Top 500대 기업에 속하고 6년 연속 ‘World’s Most Ethical Companies’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34여개국에서 134개 이상의 Site를 운영중인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에는 약 1,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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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피알 코리아
EDPR Korea

제조·생산·R&D 34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페인 설립연도 2019년

회사명(영문) EDPR Korea 홈페이지 www.edpr.com

대표자명 Damian Rodriguez 연락처 02-767-2617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0명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신문로1가) 에스타워 21층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5명

상세직무내용
ELECTRICAL AND MECHANICAL ENGINEERS WITH JUNIOR & SENIOR 
EXPERIENCE IN PV AND ONSHORE WIND IN KOREA (DEVELOPMENT AND EPC).

학력 석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기타(English proficiency level : 
Work environment will be in English.)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 기업소개

4TH LARGEST WIND COMPANY IN THE WORLD, WITH PRESENCE IN MORE THAN 20 COUNTRIES, 

MORE THAN 1,500 EMPLOYEES AND MORE THAN 12GW INSTALLED WORLD WIDE. IN APAC REGION, 

WE HAVE OFFICES IN JAPAN, VIETNAM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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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코스코리아
Intercos Korea

제조·생산·R&D 10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이탈리아 설립연도 2014년

회사명(영문) Intercos Korea 홈페이지 www.intercoskr.com

대표자명 알렉산드로 레쿠페로 연락처 031-8065-7731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60명

주소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38 (가장동) (주)인터코스코리아 5층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IT 기획 및 프로젝트 수행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외국인 CEO 일정관리 및 회의체 준비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사회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 기업소개

인터터코스는 45년 이상 화장품만을 연구하며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색조화장품, 퍼스널 케어등의 제형을 전문적으로 개

발하며 제조해 온 글로벌 회사입니다. 9개국 13개 영업사무소와 11개 제조시설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으며  빠른 현지 대응으로 규격화된 품질의 표준과 기술을 제공하는 유일한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로 인터코스코

리아는 인터코스의 100% 한국 투자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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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코스코리아
Intercos Korea

제조·생산·R&D 10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국내영업 정규직 - 화장품 ODM 국내영업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판교)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운전가능, 기타(영어 활용)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TDM 정규직 - SAP 코드 생성 및 관리 (원/부자재, 완제품, 반제품, 벌크 코드관리)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오산뷰티허브)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인사 정규직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오산뷰티허브)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 의약계열, 관련없음

우대조건 TOEIC 800 이상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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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JATCO Korea Engineering Corporation

제조·생산·R&D 38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1998년

회사명(영문)
JATCO Korea Engineering 
Corporation

홈페이지 jatco.co.kr

대표자명 신묘우 마사히로 연락처 02-6443-700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가산동) 2동 4층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Project Management : 상품 기획, 상품설계, 프로젝트 운영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제2외국어 가능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변속기제어시스템개발 : 제어로직개발, 소프트개발 및 분석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제2외국어 가능

■ 기업소개

당사는 일본 닛산자동차의 계열회사인 JATCO의 한국 현지법인입니다. 현재 생산Line은 일본, 멕시코, 중국, 태국에 거

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거점으로는 미국, 프랑스, 한국이 있습니다. Global적인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한국의 우수인재를 

모집하여 자동변속기 개발과 관련한 최첨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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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JATCO Korea Engineering Corporation

제조·생산·R&D 38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차량제어성능실험 : 차량변속성능 및 동력성능개발실험, 시스템 및 부품신뢰성 평가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제2외국어 가능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시스템성능개발 : 차량의 연비, 동력성능, 운전성 열성능, 유압성능, 자율주행, 인공지능, 
IoT 개발 연구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제2외국어 가능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해석부문 : 시스템 Model(MATLAB, AMESim 등) 개발 및 검증 해석, 복합재료해석, 
구조해석, 파괴해석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제2외국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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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JATCO Korea Engineering Corporation

제조·생산·R&D 38

■ 채용정보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설계부문 : 구조부품(P/T, 케이스, PARKING)설계, 유압부품(토크컨버터, 컨트롤밸브, 
오일펌프 등)설계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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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일랜드
Far island Corporation Ltd.

제조·생산·R&D 08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이탈리아 설립연도 2014년

회사명(영문) Far island Corporation Ltd. 홈페이지 fi-corp.com

대표자명 Marco Caruso 연락처 070-7678-6098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3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53 (반포동) 703호

■ 채용정보

모집직무 IT·인터넷 인원 2명

상세직무내용 Software programmer Java, C, C++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기업소개

We provide solutions based on mechatronics, computer vision and optics mainly but not only for machine 

vision and quality control inspection. 

