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기업단위

(주)미주산업 제2공장 4

(유)명인 4

(유)대양디에스 4

(주)대한선박기술 1

(주)세일정공 2

(유)장성테크 2

(유)우리테크 5

(주)정수마린 3

(주)청진 2

(유)태양 3

(주)정동중공업 2

(유)대명엔지니어링 2

(유)더블유 3

(주)알비티모터스 3

㈜한국항공조명 2

㈜데스틴파워 3

㈜에스얜에스 2

㈜쌍용전기 1

㈜피에스텍 1

㈜웨이브쓰리디 2

㈜메타파스 2

㈜케이제이이엔씨 2

㈜가람이엔씨 2

㈜오픈노트 1

㈜애니듀 2

㈜티써프 1

㈜엠엔유튜브 2

㈜아이티맨 1

파워콘스 1

㈜대우중전기 2

㈜아이오티플러스 2

㈜로웰에스엠 2

㈜신성산전 3

㈜하이옥스 2

㈜대신이엔텍 1

㈜동우전기 1

㈜엑스오 2

소프트웨어학과 참여업체없음 30 30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공과대학

2023학년도 수시 신입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기업단위별)
모집단위

대학 모집인원(학과별)

40

40



피티더블유코리아㈜ 1

㈜오베네프 2

㈜지명스포츠 2

㈜페스원 1

㈜미항주거복지센터 2

(유)삼성이엔씨 2

㈜대한식품 2

㈜에이치앤철강 1

㈜캠프밸리 1

㈜에프엔디 1

자람푸드농업회사법인(주) 2

케이제이이엔씨(주) 2

㈜웨이브쓰리디 3

㈜예일디자인 1

NAUM SE 1

㈜레인아이 1

㈜드림테크 1

㈜아이티에스 1

엠엔유튜브 1

㈜하이옥스 1

천연테크놀러지 1

㈜대월엔지니어링 1

㈜알비티모터스 2

폰타나비치관광호텔 1

(주)한국항공조명 2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2

㈜파라 1

(유)에스제이 1

150 150총계

경영대학 스마트비즈니스학과 40



2023학년도 목포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 채용약정기업 현황

     

01 (유)대양디에스 08 (유)대명엔지니어링

02 (유)명인 09 (주)청진

03 (유)우리테크 10 (주)대한선박기술

04 (유)태양 11 (주)정수마린

05 (유)더블유 12 (유)장성테크

06 (주)미주산업 제2공장 13 (주)세일정공

07 (주)정동중공업 14 (주)알비티모터스



01. (유)대양디에스       
 「현대삼호중공업(주) 건조1부 P.E 대표회사」
저희 회사는 2013년 7월 대양이라는 개인회사로 기업을 시작하여, 2014년 (유)대양디에스라는 
법인회사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현대삼호중공업(주) P.E 업무를 대표하는 협력업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선, PCTC선, RIG선, LNG선, 해양구조물 등 다양한 선종 및 구조물을 
건조한 경험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4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기업명 (유)대양디에스 대표자 김두식

설립일자 2014. 01. 01. 매출액(2020년 예상) OOOO백만원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종업원수 98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선박구성부분품 대표전화 061-460-4031

모집분야 생산직(조선소 건조부)

직무내용 취부/용접 우대조건 조선 업무 경력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17:00 기숙사제공여부 타지역 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상여금, 중식제공, 통근버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일학습병행제 지원, 연차수당제도, 하기휴가
현대삼호중공업(주) 협력업체 기준에 따름(휴가비, 명절지원비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4.01 법인 설립 2016.12 우수 경영자상
2014.08 우수 협력사상 2019.07 품질 우수팀상
2014.10 ISO 9001 인증 2019.08 안전 우수협력사상



03. (유)우리테크
 「(주)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의장,기계설치 대표회사」
너와 내가 아닌 우리!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같이 
걸어갈수 있는
존중,배려,소통,화합이 되는 기업

▣ 2023학년도 입학 약정인원 : 5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기업명 (유)우리테크 대표자 유일병
설립일자 2021.01.04 매출액(직전년도) 5000백만원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93 종업원수 105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선박구성부분품 대표전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보유중

모집분야 생산직(조선소 의장건조부)
직무내용 취부/용접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17:00 기숙사제공여부 타지역 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상여금, 중식제공, 통근버스,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 일학습병행제 지원, 연차수당제도, 하계휴가,
현대삼호중공업(주) 협력업체 기준에 따름(휴가비, 명절지원비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21.1.4 법인설립 2022.01.10 ISO 9001인증

