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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 정보

(동의과학대학교)

※ 참여기업의 정시 및 수시 전형의 모집인원 등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대학별 최종 모집요강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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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아 럭스 서면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7.01.22 대표자 박소윤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9층(부전동,롯데백화점
본점)

매출액
(천원)

2,004,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26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s://felia.imweb.me/
https://blog.naver.com/bus
antony

기업소개

아름다움은 외부로 보이는 결과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스타일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헤어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헤
어스타일 및 트렌드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 1 -

 펠리아 동래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7.01.22 대표자 박소윤

소재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온천동, 롯데백화점 
동래점 8층)

매출액
(천원)

1,255,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14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s://felia.imweb.me/

기업소개

아름다움은 외부로 보이는 결과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스타일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헤어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헤
어스타일 및 트렌드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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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아 광복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6.01.04 대표자 이정일

소재지
부산 중구 중앙대로 2 롯데
백화점 광복점 4층

매출액
(천원)

696,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15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s://felia.imweb.me/

기업소개

아름다움은 외부로 보이는 결과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스타일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헤어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헤
어스타일 및 트렌드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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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아 센텀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2.12.18 대표자 박소윤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9(우동, 롯데백화점 센텀
시티점 2층 펠리아코너)

매출액
(천원)

295,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10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s://felia.imweb.me/

기업소개

아름다움은 외부로 보이는 결과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스타일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헤어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헤
어스타일 및 트렌드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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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주헤어 센텀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5.02.01 대표자 박재훈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1로 9 
E동 2층

매출액
(천원)

500,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10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www.hwamiju.com/

기업소개

정규 교육 이수와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아트 디렉터들이 모인 곳, 작은 차이로 큰 변
화의 아름다움을 드리는 화미주헤어 센텀점
화미주헤어는 30년 이상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고객에게 헤어를 뛰어 넘은 고객
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하는 미용기업입니다.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화지무헤어는 신뢰와 혁신적인 서
비스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화미주헤어
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객을 사랑하는 미용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 중심의 친절과 최고의기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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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주헤어 연산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4.09.04 대표자 박화선

소재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1 2층

매출액
(천원)

700,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17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www.hwamiju.com/

기업소개

고객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고객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화미주헤어 연산점
화미주헤어는 30년 이상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고객에게 헤어를 뛰어 넘은 고객
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하는 미용기업입니다.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화지무헤어는 신뢰와 혁신적인 서
비스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화미주헤어
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객을 사랑하는 미용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 중심의 친절과 최고의기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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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주헤어 해운대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3.07.16 대표자 이승형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29번
길 26

매출액
(천원)

1,054,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17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www.hwamiju.com/
https://hwamijuhair5.modo
o.at

기업소개

고객을 사랑하는 미용실, 화미주헤어 해운대점
화미주헤어는 30년 이상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고객에게 헤어를 뛰어 넘은 고객
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하는 미용기업입니다.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화지무헤어는 신뢰와 혁신적인 서
비스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화미주헤어
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객을 사랑하는 미용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 중심의 친절과 최고의기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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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아 부전지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1.01.05 대표자 박소윤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25, 
4층 403호(전포동, 이오스
프라자)

매출액
(천원)

320,000

업종 미용기기, 재료 종업원수 5

생산품목 프랜차이즈가맹, 제품판매 홈페이지 https://felia.imweb.me/

기업소개
아름다움은 외부로 보이는 결과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스타일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헤어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헤
어스타일 및 트렌드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제품 개발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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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에이치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0.01.10 대표자 박소윤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25, 

4층(전포동, 이오스프라
자)

매출액
(천원)

1,504,000

업종 생활용품 도매업 종업원수 8

생산품목 가발,화장품,프랜차이즈가맹 홈페이지 -

기업소개 가정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도매업으로 하는 ㈜큐에이치
가발과, 화장품 등 미용관련 용품들을 도매 하는 업체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제품개발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제품 개발 및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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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주아이티씨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6.03.01 대표자 권오율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길 나길 92

매출액
(천원)

10,910,000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종업원수 11

생산품목
미용기기,화장품,소프트웨어
개발

홈페이지
http://www.hwamijuitc.com
/

기업소개
‘화미주’의 미용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의 꿈을 이루어주는 ㈜화미주아이티씨
화미주아티클은 화미주의 일부분이라는 뜻으로, 38년간 성장하고 있는 미용그룹인 화미주의 오랜 기간 축
적된 미용경영 노하우를 국내 미용 현실에 맞는 사업 운영과 특성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
세대 미용프랜차이즈 창업의 성공 모델로서 고객 밀착형 헤어살롱 브랜드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제품개발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제품개발 및 도소매



- 4 -

화미주헤어 광복본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0.08.01 대표자 이주미

소재지
부산 중구 광복로 55번길 
5 2,3층

매출액
(천원)

500,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60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www.hwamiju.com/
https://blog.naver.com/mae
rukyu

기업소개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곳 화미주헤어 광복본점
화미주헤어는 30년 이상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고객에게 헤어를 뛰어 넘은 고객
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하는 미용기업입니다.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화지무헤어는 신뢰와 혁신적인 서
비스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화미주헤어
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객을 사랑하는 미용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 중심의 친절과 최고의기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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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주헤어 명지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0.06.30 대표자 권차홍