Our tools for 

ㆍProgramming : Java, C++

ㆍDesign : Solidworks, Render

ㆍHardware : Microcontrollers (Arduino, STM32), NVIDIA Jetson

ㆍOS : Windows and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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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일랜드
Far island Corporation Ltd.

제조·생산·R&D 08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Application Engineer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2명

상세직무내용 Office Manager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2,500만원 이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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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모 코리아 유한회사
Premo Korea

제조·생산·R&D 3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페인 설립연도 2014년

회사명(영문) Premo Korea 홈페이지 www.grupopremo.com

대표자명 Marcos Martinez 연락처 -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8명

주소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포일동) 에이스청계타워 312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Laboratory Engineer - Samples Manufacturing Technician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PREMO is a Spain-based company engaged in the development, manufacture, and sale of electronic 

components with special focus on the key enabling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oT, 

M2M, VR, Connected and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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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옴니엄㈜
PLASTIC OMNIUM CO., LTD

제조·생산·R&D 07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프랑스 설립연도 1992년

회사명(영문) PLASTIC OMNIUM CO., LTD 홈페이지 www.plasticomnium.com

대표자명 가브라조안느에안스위다제를락오뱅 연락처 054-760-2113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208명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천강로 534-48 플라스틱옴니엄(주)

모집직무 기타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생산기술 엔지니어 : 공장 프로세스 개선 및 불량률 및 원가 절감, 신규 프로젝트 양산 준비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경기, 경북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1992년 창립, 주요 생산품은 첨단자동차부품인 플라스틱 연료 탱크로 현대/기아자동차, 한국 지엠에 주로 납품 및 수출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프랑스의 플라스틱옴니엄이며, 경북 경주에 생산공장 (200여명)과 경기도 수원에 영업 및 설계팀 (30여명)이 근

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매출액은 약 1,900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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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하나테크놀러지
Hana Technology Co., Ltd 

제조·생산·R&D 14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2011년

회사명(영문) Hana Technology Co., Ltd 홈페이지 -

대표자명 니시야마히로유키 연락처 032-684-9566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29명

주소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11번길 13-33 (오정동) 5F, (주)하나테크놀러지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반도체 장비 중 고주파 전원장치 등의 영업 및 AS 상담 등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기타(일본어 가능)

모집직무 수리, AS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반도체 장비(R/F Generator, Matcher 등) 수리 및 AS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기타(일본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주)하나테크놀러지는 2011년 설립된 자본금 4억, 매출액 59억, 종업원수 30여명의 100% 일본 투자기업입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차입금 없는 튼튼한 중소기업으로 반도체 플라즈마용 고주파 전원장치의 조립, 영업, A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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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3M
3M Korea

제조·생산·R&D 15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77년

회사명(영문) 3M Korea 홈페이지 3m.com

대표자명 제임스 폴테섹 연락처 02-3771-4353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18층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EHS 엔지니어 - 안전기사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전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 기업소개

3M은 1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온 다국적 기업입니다.

지금도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3M의 성공과 발전에 함께 하실 재능과 열정을 가진 여러분은 3M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3M의 성장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3M과 함께 성공을 위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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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요잉크
TAIYO INK KOREA

제조·생산·R&D 26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1988년

회사명(영문) TAIYO INK KOREA 홈페이지 www.taiyoink.co.kr

대표자명 사이토 히토시, 배형기 연락처 031-491-925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24명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66 (신길동) 한국다이요잉크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R&D (Resist Ink, Dry Film개발)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자연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당사는 PWB용 Solder Resist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Inkjet용 Ink, Dry Film 등 폭넓은 제

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점유율 70%)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참여하여 환경부하 저감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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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유식풍력 주식회사
Korea Floating Wind Power Co., Ltd

제조·생산·R&D 06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페인 설립연도 2017년

회사명(영문) Korea Floating Wind Power Co., Ltd 홈페이지 koreafloatingwind.kr

대표자명 스피리돈마르티니스 연락처 052-227-540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4명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47 (신정동) 동주빌딩 2층

모집직무 Electrical engineer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Technical team leader, support the below electrical 
work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floating offshore wind projects in the region 
of Ulsan.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울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기업소개

Korea Floating Wind is participating in the largest scale of floating wind farms in the world to date with an 

aggregated capacity of 6 GW. KFWind is developing two large floating wind projects in Ulsan. 