2021.12.25 고용우수 중소기업 선정 2022.05.01 현대삼호중공업 우수협력업체 1등



04. (유)태양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기업」
(유)태양은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로서 선박의 DOCK공정 BLOCK 취부, 용접, BLOCK 
SETTING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3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기업명 (유)태양 대표자 안정석
설립일자 2008. 07. 31. 매출액(직전년도) -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종업원수 212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선박구성부분품, 강선건조 대표전화 061-460-403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

모집분야 선박 생산
직무내용 조선취부사 우대조건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17: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상여금, 통근버스

기타사항

일자 주요내용
2008.07 (유)태양 설립



05. (유)더블유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기업」
(유)더블유는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로서 선박의 DOCK공정 BLOCK 취부, 용접, BLOCK 
SETTING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3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기업명 (유)더블유 대표자 조범상

설립일자 2019. 02. 19. 매출액(2020년 예상) OOOO백만원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종업원수 300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선박구성부분품, 강선건조 대표전화 061-461-1385

모집분야 생산직

직무내용 취부/용접/품질관리 우대조건 관련분야 자격증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17:00 기숙사제공여부 일부 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상여금, 중식제공, 통근버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일학습병행제 지원, 연차수당제도, 하기휴가
현대삼호중공업(주) 협력업체 기준에 따름(휴가비, 명절지원비 등)



06. (주)미주산업제2공장   
 「호남지역 조선 철의장품 생산전문 대표기업」
당사는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사외 협력사로서 2006년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선박블록, 배관 및 철의장품 도장전문 기업과 2018년 선박구성부분품 철의장품 제작 
전문기업을 설립하여 지역 내 최고의 Smart Factory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및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로 지역 내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4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기업명 (주)미주산업제2공장 대표자 박정현

설립일자
본사 : 2006.05.01.

제2공장 : 2018. 01. 04.
매출액(2020년 예상) OOOO백만원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종업원수 38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선박구성부분품 철의장품 대표전화 061-462-5404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모집분야 선박구성부분품 철의장품 Pipe Support 취부(가용접)
직무내용 철의장품 제작 우대조건 정비 자격증 보유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7:40 ~ 17:40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 기업 연혁
가타사항 병역특례가능, 미주산업제2공장내 근무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6.05 (주)미주산업 설립 2017. 대한조선(주) 사외 협력업체 등록
2013.09 ISO9001. 14001, OHSAS18001인증 2015. 삼성중공업(주) 협력업체 등록
2016.12. 영암군수 표창 2018.01. 미주산업제2공장 설립
2018.1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018.09.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시행

2018. 선급 WPS 인증(DNV-GL, ABS) 2018.05. 위험성평가 인증
2018.12. 전라남도지사 표창 2019 선급 WPS 인증(LR)
2019.06. ISO45001 인증 2019.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2019.10. 병역특례업체 지정 2019.08. 전라남도 유망주소기업 지정
2019.12. 전라남도 고용우수기업 지정 2019.12. 인재육성형 우수기업 선정
2019.11.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 2019.1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2019.12. 현대삼호중공업 우수협력사 수상 2020.02. 파트너기업 지정

2020.07. 전라남도 지역스타기업 지정 2020.07.
위험성평가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9.12. 특허등록(형강재 마킹자동화) 2020.03. 특허등록(Steel Pl.사상자동화)
2020.04. 특허출원(자동그라인딩 장치) 2020.07. 특허출원(로봇용접 자동화 시스템)
2020.07. 특허출원(형강재 마킹자동화) 2020.07. 상표 출원(CI/BI)



07. (주)정동중공업    
 당사는 1997년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Hand Rail 전문 생산업체를 
설립하여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한조선(주) Hand Rail을 70% 납품해 오고 있
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기업명 (주)정동중공업 대표자 김시건
설립일자 2005년 06월 03일 매출액(직전년도) 5,114백만원
소재지 전남 영암군 종업원수 00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선박구성부분품(31114) 대표전화 061)462-8355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있슴

모집분야 생산직(조선소 건조부)
직무내용 취부/용접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17:00 기숙사제공여부 본인부담

복리후생 4대보험, 상여금, 중식제공, 통근버스, 연차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20.06.09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2021.10.0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0.12.16 뿌리기업 확인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2022.08.01 유망 중소기업 지정서 전라남도지사
2022.04.25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08. (유)대명엔지니어링    
  「선박설계(기장설계) 대표 회사」
해양/조선 설비중 기장설계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코자 
설립. 저희 대명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엔지니어링 업무에 임하여 고객의 다양
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임을 자부합
니다. 대명엔지니어링의 임직원들은 항상 변함없는 자세로 고객 여러분의 어떠
한 요구에도 부응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며,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2명