소재지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4
로 81

매출액
(천원)

200,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6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www.hwamiju.com/
https://blog.naver.com/cha
valy1231

기업소개

오션시티미용실로 최상의 서비스와 정성으로 고객을 대하는 화미주헤어 명지점
화미주헤어는 30년 이상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고객에게 헤어를 뛰어 넘은 고객
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하는 미용기업입니다.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화지무헤어는 신뢰와 혁신적인 서
비스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화미주헤어
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객을 사랑하는 미용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 중심의 친절과 최고의기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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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주아티클헤어 괴정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 대표자 전지은

소재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16 
2층

매출액
(천원)

10,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12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www.hwamiju.com/
https://www.facebook.com/
hwamijuarticle

기업소개

40년간 성장하고 있는 미용그룹 화미주의 오랜 기간 축적된 미용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지역밀착형 해어살롱 브랜드
화미주헤어는 30년 이상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고객에게 헤어를 뛰어 넘은 고객
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하는 미용기업입니다.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화지무헤어는 신뢰와 혁신적인 서
비스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화미주헤어
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객을 사랑하는 미용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 중심의 친절과 최고의기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 7 -

화미주헤어 감만홈플러스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0.02.24 대표자 이창민

소재지
부산 남구 감만동 8 홍픔러
스 감만점 1층

매출액
(천원)

300,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7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www.hwamiju.com/

기업소개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화미주헤어 감만홈플러스점
화미주헤어는 30년 이상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고객에게 헤어를 뛰어 넘은 고객
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하는 미용기업입니다.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화지무헤어는 신뢰와 혁신적인 서
비스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헤어 미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화미주헤어
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객을 사랑하는 미용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 중심의 친절과 최고의기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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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단헤어 본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1.05.17 대표자 박명숙

소재지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8-2 
4층

매출액
(천원)

500,000

업종 미용, 서비스 종업원수 7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s://hongdanhair.modoo
.at/

기업소개

꾸밈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홍단헤어
감각이 묻어나 있는 섬세한 터치로 단 하나의 헤어스타일을 선물해 드립니다. 1대1 맞춤 시술을 통해 고
객들이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완성 해주는 홍단헤어 본점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인센티브, 장기근속자포상, 경조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 9 -

주식회사뷰티끄레아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2.01.02 대표자 최유빈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6번길 33(논현동)

매출액
(천원)

3,712,820

업종 미용,서비스 종업원수 24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www.leekaja.co.kr  

기업소개

손으로 전하는 따뜻한 온도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주는 이가자헤어비스
이가자헤어비스는 국내 미용 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시장을 개척한 이후,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한국 미용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앞장섰으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에 190여개 지점을 운영하며 한국 미용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가
자헤어비스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브랜드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의 일원의 책
임을 갖고, 재능 기부에 앞장 매년 약 4,000여명의 이웃에게 조화로운 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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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피엔제이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1995.08.28 대표자 임승애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25(청담동)

매출액
(천원)

1,250,000

업종 미용,서비스 종업원수 12

생산품목 미용 홈페이지 https://www.parkjun.com/

기업소개

다양한 뷰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고객을 위한 차별화 된 서비스를 갖춘 트렌디한 브랜드
1980년대 남자 미용사 박준이 최초로 미용 프랜차이즈 '박준뷰티랩'을 오픈한 이후, ㈜피엔제이라는 본사 
법인을 설립하며 미용계에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시대에 빠르게 발 맞춰 Global 
co-work으로 일본 헤어 살롱 '안티'의 트렌디함과 한국 박준뷰티랩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접목한 한·
일 합작 캐쥬얼 브랜드 '준앤안티'를 런칭하여 한류 바람을 미용계에도 불어 넣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
었습니다. 또, 바쁘게 살아가는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을 표방하며 고객께서 도심 속 
일상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코쟈뎅'을 런칭하여 선진 체계화 된 박준뷰티랩 & 
에코쟈뎅 & 준앤안티 프랜차이즈 그룹을 완성하였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뷰티케어과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헤어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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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리지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6.05.01 대표자 김정문

소재지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82번길 17
매출액
(천원)

747,090

업종 음식 종업원수 9

생산품목 양식 홈페이지
https://goldenlizzy.modoo.
at/

기업소개

깔끔하고 정성스러운 요리, 세계 트랜드를 선도하는 부산의 레스토랑입니다.
현대판 한국 음식으로 다문화를 섞어 하나의 독특한 코스와 단품 요리를 제공하며 프렌치, 이탈리안, 일본
의 조리법을 한식과 양식에 담아내고 싱싱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요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분
들과 즐길 수 있는 부산의 레스토랑으로서 뉴욕 CIA출신 유명셰프가 선사하는 특별한 코스요리는 비주얼
은 물론 맛까지 잡은 동서양의 완벽한 퓨전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주방, 조리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내근100%, 근무복 지급

업무소개 양식 코스요리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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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참치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7.09.03 대표자 이정태

소재지 부산시 중구 해관로 73
매출액
(천원)