한국부유식풍력은 6GW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큰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두 개의 큰 부유

식 해상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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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유식풍력 주식회사
Korea Floating Wind Power Co., Ltd

제조·생산·R&D 06

■ 채용정보

모집직무 Environmental Manager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The Environmental Manager will lead all issues related with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development of Korea Floating Wind projec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울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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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즈빌㈜
Azbil Korea Co., Ltd

제조·생산·R&D 0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1999년

회사명(영문) Azbil Korea Co., Ltd 홈페이지 WWW.KR.AZBIL.COM

대표자명 타카타 요시즈미 연락처 02-2168-5612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32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여의도동) KT여의도타워 8층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반도체, FPD장비 PLC 가능자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제2외국어 가능

모집직무 엔지니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PLC, DCS 유관업무 경력자 우대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울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제2외국어 가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한국아즈빌은 일본 azbil그룹이 100% 출자한 한국내 자회사로 글로벌 20여개 거점 중 최초로 1999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당사는 그룹 이념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오토메이션”에 기반한 “인간중심의 인재경영”을 통하여, 한국 내 산업 자동제어분야 

전문 기업입니다. 

그룹 이념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오토메이션” 달성을 위한 azbil그룹 성장 원천은 인재입니다.

 인재의 성장 없이는 azbil그룹의 성장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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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머슨
Emerson Korea

제조·생산·R&D 0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88년

회사명(영문) Emerson Korea 홈페이지 www.emerson.kr

대표자명 충첸화이 연락처 031-8034-000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259-1 (죽전동) 한국에머슨 본사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에머슨의 제품과 솔루션을 신규 및 기존
의 고객에게 소개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엔지니어로서 트러블슈팅, 현장지원을 수행합니다.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기업소개

한국 에머슨 자동화 솔루션 사업부에는 현재 6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사 및 본사를 통해 다양한 인

적, 기술적 자원의 혜택을 공유하는 기업입니다.  제어 설비 설계 자문, 제어 시스템 설계, 조립 및 프로젝트 수행, 국내 표

준과 사양에 적합한 제품 및 시스템 적용, 현장 계기를 포함한 제어 시스템 통합, 선박 및 해양용 계측제어기기 및 시스템 

일괄 공급, 제어밸브의 일제 점검, 수압 및 누출시험 및 운전시험, 천연가스용 제어계측 제품 및 솔루션 제공, 플랜트웹과 

자산 최적화 솔루션 제공,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전 제품 및 서비스 적기 공급, 기술 교육 및 훈련, 24시간 서비

스 제공 등 다양한 제품 및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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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머슨
Emerson Korea

제조·생산·R&D 01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조직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모집직무 Project Engineer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에머슨의 제품이나 솔루션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 현장에 구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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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겔기계㈜
ENGEL Korea Machinery Ltd.

제조·생산·R&D 05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오스트리아 설립연도 1997년

회사명(영문) ENGEL Korea Machinery Ltd. 홈페이지 www.engelglobal.com

대표자명 엔글레더 스테판 연락처 031-610-0103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71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057 (장당동) 한국엔겔기계(주)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2명

상세직무내용 생산기술엔지니어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토익 800점 이상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전기설계엔지니어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당사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사출성형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be the First"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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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훼스토
Festo Korea

제조·생산·R&D 2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독일 설립연도 1980년

회사명(영문) Festo Korea 홈페이지 www.festo.com

대표자명 Tomas Lekic 연락처 02-850-7111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250여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문래동3가) N타워 12층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국내 전자산업 대기업 대상 기술 영업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기업소개

당사는 독일의 대표적인 Hidden Champion(강소기업)으로 알려진 Festo SE & Co.KG의 외투법인으로 공장자동화(FA 

- Factory automation) 및 처리 자동화(PA - Process Automation)에 사용되는 실린더/밸브/제어기 등의 제조/판매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컨설팅, 자동화 관련 교육 등의 비즈니스를 하는 자동화 토탈 솔루션 특화 기업입니다.

현재 Festo SE & Co.KG 는 전 세계 61개국의 자회사와 176개 지사에 걸쳐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고객사

에 Festo의 표준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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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테크니칼서비스㈜
Hansu Technical Service LTD.

제조·생산·R&D 24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1988년

회사명(영문) Hansu Technical Service LTD. 홈페이지 www.hansuts.co.kr

대표자명 박기영 연락처 031-789-172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188명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야탑동) 802호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배관설계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고졸 이상 근무지역 경기, 충북, 충남

정규직 여부 계약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시공관리/품질관리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고졸 이상 근무지역 경기, 충북, 충남

정규직 여부 계약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물의 무한한 잠재가치를 발굴하여 인류의 미래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 아래 일반 정수 시스템에서부터 최첨단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및 폐수재활용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수처리 약품 Service는 물론 산업 전분야에 필요한 수처리 설비의 설

계, 제작, 시공 및 시운전 Service와 Operation & Maintenance 용역 Service를 제공하는 종합 수처리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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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훼스토
Festo Korea

제조·생산·R&D 22

■ 채용정보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글로벌 전동 드라이브 (서보모터, 드라이브) 제품 판매 전략과 연계된 국내 제품 판매 전략 개발 
및 수행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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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바에스텍코리아
HORIBA STEC KOREA, Ltd.