▣ 기업정보(예시)

▣ 취업정보(예시)

기업명 (유)대명엔지니어링 대표자 김보성
설립일자 2005년 06월 03일 매출액(직전년도) 1,400백만원
소재지 전남 영암군 종업원수 33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선박설계 대표전화 061)460-485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없음

모집분야 사무직(설계부)

직무내용 설계 우대조건
근속연수에 따른 

인센티브
연봉 최저임금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17:00 기숙사제공여부 본인부담

복리후생
4대보험, 상여금, 통근버스,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 일학습 병형제 지원,

생일 축하금, 근속 축하금(5년,10년)



09. (주)청진              
 「품질경영시스템 적극적 시행, 고객만족 최우선, 고품질 제품공급」
(주)청진은 컨베이어, 해상크레인, 산업설비 및 운송설비, 조선기자재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각오와 성실한 노력으로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기업명 (주)청진 대표자 곽근성
설립일자 2014. 10. 06. 매출액(직전년도) 4,486백만원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종업원수 21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산업설비, 운송설비 대표전화 061-464-1948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주)청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2018년 03월 설립)

모집분야 현장직
직무내용 현장직 우대조건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17: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중식제공, 연차수당제도, 하기휴가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4.10 (주)청진 설립 2017.05 선급(NK, KR) 강용접 인증
2015.09 ISO 9001인증 2018.0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16.10 한국무역협회 회원 2018.07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16.11 벤처기업 등록 2019.04 덤핑도어 시스템 특허출원



10. (주)대한선박기술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주)대한선박기술」
(주)대한선박기술은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여객선, 크루즈선, 요트, 해양플랜트, 함정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설계/시공에 대한 완벽한 Total Turn-Key공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최고의 선박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노력합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주)대한선박기술 대표자 엄혜정
설립일자 2012. 05. 14. 매출액(2020년 예상) OOOO백만원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종업원수 11명
업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홈페이지 www.daehanship-tech.com

주생산품목
선박설계, 감리
선박인테리어, 

해양레져장비제작
대표전화 061-462-763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기업부설연구소 보유(2014년 12월 설립)

모집분야 선박 설계
직무내용 선박 설계 우대조건 CAD 가능자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9:00 ~ 18: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상여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일학습병행제 지원, 

연차수당제도, 하기휴가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2.05 (주)대한선박기술 설립 2013.12 알루미늄 선체제작고업 특허
2012.06 ISO 9001:2008 인증 2014.07 벤처기업 연장
2012.07 벤처기업 등록 2014.09 수상제트보트 디자인 등록
2012.12 본사이전(고양시-영암대불산단) 2014.10 엔지니어링협회 등록
2013.02 전라남도 투자협약서(MOU)체결 2014.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1. (주)정수마린         
 「중소형 알루미늄 선박 건조 전문기업」
전문적인 용접기술과 노하우로 각종 선박을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견고하게 제작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제품 생산을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 최고의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3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기업명 (주)정수마린 대표자 박광규
설립일자 2017. 05. 17 매출액(2020년 예상) OOOO백만원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종업원수 7명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홈페이지 www.jsmarine.co.kr

주생산품목 선박기자재, 선박설계 대표전화 061-461-402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주)정수마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2017년 11월 설립)

모집분야 선박 설계 및 현장직
직무내용 설계 및 현장 우대조건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9:00 ~ 18: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중식제공, 상여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일학습병행제 지원, 연차수당제도, 하기휴가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8.12 정수 ENG 설립 2017.09 어장관리선용 선체 디자인 등록
2016.06 정수마린 설립 2017.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02 WPS 인증 2018.03 뿌리기업 인증
2017.05 (주)정수마린 설립



12. (유)장성테크      
「과감한 개척과 상호협력하는 (유)장성테크」

2017년도에 설립한 저희 회사는 의장품 생산회사로서 고품질의 선박 자제들을 생산하기 위
해 과감한 투자와 직원들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짧은 시간내에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다각화로 새로운 사업 분야의 과감한 개척을 시도하며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끊
임없는 노력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모두의 만족과 신뢰를 얻을 수 있
는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업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기업명 (유)장성테크 대표자 박 재 영
설립일자 2017년 매출액(직전년도) 6,101(백만원)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310 종업원수 20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선박 철의장 대표전화 061-461-2314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有

모집분야 선박 구성 부분품 제작
직무내용 용접 및 절단 우대조건 해당 직무 근무경험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17:00 기숙사제공여부 o