3,200,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22

생산품목 일식, 회 홈페이지 -

기업소개

참치 매니아들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참치 풀코스 요릿집
대한민국 조리기능장인 오너셰프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별한 신선한 참치를 매일 아침 공수하여 당일 
소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과학적인 해동과 숙성을 통해 잠재되어있는 마지막 1%의 맛까지 끌어내고 있
는 ‘본참치’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주방, 조리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중식제공, 석식제공

업무소개 일식 코스요리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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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다이닝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9.09 대표자 한태권

소재지
울산 남구 돋질로 312번길 
7

매출액
(천원)

900,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6

생산품목 양식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
/hey_dining/

기업소개

Dining : [식사. 잘 차린 식사를 하다.] 
‘Hey’에서 준비한 맛있는 공간 ‘헤이다이닝’입니다. 편안한 장소와 즐거운 다이닝을 선사합니다. 
PASTA STEAK WINE BEER
Have a Delightful Dining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주방, 조리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워크샵, 중식제공, 음료제공, 신규입사자 멘
토 제도

업무소개 파스타 및 스테이크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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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실현하는사람들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7.07.03 대표자 오몽석

소재지
부산 강서구 공항로 1409
번길 43-3

매출액
(천원)

6,050,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20

생산품목 육류,프랜차이즈 홈페이지 http://www.불막열삼.com

기업소개

모두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불막열삼
㈜꿈을실현하는사람들의 대표 브랜드인 ‘불막열삼’은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막창과 삼겹살을 판매하는 철
저하고 까다롭게 엄선된 등급의 원료육을 제공합니다. 시그니처 메뉴 외에 다양한 메뉴구성과 지속적인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 착한 프랜차이즈에 선정되었으며, 2022 매일경제 100대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주방, 조리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근무복 지급

업무소개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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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라7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9.03.01 대표자 서홍원

소재지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 
나길 30

매출액
(천원)

112,700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40

생산품목 베이커리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adel
ady1

기업소개

갓 구운 빵으로 행복을 전하는 ‘아델라7’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족의 딸 아델라는 백성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갖가지 달콤한 음식
들을 제공하여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인 ‘아델라7’은 747년 전 아
델라 신을 재현하여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등 많은 아이템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밀/쌀 그리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항상 건강하고 신선하게 만든 빵과 디저트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와 제품개발에 매진 중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제과·제빵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내근100%

업무소개 제과 및 제빵 생산



- 16 -

㈜피플앤푸드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0.11.13 대표자 전미화

소재지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29 
204호, 205호

매출액
(천원)

1,110,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13

생산품목 중식 홈페이지
https://hongudan2014.mod
oo.at/

기업소개

프리미엄 중화요리 전문점 ‘홍유단’
홍유단에서는 첫 번째 오너셰프가 직접 운영하며 변함없는 맛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당일 신선재료 소진
시 조기마감을 철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 홍유단의 모든 음식은 주문시 즉석에서 조리됩니다. 네 번째 음
식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 들여오는 신선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내가족 
내자식이 먹을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주방, 조리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내근100%, 근무복 지급

업무소개 중식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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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경양식&스테이크(광안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1.01.01 대표자 정태화

소재지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29 
201, 203호

매출액
(천원)

804,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10

생산품목 경양식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
/accounts/login/?next=%2F
royal_gwangan%2F

기업소개

광안리 바닷가를 보며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8090의 추억을 뉴트로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구현하여, 경양식과 품질좋은 스테이크를 착한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광안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광안리 오션뷰 맛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연인 가족 회식등의 소모임외에도 100명이상의 단체 모임도 하기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로얄경양식&
스테이크‘는 모든 음식은 주문시 즉석으로 조리됩니다. 당일 신선재료 소진시 조기마감을 철칙으로 합니
다. 음식재활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조리합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주방, 조리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내근100%, 근무복 지급

업무소개 양식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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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팩토리스푼베이커리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0.12 대표자 손성헌

소재지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
로 11, 8층

매출액
(천원)

2,500,000

업종 식품가공 종업원수 8

생산품목 쿠키,초콜릿,빵,케이크 제조 홈페이지
http://nurienw.cafe24.com/
spoon/sub02.php

기업소개

빵으로 감동을 주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빵을 만드는 ‘스푼베이커리’
믿을 수 있는 원재료의 고급화와 전제품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작업으로 생산해
내며 뷔페 더파티, 카페, 제과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스푼베이커리는 다양하게 변화되는 베이커리 시장
에 고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차별화된 고품격의 제품공급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베이커리 시장으로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제과·제빵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경조사 지원, 장기근속자포상, 우수사원포상, 생일선
물, 워크샵, 신입사원교육, 점심식사제공, 휴게실, 주차장제공

업무소개 식품 제조 제과/제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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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스워프동부산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1.07.01 대표자 박제준

소재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
관광로 34, 2층 201호

매출액
(천원)

2,660,000

업종 세계음식 종업원수 22

생산품목 해산물 홈페이지
http://www.ivikings.co.kr/ak
g/ko/main/main.asp

기업소개

국내 최초 랍스터 무제한 레스토랑
샌프란시스코의 Fisherman's Wharf(피셔맨스 워프)를 모티브로 해산물들이 눈 앞에 펼쳐져 마치 해안가에 
와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 직접 공수한 랍스터를 무제한으로, 수십가지 제
철 자연산 해산물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 주2-3회 항공 직송으로 수입한 랍스터를 무제
한으로 제공합니다. 직수입 연어, 신선한 국내선 제철 해산물, 한식, 양식, 중식과 폴바셋 커피, G.FASSI젤
라또, TWG Tea까지 무한으로 제공됩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주방, 조리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업무소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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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츠과자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6.11.19 대표자 이창환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6번길 46, 1~2층