제조·생산·R&D 03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1994년

회사명(영문) HORIBA STEC KOREA, Ltd. 홈페이지 www.horiba.com

대표자명 김성환 연락처 031-8025-6500

업종 제조·생산·R&D 직원수 85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98 (죽전동) 호리바빌딩

모집직무 필드서비스 엔지니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반도체 설비 라인 내 제품점검/기술지원, 서비스 및 납품, 고객 대응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기타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기타(일본어 가능자, 인근 거주자, 해당직무 유경험자)

■ 기업소개

HORIBA 그룹은 세계 27개국의 47법인으로 약 7,500명의 임직원과 함께 분석, 계측 시스템을 제공하는 선두기업 입니다.

2021년 69주년을 맞은 HORIBA 그룹은 사훈인 '재미있고 즐겁게' 의 정신을 창사 이래 잘 이해하고 실천한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현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호리바에스텍코리아(주)는 모기업인 HORIBA 그룹에서 100% 출자한 한국 현지 법인이며,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의 3대 핵심 부품 중 하나인 Mass Flow Controller 를 비롯하여 기화 System 등의 생산, 유지 보수 및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방적이고 공정한(Open & Fair)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한다는 인재상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젊은 패기가 넘치는 진취적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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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바에스텍코리아
HORIBA STEC KOREA, Ltd.

제조·생산·R&D 03

■ 채용정보

모집직무 CS엔지니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MFC 파츠 체크, 데이터 관리, 성적서 작성 및 고객사 대응, 제품 정비/패킹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일본어 가능자, 컴퓨터 활용능력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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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프레소 코리아
Nespresso Korea 

판매·유통업 05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위스 설립연도 2007년

회사명(영문) Nespresso Korea 홈페이지 www.nespresso.com

대표자명 박성용 연락처 02-3277-1338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0 (미근동) 16층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경영 사무, 마케팅 광고 홍보, IT 인터넷, 영업 고객상담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정규직 여부 계약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

■ 기업소개

Nespresso는 30년 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탁월한 커피를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 핵심 목표는 지금도 우리의 변함없는 원동력입니다. 과거의 성공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순간, 혁신적인 변화, 도약으로 채워진 우리의 역사는 절대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

니다. 

우리의 가치와 목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여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이상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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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H Korea
DKSH KOREA

판매·유통업 10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위스 설립연도 1990년

회사명(영문) DKSH KOREA 홈페이지 www.dksh.com/kr-ko/home

대표자명 박혜성 연락처 02-2192-9500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267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6 (도곡동) 성환빌딩 4층~7층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백화점 고객관리를 통한 영업계획 수립 및 실행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운전가능

■ 기업소개

1865년부터 역사를 이어 온 DKSH 그룹은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아시아에서 오랜 전통

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DKSH 전체 매출

은 한화 약 12조 9,980억원이고 아시아, 유럽, 미주 등에서 총 3만 2천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서는 상위 20개 회사 내에 속하는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분야는 소비재, 기계장비, 생활화학, 의약 등이 있

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소싱, 시장분석, 영업, 마케팅, 브랜드 구축, AS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

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DKSH Korea는 소비재 (헹켈, 스타우브 등의 프리미엄 주방용품 라인 & 독일 만년필 브랜드 LAMY), 기계장비 (중

장비정밀기계, 공작기계, 분석기기 등), 생활화학 (특수화학원료, 화장품원료, 식음료원료) 그리고 헬스케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컨슈머헬스제품 등)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KSH Korea는 지속적으로 DKSH 그룹의 비전에 발맞춰 

더 큰 서비스 종합무역상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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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H Korea
DKSH KOREA

판매·유통업 10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식품 원료(Food ingredients) 기술영업 : 식음료 관련 B2B 소재 신규 Supplier 발굴 및 관리, 
제품 선정, 수입 및 기술영업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주요 H&B / Costco 등 모던 트레이드 채널의 판매 계획과 성장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리치몬트코리아
Richemont Korea LTD.