복리후생 4대보험, 중식제공,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 연차사용촉진제도, 하계휴가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7. 04 기업 설립 2020. 08 유망 중소기업 인증
2019. 04 부설연구소 설립 2020. 08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록



13. (주)세일정공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장하는 (주)세일정공」
 저희 회사는 성실, 믿음, 신뢰라는 세가지 모토 아래 설립되었으며, 새로운 고객가치와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박 산업의 파이프 전문 생산회사로써 고품질의 선박 자재들을 생산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와 꾸준한 노력은 우리 세일정공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 여려분 모두에게 만족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장하는 업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기업명 (주)세일정공 대표자 장 이 순
설립일자 1997.07.25. 매출액(직전년도) 3,478 백만원
소재지 전남 영암군 종업원수 40 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배관 파이프 대표전화 061-462-414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有

모집분야 배관 파이프 제작
직무내용 용접 및 절단 우대조건 해당 직무 근무경험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17:00 기숙사제공여부 o

복리후생
4대보험, 중식제공,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 일학습병행제 지원, 

연차사용촉진제도, 하계휴가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8.10 대표이사 취임(장이순) 2019.09 여성기업인증
2020.06 부설연구소 설립



14. (주)알비티모터스      
 「대한민국 소량생산 자동차 대표기업」
주식회사 알비티모터스는 2019년에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국내 첫 소량생산 자동차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3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기업명 (주)알비티모터스 대표자 이성조
설립일자 2019. 02. 07. 매출액(2020년 예상) OOO백만원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종업원수 5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rbtmotors.com

주생산품목 소량생산 자동차 대표전화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모집분야 소량생산 자동차 연구 개발
직무내용 자동차 개발 전반, 생산 우대조건 정비 자격증 보유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17:00 기숙사제공여부 -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중식제공, 연차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9.02 주식회사 알비티모터스 설립 2020.01 MK1 프로토타입 완성
2019.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20.03 차대번호 승인 및 등록 완료
2019.07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수행 2020.04 한국자동차연구원내 입주
2019.11 중국 업체와 거래의향서 체결



2023학년도 목포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채용약정기업 현황

01 ㈜한국항공조명 13 주식회사 오픈노트

02 데스틴파워㈜ 14 ㈜케이제이이엔씨

03 ㈜에스얜에스 15 ㈜파워콘스

04 ㈜쌍용전기 16 ㈜아이오티플러스

05 ㈜피에스텍 17 ㈜가람이엔씨

06 ㈜로웰에스엠 18 ㈜애니듀

07 웨이브쓰리디㈜ 19 신성산전㈜

08 ㈜동우전기 20 ㈜티세프

09 엠엔유튜브 21 ㈜아이티맨

10 ㈜하이옥스 22 대신이엔텍㈜

11 ㈜메타파스 23 대우중전기㈜

12 ㈜엑스오



01 ㈜한국항공조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2명

「(주)한국항공조명은 높은 건물이나 철탑에 설치되어 항공기 조정사에게 장애
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항공관련 조명시설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2017년 설립되어 항공장애표시등 업계 최초로 KS인증, ATEX 유럽방폭인증, IECEx 국제방폭인
증과 KCS 국내 안전인증, INMETRO 브라질방폭인증 등을 획득하여 항공장애표시등의 Know-Ho
w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송전탑에 사용되는 태양전지식 LED항공장애표
시등과 국내 건설사 및 방폭지역 등에 관련된 항공조명시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한국항공조명 대표자 안용진
설립일자 061-337-7749 매출액(직전년도) 2,500백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종업원수 26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kalkorea.com

주생산품목 LED항공장애표시등 대표전화 061-337-7749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함. 연구원9명

모집분야 생산, 품질관리, 연구소

직무내용 생산, 품질관리, 연구소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중식제공, 워크숍, 동호회, 자유복장, 휴게실, 명절선물/귀향비. 각종 경
조사 지원,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다과제공, 유니폼지
급, 연차, 여름휴가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7.06 ㈜한국항공조명설립 2018.08 한국전력공사 유자격 등록
2018.05 본사이전 나주혁신산단 2019.04 2공장 및 혁신R&D센터 준공



02 데스틴파워㈜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3명

「데스틴파워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내 ESS용 PCS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1위 기업이자, 미국, 동남아, 중
동 등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데스틴파워는 규모의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가 가진 따뜻한 에너지를 사회에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번영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데스틴파워(주) 대표자 오성진
설립일자 2012.08.01. 매출액(직전년도) 54,000백만원

소재지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나주공장: 전남 나주시 왕곡면 종업원수 95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destin.co.kr