매출액
(천원)

206,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12

생산품목 제과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
/metz__official/

기업소개

행복한 빵을 만드는 메츠과자점
갓 구운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있는 ‘메츠과자점’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제과·제빵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제과 및 제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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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스베이커리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0.05.10 대표자 송용규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26(부곡동)

매출액
(천원)

197,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5

생산품목 제과,제빵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
/songsbakery/

기업소개

유별난 정성, 정직한 빵 송스베이커리
갓 구운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있는 ‘송스베이커리’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제과·제빵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제과 및 제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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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라미과자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4.04.29 대표자 최정훈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
로 238(괴정동,1층)

매출액
(천원)

287,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6

생산품목 제과,제빵 홈페이지 -

기업소개

백년가게에 선정된 기본에 충실한 빵집 쉐라미과자점
‘쉐라미과자점’은 1974년에 처음 문을 열어 40년 넘게 3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빵을 계량하지 
않고 천연발효종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쉐라미과자점’은 일본과 프랑스 기술자에게 배운 64겹 
애플파이와 빵의 기본이 되는 통팥빵과 옛날 크림빵도 유명합니다.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
도록 사랑을 받아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았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제과·제빵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제과 및 제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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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트론과자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1.04.06 대표자 이호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
로 107번길 54

매출액
(천원)

2,400,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25

생산품목 제과,제빵 홈페이지
https://instagram.com/patis
serie_citron?igshid=YmMy
MTA2M2Y=

기업소개

기본에 충실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100% 우리밀을 사용한 씨트론과자점
빵, 케이크, 쿠키, 샌드위치, 수제초콜릿 등 다채로운 메뉴를 100% 우리 밀로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
리 밀만을 사용한 밀가루, 국산 팥을 고집하는 팥빙수, 프랑스산 초콜릿 등 최고의 재료로 제빵, 제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칼피지아니 젤라또 유니버시티에서 배워온 전통 이탈리안 수제 젤라
또도 맛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 명품 빵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제과·제빵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제과 및 제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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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지앤지(G&G)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1.08.31 대표자 구자윤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29(연산동)

매출액
(천원)

131,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14

생산품목 제과,제빵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rnw
kdbs2997

기업소개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구자윤과자점
2022년 제과, 제빵 명인으로 선정된 구자윤 명인은 2008년부터 ‘구자윤과자점’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하
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제과기능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천연발효종을 저온 냉장 방식으로 48시
간에서 72시간동안 저온 숙성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제과·제빵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제과 및 제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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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네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0.02.01 대표자 이명석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36(수영동)

매출액
(천원)

636,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5

생산품목 양식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
/rione_busan/

기업소개

분위기가 좋은 양식 레스토랑 리오네
대표 메뉴는 트러플감자뇨끼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주방, 조리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중식제공, 내근100%

업무소개 양식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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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강호식품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1.01.01 대표자 강재환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주게 연산동 
490-4

매출액
(천원)

6,813,000

업종 도소매,제조업 종업원수 11

생산품목 축산물 홈페이지 -

기업소개 축산물 도소매 및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강호식품
축산물 제조/가공/도소매 등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축산업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중식제공, 근무복 지급, 식비/식권 지급, 간식제공

업무소개 육고기 생산 및 가공,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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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보리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4.04.22 대표자 박지만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
로 52, 1층

매출액
(천원)

39,500,000

업종 음식 종업원수 250

생산품목 한식 홈페이지
http://kitchenborie.com/
http://www.thebay101.com

기업소개

열정의부엌, 대도식당, 싸이드커피, 핑거스앤쳇 키오스크, 보리에 베이커리 앤 델리 다양한 브
랜드를 운영하는 ㈜키친보리에
㈜키친보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등심 전문식당인 50년 전통의 왕십리 `대도식당`과 카페 `SIDE`를 운영하
고 있는 외식 전문 기업입니다. 2014년 5월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 부산 최대 요트 테마 시설을 갖춘 `The 
bay 101`을 그랜드오픈했으며, 더베이 101내부에는 '대도식당', '핑커스앤챗', 카페 사이드', '다이닝펍', 멀티
샵 '갤러리101'을 운영하는 신개념 외식 전문 기업으로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모집분야 제과·제빵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제과 및 제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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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학공업(주)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4.07.01 대표자 안창덕

소재지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109

매출액
(천원)

1,965,760

업종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종업원수 38명

생산품목
점착테이프류, 환경설비류,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
홈페이지 www.sgchem.co.kr

기업소개

세계화학공업(주)는 1972년 창립 이래 표면보호용 테이프 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으며, 21C진보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차세대 환경에너지 분야에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건강검진/경조사 지원, 장기근속자/우수사원 포상 등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 1 -

 (주)디에프씨(주)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3.08.01 대표자 황지원

소재지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1길 
79(주남동)

매출액
(천원)