판매·유통업 07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위스 설립연도 1997년

회사명(영문) Richemont Korea LTD. 홈페이지 www.richemont.com

대표자명 이진원 연락처 02-3440-5500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약 1,150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회현동2가) 스테이트타워남산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Boutique Sales Associate or Client Advisor (백화점/면세점 부티크 세일즈 사원)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고졸 이상 근무지역 전국

정규직 여부 정규직,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리치몬트코리아는 Cartier, Alfred dunhill, Montblanc, Vacheron Constantin, IWC, Jaeger-LeCoultre, Van 

Cleef & Arpels, Piaget, A. Lange & Sohne, Roger Dubuis 등의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적인 Luxury Group인 

Richemont의 한국법인이며, 1,000여명의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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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워키 코리아
Milwaukee Korea

판매·유통업 1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홍콩/미국 설립연도 2012년

회사명(영문) Milwaukee Korea 홈페이지 www.milwaukeetool.co.kr

대표자명 데이비드라일버츠 연락처 02-6952-4858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70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6 (방배동) 4층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밀워키 브랜드 제품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동급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등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부산, 대전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영문 Cover letter

■ 기업소개

Techtronic Industries Cmpany Limited(TTi)는 1985년 홍콩에 설립된 아시아 최대 제조/무역회사로 산업용 건설장

비, 전력도구, 측정도구, 실외 전원장비, 청소 장비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TTi는 각 산업 분야를 선

두하는 Milwaukee, AEG, Hoover 등 총 12개의 세계적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40개 관할지

역에서 2만 4천여 명의 정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TTi의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법인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 현재 70여 명의 정규직원이 근

무하고 있으며, 연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하며 TTi 아시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Ti 코리아의 대표 브랜드인 밀워키는 1924년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시작하여 현재 100년 이상 된 북미 프리미엄 브랜

드로, 업계 최다 특허기술을 보유하며 꾸준히 미주 시장의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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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코리아
BMW Group Korea

판매·유통업 1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독일 설립연도 1995년

회사명(영문) BMW Group Korea 홈페이지 www.bmw.co.kr

대표자명 한상윤 연락처 02-3441-7800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약 250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회현동2가) 스테이트타워남산14층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After Sales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전국,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기타 (자동차관련학과)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Sales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전국, 무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기타 (자동차관련학과)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BMW 코리아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자동차 기업인 BMW 그룹의 100% 투자 국내 현지법인으로 1995년 수입차 최초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 내 고급차 시장의 리더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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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코리아컴퍼니
Shopee Korea Company Limited

판매·유통업 08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싱가포르 설립연도 2019년

회사명(영문) Shopee Korea Company Limited 홈페이지 www.shopee.kr

대표자명 펭지민 연락처 -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00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삼성동) 15층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Cross Border Ecommerce - Project Managemen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기업소개

2015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쇼피는 총 6억 인구를 보유한 동남아시아와 대만의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지역별 사용자 특성에 최적화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통해 단기간에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동남아 6개국과 대만, 브라질 8개국에서 쉽고, 안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쇼피는 쇼피만의 고유한 접근 방식으로 고객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유저들은 쇼피에서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고 다른 유저들과 연결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쇼피는 2020년 유고브(YouGov)가 전 세계 40개국의 소비자 1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랭킹’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모회사 시 그룹(Sea Group)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IT 기업

입니다. 시 그룹은 쇼피를 포함해 동남아 넘버원 온라인 게임 제작 및 유통회사 ‘가레나(Garena)’,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기업인 ‘시 머니(Sea Money)’를 운영하고 있다. 시 그룹은 2009년 창립 이후 빠르게 성장해 2017년 뉴욕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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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코리아컴퍼니
Shopee Korea Company Limited

판매·유통업 08

■ 채용정보

모집직무 -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Cross Border Ecommerce - Team Assistan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Cross Border Ecommerce - Marketing Solutions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마케팅·광고·홍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Cross Border Ecommerce - Onsite Marketing Project Managemen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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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코리아컴퍼니
Shopee Korea Company Limited

판매·유통업 08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Cross Border Ecommerce - Operation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무역·유통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Cross Border Ecommerce - Logistics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Cross Border Ecommerce - Seller Acquisition / Business Developmen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성적증명서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Atlas Copco Korea

판매·유통업 09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웨덴 설립연도 1989년

회사명(영문) Atlas Copco Korea 홈페이지 www.atlascopco.com

대표자명 에릭 안토니오 랑만스 연락처 031-620-0760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260명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4-1 (삼평동) 7~9F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12명

상세직무내용 고객사 제품 설치/시운전/기술지원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광주,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정규직 여부 인턴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ㆍ147년 전통 스웨덴 산업용 장비기업 

ㆍ고용노동부 선정 일하기 좋은 우수 외국계 기업

ㆍ스웨덴의 기업 가문인 발렌베리 가의 소유 기업

아트라스콥코는 지속 가능한 생산성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고객에게 혁신적인 압축기, 진공 솔루

션 및 에어 트리트먼트 시스템, 건설 장비, 파워 툴 및 어셈블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생산성, 에너지 효율성, 안전 및 인

체공학에 초점을 맞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아트라스콥코는 1873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180여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90여개 국가에서 34,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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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엑스아이 모션 코리아㈜
STXI MOTION KOREA Inc.