763,731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25명

생산품목 합성수지 홈페이지 dfc2003.com

기업소개

㈜디에프씨는 페인트용 합성수지 제조회사로서, 20여년동안 꾸준한 연구개발로 얻은 핵심기술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자녀학자금, 명절선물, 점심·저녁 제공, 통근버스 등

업무소개 합성수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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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론산업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4.08.09 대표자 서동수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실로 
403-13 

매출액
(천원)

73,540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5

생산품목 코팅제 홈페이지 -

기업소개 주요 사업내용 : 스테인리스 코팅용 우레탄수지 및 도료 제조
주요 취급품목 : 우레탄수지, 우레탄도료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명절선물, 점심식사, 유니폼, 주차장 제공

업무소개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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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켐스타퍼시픽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7.06.01 대표자 허종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3길 
66

매출액
(천원)

203,214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5

생산품목 윤활유 홈페이지 http://chemstar.kr/

기업소개

켐스타퍼시픽은 화학 윤활유 산업분야의 신세대주자로서 20여년간 현장 속에서 배운 다양한 경험과 기술
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엄선 추천하고, 최고의 만족을 남길 수 있는 제품을 개발, 공급합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학제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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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케미칼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4.06.09 대표자 박기호

소재지 울산시 울주 온양읍 회학3길 
56-4

매출액
(천원)

50,000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9

생산품목 점착제 홈페이지 csweb.kr

기업소개

씨에스케미칼은 수용성 아크릴 점착제 미 ㅊ솔벤트 타입 아크릴 점착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뛰어난 기
술 집약적인 중소 이업입니다. 2004년 창립 초기부터 제품 R&D 인프라 구축을위한 회사 발전에 모든 역
량을 집중하고 산업용 양면 테이프, 자동차 및 전자 제품 분야에 적용되는 점착제를 생산해 왔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점착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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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일화성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1994.01.01. 대표자 임종일

소재지 울산시 울주 온양읍 회학3길 
38-16

매출액
(천원)

8,301,300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75

생산품목 에폭시, 우레탄 홈페이지 http://kor.jeilchemical.com/

기업소개

100%자체 생산 설비 설계 및 제작
1991년부터 쌓은 기술 노하우
연간 3만톤의 생산 능력 및 다양한 OEM 제품 생산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건강검진, 우수사원포상, 경조사 지원

업무소개 화학제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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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몰드테크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3.06.10 대표자 하대근

소재지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186 매출액
(천원)

166,837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15

생산품목 금형 홈페이지 -

기업소개 주형 및 금형 제조업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금형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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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산업(주)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1991.02.04 대표자 박승주

소재지 부산시 강서구 녹산내정로 167번
길 26

매출액
(천원)

414,205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19

생산품목 아크릴수지 홈페이지 www.orionind.co.kr

기업소개

당사는 1984년 11월 시멘트특약점으로 설립하여 1987년 5월부터 타일특수시멘트 및 타일 접착제를 생산
하였으며 2005년 부터 선박용 DECK COMPOSION SYSTEM 제조업체로서 발족 고객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호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장인정신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지상목표로 두고 초일류기업으
로 향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학제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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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와이이노테크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5.09.22. 대표자 이연화

소재지
부산 남구 신선로 428, 산
학협력관 322호

매출액
(천원)

88,785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11

생산품목 산업용 로봇 홈페이지 www.syino.com

기업소개

최첨단 미래 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헬스케어 로봇, 소프트웨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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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산업가스(주)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8.07.01. 대표자 김성주

소재지 전북 군산시 공항로 161
매출액
(천원)

311,411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17명

생산품목 산업용가스, 의료용가스 홈페이지 http://www.dhsanso.com/

기업소개

저희 업체는 1976년 창립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스 산업 분야에서 정품정량의 납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고객사에 신속하고 안전한 공급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학제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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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양화성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1962.10.01 대표자 지혜경

소재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37-10

매출액
(천원)

1,191,762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30

생산품목 도료 및 관련제품 홈페이지 jinyangchem.com

기업소개 화공약품 등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체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도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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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영유화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1996.10.15. 대표자 조재혁

소재지
부산시 사상구 장인로 37번
길 115-12

매출액
(천원)

52,000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17

생산품목 친환경 산업용 세정제 홈페이지 syochem.ne

기업소개

저희 세영유화는 국민 베스트 기업, 우수 중소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새로운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여 보다 더 만족스런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앞선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최고의 제품과 친
환경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학제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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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성인텍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0.07.01 대표자 전성일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73-20 회동첨단산업단지 
브이원타워 603호

매출액
(천원)

26,000

업종 분석업 종업원수 20

생산품목 환경오염물질측정대행업 홈페이지 kosungintech.co.kr

기업소개
저희 (주)고성인텍은 2011년에 창립하여 환경관련 측정대행업을 주업무로 
하면서 관련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집약의 환경종합회사 입니다.
현재, 분석팀과 측정팀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업무분담이 진행되며, 1/2종 및4/5종업체
약 70여 업체를 일정을 나누어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분석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점심제공

업무소개 환경오염물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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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코마인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8.08.12 대표자 문외숙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 
16번길 1, 402호,404호,405
호

매출액
(천원)

221,957

업종 화장품 제조업 종업원수 15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http://www.ecomine.co.kr/

기업소개

자연에서 찾은 신비로운 치유의 생명력과 에코마인의 기술력을 제품에 담아 전달
1,000만이 넘는 탈모 인구 증가에 따른 시장의 확대와 고객 요구 및 니즈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비용, 두
피 타입별 프로그램,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2002년 두피 관리 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2008년 에코마인 
두피 모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에서 생산, 판매까지 고객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를 통
해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두피·모발 관리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외 18개점의 두피 관리 프랜차이즈
를 운영하고 있으며, 5,000여 개 헤어살롱에 차별화된 모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피·모발 
관리 시스템에서 스킨케어 시스템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철저한 프로젝트 관리와 차별화된 기술력, 오
랜 시간 축적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 노하우로 글로벌 뷰티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생산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신입사원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점심식사제공, 저녁
식사제공, 사무용품지급, 휴가비지원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생산 / 자재 조달 및 관리, 자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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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지엠플랜트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5.01.05 대표자 유동민

소재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04 
2층

매출액
(천원)

294,762

업종 화장품 제조업 종업원수 12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http://www.gunmisu.kr/

기업소개

건강한 아름다움, 행복한 성공을 만드는 주식회사 지엠플랜트
정직한 제품으로만 다가서며 피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건미수는 주식회사 지엠플랜트가 
유통하는 모든 브랜드를 통합하는 자연주의 브랜드입니다. 뷰티 토탈케어 브랜드인 건미수는 항상 합리적
이고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생산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상여금, 식비지원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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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프로덕트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7.08.27 대표자 이승준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중앙로 97, 에이동 3902호

매출액
(천원)

617,700

업종 화장품 제조업, 도소매 종업원수 22

생산품목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홈페이지 http://iproduct.co.kr/

기업소개

가치 있는 제품을 제시하다
아이프로덕트는 개인의 성장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개인의 성장은 곧 회사의 성장이며, 서로 발전의 지향
적 양분이 됩니다. 이에, 직원들의 능력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프로덕트는 좋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제조업들을 발굴하여,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생산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장기근속포상, 웰컴키트, 식사 및 간식비. 통신비, 도
서구입비, 제품할인, 경조사지원, 생일상여금, 문화의 날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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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펀샤인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7.04.25 대표자 설성문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
로 21, 1102호

매출액
(천원)

146,912

업종 화장품 제조업 종업원수 13

생산품목 화장품, 향수 홈페이지 http://funshine.co.kr/

기업소개

향기전문 브랜드 옵타움 운영회사
펀샤인은 15여년 간의 해외진출 노하우로 우수한 한국의 뷰티, 기술 그리고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사
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고의 향기 전문 회사로 K-BEAUTY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
다. 롯데백화점, 올리브영, 카카오선물하기에 입점 되어 2018년 런칭 이후 두터운 옵타움 팬텀을 형성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펀샤인은 모든 구성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스스로가 재미나
고 멋진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생산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식대, 교통비, 업무활동비, 교육비, 건강검진, 인센티
브, 제품할인, 사무용품 지급, 경조사 지원금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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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솔루션주식회사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9.05.13 대표자 문영란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
로 126번길 4, 1층(강동동)

매출액
(천원)

79,740

업종 화장품 제조업 종업원수 8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https://bbsolution.co.kr/def
ault/

기업소개

시장의 트렌드를 통찰해 고객 피부에 맞는 최상의 솔루션과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
AI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화장품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
한 솔루션 및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 인공 지능 기반 학습형 피부측정 기술을 적용합니다. OEM/ODM 컨
설팅으로 고객의 제품 의뢰 후 개발, 제조생산, 출하에 이르기까지 영업부와 연구개발전담부등 유관부서가 
입체적으로 협업하여 고객의 니즈를 실현합니다. 뷰티 교육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합한 제안을 할 수 있는 뷰티 코치가 되어 가치를 높여주고 살롱 비즈니스를 성장시
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생산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생일선물, 신입사원교육, 식비지원, 사무용품 지급, 휴
가, 자유복장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생산



- 7 -

㈜미영씨앤씨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0.10.27 대표자 문미경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
로 126번길 8(강동동)

매출액
(천원)

18,401

업종 화장품 제조업 종업원수 7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http://miyoungcnc.com/

기업소개

인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인간중심 융합기술 기업
(주)미영씨앤씨는 화장품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 바탕으로 
소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실용연구와 최종 대량 생산 성공을 위해 천연물을 이용한 원료를 시장에 공급 
사업화하여 인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생산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신입사원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휴가, 자유복장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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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클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1.06.29 대표자 한상윤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4
번길 23, 602호(대연동)

매출액
(천원)

-

업종 화장품포털서비스 종업원수 5

생산품목 화장품, 네일 홈페이지 https://naclapp.com/

기업소개

네일클로젯에서 나만의 네일을 골라입자! 온라인 수제네일팁 셀렉트샵, 네클
네클은 네일과 뷰티를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고민하며 선보이는 크레이이티브 수제네일팁 셀렉트샵입니다. 
국내 네일 디자이너들의 고유한 컨셉을 소개하여 고객의 취향과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
내 다양한 네일 디자이너와의 단독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비롯하여 네클만의 감각적인 네일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클은 국내 트렌디한 네일 디자이너를 발굴하여,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
니다. 네일을 디자이너에게 단기적인 매출만이 아닌 로컬 네일살롱의 브랜드화를 지향하는 파트너쉽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네일 디자이너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네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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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영이즈피부과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0.05.25 대표자 성재영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 10, 4층 401호