판매·유통업 03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이스라엘 설립연도 2021년

회사명(영문) STXI MOTION KOREA Inc. 홈페이지 www.stxim.com

대표자명 주황순 연락처 031-8068-5604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2명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57-2 (평촌동) 1315호

모집직무 전문·특수직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서보제어 기술지원엔지니어 및 기술영업엔지니어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6,000만원~7,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30여년 전 서보트로닉스 모션 콘트롤로 시작하여 현재 STXI MOTION Ltd로 분사한 이스라엘회사로 모션제어 및 서보

제어, sub-system module을 제작하는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입니다. 중국과 이스라엘에서 범용다축제어기, 서보드라

이브, 서보모터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독일,미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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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 Korea
IKEA Korea

판매·유통업 13

■ 기업정보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스웨덴 설립연도 1950년 이전

회사명(영문) IKEA Korea 홈페이지 www.IKEA.kr

대표자명 프레드릭 요한손 연락처 1670-4532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7 (일직동) 이케아 코리아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이케아 푸드팀 소속으로 레스토랑, 비스트로, 카페 등에서 식품 조리, 고객 응대 및 
매장 운영을 담당합니다.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부산,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이케아 세일즈 팀 소속으로 매장 내 홈퍼니싱 제품에 대한 컨설팅, 플래닝 및 판매를 담당합니다.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부산,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

■ 기업소개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지난 75년간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열정을 가

지고 다양한 홈퍼니싱 아이디어와 솔루션 영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우리 모두의 인도주의적 가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일하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솔직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

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열심히 즐겁게 일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의 긍정적인 자세와 가치를 

함께 나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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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 Korea
IKEA Korea

판매·유통업 13

■ 채용정보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이케아 매장 내 고객지원 팀 소속으로 계산대, 교환환불, 배송지원, 스몰란드 등에서 고객을 맞이
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부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판
매

·유
통

주아빛
JUABIT.CO

판매·유통업 0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러시아 설립연도 2020년

회사명(영문) JUABIT.CO 홈페이지 www.juabit.com

대표자명 황주아 연락처 02-3497-1096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8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염곡동) IKP ,814호

모집직무 무역·유통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국내 및 해외 바이어 관리

학력 전문대졸(2,3년제)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정규직 전환형 경력여부 경력

급여 3,000만원~4,000만원 우대전공 관련없음, 기타

우대조건 운전가능, 전문 자격증 보유, 학과성적 우수, 영어 능통, 제2외국어 가능, 기타(제2외국어)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 기업소개

의료용 TEC Gloves는 의료 장갑 생산 전문 회사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니트릴과 라텍스. 이 모든 것은 우리 회사에 의해 정기적인 생산에 있으며, 또한 2중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 화장품 특허 

성분 ProbioMETA G55, 특허 성분 Derma-clear 주원료로 주아빛은 사랑, 풍요, 기쁨의 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기

업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토대로 전 세계인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소중히 만든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자부심을 품고 

주아빛 브랜드를 맘껏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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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코리아
Cummins Korea Ltd.

판매·유통업 04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91년

회사명(영문) Cummins Korea Ltd. 홈페이지 www.cummins.co.kr

대표자명 Iksoo Kim 연락처 02-3452-4313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30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5층

■ 채용정보

모집직무 PM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EPC Project Management with electrical background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6,000만원~7,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기타(PM, MS Office)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Accountable operational & commercial responsibilities for PG EPC project Sales until 
project completed.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기업소개

1919년 디젤엔진 전문업체로 설립되어 글로벌 파워 리더로 성장한  커민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포춘 500에 속하는 기업이다.  차량용 엔진과 산업용 엔진부터 발전기, 기관차 엔진 등등 다양한 생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또 다른 100년의 파워솔루션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수소연료 전지, 수전해 장치 등 신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판
매

·유
통

㈜커민스 코리아
Cummins Korea Ltd.