매출액
(천원)

117,000

업종 피부과 종업원수 12

생산품목 피부과 홈페이지 https://easeskin.co.kr/

기업소개

건강한 피부는 느리게 완성된다
단기간 마법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며 저희 성재영이즈피부과를 찾아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개인의 습관과 성격 등 한 사람의 오랜 역사가 담겨있기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은 더
욱 문제가 곪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재영이즈피부과의 시간은 빠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모든 
스탭은 겉으로 보이는 피부 문제뿐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돌아보고 ‘당신의 시간도 느리게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피부관리사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활동비, 장기근속자 포상, 생일선물, 명절선물, 워
크샵, 신입사원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점심식사 제공, 사무용품지급, 
유니폼지급

업무소개 페이셜&데콜테관리, 고객응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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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미뷰티그룹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1.02.01 대표자 윤병한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
로183번길 148, 3층(연지
동)

매출액
(천원)

45,000

업종 화장품 제조업 종업원수 5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https://re-beauty.co.kr/

기업소개

아름다움에 이로움을 더하다
2004년부터 교육 및 임상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을 바탕으로 시작된 토탈뷰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주
식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혈류 테라피를 가지고 ‘리 에스테틱’이라는 에스테틱 프랜차이즈업을 
하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기획과 연구를 통해 천연 한약재를 가지고 화장품 원료를 
추출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 ‘리앤미 코스메틱’을 통하여 자체 화장품생산 공장을 통하여 지
속적인 기능성 화장품들과 동시에 ‘리앤미 메디컬코리아’를 통해 의료기기와 미용기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
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생산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자율복장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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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힐럭스뷰티뱅크장전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7.02.16 대표자 최경혜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09

매출액
(천원)

25,000

업종 피부미용, 화장품 도소매 종업원수 5

생산품목 피부관리, 화장품 홈페이지 http://healuxbank.com/

기업소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닥터힐럭스 뷰티뱅크
영원한 아름다움은 모든 여성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다보면 정작 내
적인 건강을 해칠 때가 많습니다. 피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인 스킨케어, 몸을 상하게 하는 다
이어트와 비과학적인 바디케어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닥터힐럭스 뷰티뱅크는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
움은 건강함에서 연유한다는 인식아래 최상의 전문 화장품과 과학적이고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케어 프
로그램을 통해 모든 여성들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향한 꿈을 현실로 완성해 드립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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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레스문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9.09.10 대표자 문은빈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
단261로 84, 1동 1층(송정
동, 한길정공)

매출액
(천원)

56,220

업종 화장품 도소매 종업원수 16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http:///www.theblessedmo
on.com/

기업소개

Shs Is So Blessed!
본연의 타고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신선한 도전을 통해 전 세계 여성들의 뷰티 
라이프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축복받은 그녀들의 아름다움에 보탬이 되고자, 끊임없는 연구
와 개발을 통해 가장 트렌디하고 아름다운 뷰티&패션 라이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고객이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뷰티 라이프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식비지원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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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케이인터내셔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2.05.01 대표자 오경희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
대로252번길 20, 1층(개금
동)

매출액
(천원)

268,000

업종 화장품 제조업, 원료 종업원수 5

생산품목 화장품, 비누, 방향제 홈페이지 http://ww.naemall.co.kr/

기업소개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원료
믿을 수 있는 품질, 합리적인 가격, 화장품 전문가가 운영하는 천연원료 쇼핑몰입니다. 멋지고 블링블링한 
피부를 만듭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원료 제조 및 생산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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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스윗솔루션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1.04.26 대표자 이현정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
78번길 25, 레미안(범방동)

매출액
(천원)

15,000

업종 화장품 제조업, 도소매 종업원수 5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https://sweetsolution1.mod
oo.at/

기업소개

향기전문 화장품 제조업체
내가 선호하는 향기, 나에게 어울리는 1:1 맞춤 솔루션으로 나만의 향기를 찾아드립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생산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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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닥터메이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9.10.25 대표자 이대규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
정상가6길 9, 501-3호(두정
동, 올양빌딩) 

매출액
(천원)

60,000

업종 화장품 제조업, 도소매 종업원수 5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http://drmei.kr/

기업소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기업, 닥터메이
닥터메이는 한국에서 인정받은 20년 노하우 에스테틱 제품의 베스트셀러들로 구성되었으며 럭셔리한 아
름다움의 미를 선사해주는 GNB, 개인의 문제성/고민성 피부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 앰플로 각 제품별 속
효성이 탁월하며 기능성 원료와 15종의 아미노산 및 천연 추출물 성분의 함유로 피부의 순수한 아름다움
을 되찾아 주는 닥터랄라, 인체 피부 구조와 비슷한 조성을 가진 타조 오일의 함유로 피부 침투력이 탁월
하며 보습,습윤 및 각종 고민성 피부의 케어 효과까지 더한 2중 기능성 화장품인 O’RICH 브랜드로 고객
만남에서 제품개발까지 아름다운 행복을 나누는 기업 브랜드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화장품 제조 및 생산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및 생산