판매·유통업 04

■ 채용정보

모집직무 경영·사무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support new business development in new technology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계약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상경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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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유
통

테슬라 코리아
Tesla Korea Limited

판매·유통업 06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2015년

회사명(영문) Tesla Korea Limited 홈페이지 www.tesla.com

대표자명 데이비드존파인스타인, 리리 연락처 02-6177-1359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역삼동) 14층

■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Tesla Advisor, 수도권(청담, 하남)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서울,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Tesla의 사명은 바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입니다. Tesla는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인재를 고용합니다.

Tesla는 전기차를 타기 위해서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기차가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르며 

더 재미있게 운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엔지니어 그룹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Tesla는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제품도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Tesla는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배출가스 없는 미래로 한 발 더 빠르게 나아갈수록 모두에게 유익하

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Tesla는 제품의 접근성과 

가격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Tesla 차량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배출량 제로의 운송과 청정 에너지 생

산의 현실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및 재생 에너지 발전과 저장은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들이 결

합되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Tesla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Tesla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에 공감하는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열정적이며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성별, 인종, 종교, 배

경에 관계없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
매

·유
통

한국드레가㈜
Draeger Korea

판매·유통업 0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독일 설립연도 1990년

회사명(영문) Draeger Korea 홈페이지 www.draeger.com

대표자명 와커스 아메드 연락처 02-708-6400

업종 판매·유통 직원수 44명

주소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풍산동) 하남테크노벨리 U1센터, c동 1109호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Hospital Consumable Accessories (HCA) Sales - 의료소모품 세일즈
Apply URL: https://erecruitment.draeger.com/index.php?ac=jobad&id=8017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관련없음

우대조건 영어 능통

■ 기업소개

생명 존중을 위한 과학기술

Dräger는 의료 및 안전 기술 개발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1889년 독일 뤼베크에서 창립되어 5세대에 걸쳐 

운영 및 성장해 왔습니다. 전세계 약 15,000여명의 임직원들이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Technology 

for life(생명 존중을 위한 과학기술)"라는 기업 철학에 맞는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의료 및 각종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은 생

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다양한 현장에서 Dräger의 기술과 제품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약 50여개국에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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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유
통

한국드레가㈜
Draeger Korea

판매·유통업 01

■ 채용정보

■ 채용정보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Safety Service Engineer - 산업안전장비 서비스 엔지니어
Apply URL: https://erecruitment.draeger.com/index.php?ac=jobad&id=7968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Safety Sales Ulsan & Yeosu - 산업안전장비 세일즈 (울산/여수 지역)
Apply URL: https://erecruitment.draeger.com/index.php?ac=jobad&id=8785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관련없음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OFFICIAL DIRECTORY

화학·소재

193  



194  195  

동우화인켐㈜
DONGWOO FINE-CHEM

화학·소재업 03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일본 설립연도 1991년

회사명(영문) DONGWOO FINE-CHEM 홈페이지 www.dwchem.co.kr

대표자명 라인호 연락처 031-659-4000

업종 화학·소재 직원수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117번길 35 .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반도체요소, 센서요소, 반도체색재, 공정개발, 분석기술 등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경기, 전북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4,000만원~5,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

■ 기업소개

동우화인켐은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100% 투자한 외국계 대기업으로 1991년 설립된 이래 국내의 고순도 케미칼의 국산

화를 시작으로 터치디스플레이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해외사업의 확장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에너지 사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정보전자소재

사업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고주파 5G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내장형 안테나 사업에도 진출하여 5G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화인켐은 [일하기 좋은 기업, 워라벨 우수 기업]에 선정될 만큼 임직원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 합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복지,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전자 첨단소재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동우화인켐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가시길 기원합니다.

화
학

·소
재

한국바스프
BASF KOREA

화학·소재업 04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독일 설립연도 1988년

회사명(영문) BASF KOREA 홈페이지 www.basf.com

대표자명 임윤순 연락처 02-3707-3100

업종 화학·소재 직원수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284 (화치동) 한국바스프

모집직무 제품개발, 영업 및 마케팅, 기술지원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제품개발, 영업 및 마케팅, 기술지원 (BASF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 Pool을 선발하는 프로그램
으로 한국바스프 공장 및 서울사무소에서 약 1년간 교육 등 다양한 실무 경험 후 최종 부서 배치)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전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한국바스프(주)는 한국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10대 화학기업이자 모범적인 외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

니다. 1954년 한국과 인연을 맺은 바스프는 1998년 12월 국내 3개 계열사를 통합하여 한국바스프(주)를 공식적으로 출

범시켰습니다. 한국바스프는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으로 현재 울산(EPS, 화학, 안료), 여수(폴리우레탄 원료), 군산(비타

민 B2) 및 안산(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세계적 수준의 생산시설과 수원, 안산에 기술연구소를 갖추고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국내외에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의 절반 이상은 중국, 동남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등에 해외 수출로 달

성하고 있습니다.