- 1 -

 (주)센트프로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9.3.26 대표자 조미내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매출액
(천원)

25,254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5

생산품목 실내가향제 홈페이지 http://www.scentpro.co.kr/

기업소개

공간과 시간을 담아두는 방식은 제각각 다릅니다.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는 방법도 제각각 다릅니다. 누구
나 간직하는 행복한 순간을 불러내는 열쇠, 마스크 너머 따뜻했던 기억이 필요한 순간 향기에 가치를 더
합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가향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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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메이베나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1.05.17 대표자 정억수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301호

매출액
(천원)

-

업종 화장용품 도매업 종업원수 5

생산품목 도매업 홈페이지 http://www.maybena.com/

기업소개

순수한 나를 만나는 작은 습관 '메이베나' 입니다. 아직은 소규모의 기업이지만 해외수출, 크라우드펀딩 , 
국내 온라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메이베나는 이제 시작
하는 기업으로써 인재와 기업이 같이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더욱 크게 성장할 K-뷰티 시장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같이 성장해 나갈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도매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상여금, 자기계발비 지원

업무소개 화장품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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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알리아스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9.04.09. 대표자 조기용

소재지
경남 김해시 관동로 14, 
505호

매출액
(천원)

5,900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종업원수 12

생산품목 소프트웨어, 화장품 홈페이지 http://alijas.co.kr/

기업소개

Digital Beauty & 3D contents 전문 기업 알리아스 입니다
알리아스는 기술과 감성의 융합을 통해 아름답고 생생한, 감각적인 콘텐츠를 만듭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마케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장품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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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티읕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7.10.25. 대표자 윤태준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810

매출액
(천원)

134,849만원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5

생산품목 여성용품 홈페이지 www.tieut.com

기업소개

여성이 가진 불편함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더 나은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합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간식 제공, 생일선물, 휴가비 지원

업무소개 가향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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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코스메틱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5.05.02 대표자 김옥희

소재지
부산 수영구 수영로 767 4
층

매출액
(천원)

-

업종 도소매 종업원수 5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blog.naver.com/oooki32

기업소개

병원, 에스테틱 컨설팅,창업, 기기등 수입브랜드부터 국내브랜드까지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 취급점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마케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장품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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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강남의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3.11.17 대표자 박진익

소재지
경상남도 양신시 양산역6길 
3

매출액
(천원)

-

업종 서비스 종업원수 5

생산품목 피부과 홈페이지 http://kangnamclinic.com/

기업소개

피부를 관리하는 양산강남의원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피부관리사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피부관리사, 고객응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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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맘프리미엄센터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20.05.01. 대표자 신미자

소재지 서비스
매출액
(천원)

-

업종 피부미용, 화장품 종업원수 5

생산품목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94 3층 308호(좌동, 엘리
움)

홈페이지 https://elmom.modoo.at/

기업소개

우리의 테라피는 한 생명의 우주를 마주하는 일임을 늘 생각하고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케어를 약속드
립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서비스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고객응대서비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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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성인터네셔널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14.11.01. 대표자 김경희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동로 57 부산디자인진흥원 
5층 505-1호

매출액
(천원)

41억5,905만원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7명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www.isamsung.kr

기업소개

주식회사 삼성인터네셔널은 당신이 몰랐던 뷰티 라이프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
는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갑니다. 이에 따라 
벨카, 로로코 등에 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 제품 등을 통해 뷰티를 실현하고 있으며 온라인, 국내외 오픈
마켓 및 오프라인 면세점에 입점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원칙인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재료와 최
고의 기술력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좋은 원료, 깐깐한 품질의 화장품을 제작합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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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킨헬스코스메틱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1994.05.19 대표자 김길영

소재지
부산 남구 용호로 158번길 
94, 303호

매출액
(천원)

-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5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http://gskin.co.kr/

기업소개

저희 스킨헬스 코스메틱은 지난 1978년 창업 이래 이름보다 품질을 앞세워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제
품이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와 신념으로 고객 여러분의 영원한 미의 동반자로 그 사명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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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떼화장품

Ⅰ  기업개요

설립일자 2003.12.1 대표자 전혜정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4 4층

매출액
(천원)

-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20명미만

생산품목 화장품 홈페이지 https://santecosmetic.co.kr/

기업소개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인 노하우들이 결집되어 지금도 탄탄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회사 상떼화
장품은 전문 화장품을 제조, 생산은 물론 납품까지 전반적으로 전담하며, 에스테틱, 피부 관리실, 피부과, 
한의원, 미용실 등의 뷰티 산업 곳곳에 전문가용 솔루션 및 다양한 미용 기기 등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전 경험과 업무 지식, 18년이 넘는 노하우가 담긴 믿고 사용 할 수 있는 코스
메틱 제품을 제작하며, 높은 양질의 제품 교육과 요즈음 트랜드에 발맞춘 SNS, 인터넷 블로그 마케팅 교
육, 거기에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로 뛰는 전문 영업 사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고객님들의 성공을 컨설팅
해 드리는 회사입니다.

Ⅱ  선발정보

참여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모집분야 제조업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업무소개 화장품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