화
학

·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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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팍터미날
Vopak Terminals Korea Ltd.

화학·소재업 02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네덜란드 설립연도 1970년

회사명(영문) Vopak Terminals Korea Ltd. 홈페이지 www.vopak.co.kr

대표자명 이진행 연락처 02-3275-9944

업종 화학·소재 직원수 89명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101 (매암동) (주)한국보팍터미날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안전환경팀, 소방 안전 전문가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울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6,000만원~7,000만원 우대전공 공학계열, 자연계열

우대조건 전문 자격증 보유,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

■ 기업소개

한국Vopak터미날은 1970년 12월 22일자로 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되어 화학물질 저장용 탱크의 임대를 주업종으로 하

고 있습니다. 회사는 1992년 10월 네덜란드의 벤오메런탱크터미날과 합작계약을 변경 체결하였으며 최대주주인 벤오메런

탱크터미날의 상호변경에 따라 2000년 7월 5일 상호를 한국벤오메런탱크터미날에서 한국Vopak터미날로 변경하였습니다. 

Vopak은 현재 전 세계 23개국 66개 터미널을 두고 총 저장능력 4,000만톤에 이르는 석유화학 액체화물 저장 및 운송기능

의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전 세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4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탱크터미널 업체입니다.

한국Vopak터미날은 1970년 설립 이래 울산 석유화학공단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단의 생산자가 생산과 판매에만 전력

토록 Partnership을 구축하여 화학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기능은 물론 미주와 중동으로부터 수입된 액체화물을 드럼이나 

탱크로리에 재포장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한편 중국, 일본, 및 아시아로 재수출하는 환적 물류 허브 기능의 역할을 하고있는 

탱크터미날 회사입니다.

화
학

·소
재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Agilent Technologies

화학·소재 (*웨비나관 참여)

■ 기업정보

모기업국가 미국 설립연도 1991년

회사명(영문) Agilent Technologies 홈페이지 www.agilent.com

대표자명 유재수 연락처 02-2194-9556

업종 화학·소재 직원수 약 400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서초동) 9, 10, 11, 13, 14층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 채용정보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Field Service Engineer (필드서비스 엔지니어)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대전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자연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기업소개

Agilent inspires and supports discoveries that advance the quality of life. We provide life science, diagnostic 

and applied market laboratories worldwide with instruments, services, consumables, applications and 

expertise. Agilent enables customers to gain the answers and insights they seek ---- so they can do what 

they do best: improve the world around us. Information about Agilent is available at www.agilent.com.

화
학

·소
재

■ 채용정보

모집직무 서비스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Remote Engineer (리모트 엔지니어)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서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자연계열

우대조건 영어 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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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정보

모집직무 영업·고객상담 인원 0명

상세직무내용 Sales (분석기기 영업)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부산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무관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자연계열

우대조건 운전가능, 영어 능통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Agilent Technologies

화
학

·소
재

한국유미코아
Umicore

화학·소재업 01

■ 기업정보

■ 채용정보

모기업국가 벨기에 설립연도 1999년

회사명(영문) Umicore 홈페이지 www.umicore.com

대표자명 지정석 연락처 041-901-7700

업종 화학·소재 직원수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71 (차암동) 한국유미코아 1공장

모집직무 연구개발·설계 인원 00명

상세직무내용
GPM Researcher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석사 이상 근무지역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신입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기업소개

오염 물질을 무해한 가스로 바꿔줍니다. 수명이 다한 금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줍니다. 미래형 자동차에 동력을 제

공합니다. 글로벌 소재 및 기술 그룹으로서 유미코아는 회사내부의 통합된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동력 삼아 

지속 가능한 경영에 있어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유미코아는 촉매, 에너지 & 표면 기술, 재활용의 세 개의 핵심 영역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내부 전문

가들은 최첨단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일상에 필수적인 소재와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매니저들은 새로

운 미래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줄 더욱 열정적이고, 포부가 큰 분들

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화
학

·소
재

화학·소재 (*웨비나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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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미코아
Umicore

화학·소재업 01

■ 채용정보

모집직무 생산·제조 인원 1명

상세직무내용
Production Technologist
* 상세요강은 홈페이지 참고

학력 학사 이상 근무지역 충남

정규직 여부 정규직 경력여부 경력

급여 별도 협의 우대전공 공학계열

우대조건 -

■ 공통정보

지원 시 
구비서류

이력서(국문), 이력서(영문)

화
학

·소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