주생산품목 ESS용 PCS /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대표전화 031-778-5928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함. 연구원 26명

모집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검사장비용) / 유지보수
직무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 유지보수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시차출퇴근, 하계휴가(별도). 창립기념일휴무, 명절 전일 오전근무제, 
비흡연자 우대수당, 명절/생일선물 지급, 중식비 보조, 경조사 지원, 직무 

교육비 지원, 통신비 지원, 우수사원 해외여행/포상, 사내추천 포상제, 
인센티브제, 스톡옵션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유복장, 간식제공

기타사항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2.08 데스틴파워㈜ 설립 2016.06 한전 FR 사업
2016.04 미국 뉴저지 FR 사업 2017.12 대한민국 기업대상 ESS기술 부분 혁신대상



03 ㈜에스얜에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 “에스얜에스”」
 당사는 2000년도 경기도 화성에서 창립하여 가스절연 부하개폐기를 개발하여 개폐기 제조업
을 시작, 중전기산업의 핵심인 배전분야의 개폐기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 목표는 ‘품목 다변화’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는 물론 해
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술,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업계를 리드하겠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에스얜에스 대표자 정영옥
설립일자 2000년 12월 매출액(직전년도) 130억
소재지 본사:경기 화성, 지사:전남 나주 종업원수 30
업종 전력기기(개폐기) 홈페이지 www.sns21.co.kr

주생산품목 부하개폐기, 자동개폐기 외 대표전화 031-351-6337
기업부설연구소 에스얜예스 기술연구소(인증번호 : 제 20072913호)

모집분야 변압기, 개폐기 생산 및 품질 검사
직무내용 변압기 조립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기숙사제공여부 O
복리후생 기숙사 제공, 중식 제공, 유니폼 지급
기타사항 -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0년 에스얜에스 설립 2012 100억 매출 달성
2007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8년 ‘한전사장상’-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정밀산업 기술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2018년 나주공장 건립



04 ㈜쌍용전기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미래의 기술력을 앞당 깁니다. “쌍용전기”」
 배전용&건식 변압기,  Power TR, 일단 접지 변압기, 지상 설치형 변압기, 전기 집진기용 변
압기, 그 외 리액터 & 방전코일 등 철저한 품질관리 및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절대 목표로 그 
생산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저희 쌍용전기(주)는 항상 신의에 기초한 고객 우선주의로서 
국내 동종업계의 모범기업,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시장의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발돋움 하기까
지 끊임없는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쌍용전기 대표자 윤극영
설립일자 1987년 09월 매출액(직전년도) 18,461백만원

소재지
본사: 경기도 김포

나주: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
종업원수 60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ssangyoung.co.kr
주생산품목 변압기 생산 및 송 변전 산업 대표전화 061-810-4520

기업부설연구소

모집분야 변압기, 개폐기 생산 및 품질 검사
직무내용 변압기 조립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4대보험, 연차, 월차, 중식제공
기타사항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87년09월 ㈜쌍용전기 설립 2015년05월 친환경 에코 개폐기 개발
2010년07월 김포 공장 신축 2016년12월 필리핀 변압기 수출 시작

2013년09월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선정 2019년03월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록

2014년10월 클린사업장 재선정 2019년04월 나주 에너지밸리 신축공장 준공



05 ㈜피에스텍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고객과 임직원이 더블어 행복을 추구하는 감성기업 “피에스텍”」
 Smart Challenger. in Ubiquitous 로써 원격검침 홈오토메이션을 아우르는 유비쿼터스 시
대의 종합 Solution Povider를 미래 비전으로 설정, 디지털 사회의 총아인 유비쿼터스를 지
향하는 벤처기업으로서의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미래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모집분야 나주공장 생산직

직무내용
나주공장 생산품목 

조립 및 시험 
우대조건 Auto-CAD/Solid 

Works 활용가능자
연봉 최저임금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제 공
복리후생 점심 제공

기업명 피에스텍(주) 대표자 황 재 용
설립일자 1957년 12월 매출액(직전년도) 532억원
소재지 경기도 김포, 전남 나주 종업원수 118명

업종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홈페이지 11명

주생산품목
개폐장치, 계량기, 
기계식·전자식 전력량계, 
전기차 충전기

대표전화 www.pstec.co.kr

기업부설연구소 - 김포공장 소재  
- 나주공장 : 개폐장치 설계전담인력 보유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48.10 설립 2018.02 특허_다채널 전력량계
2017.03 특허_전방향성 전력량계 시스템 2018.03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김포)

2017.08 나주공장 가동 2021.10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한전 등록



06 ㈜로웰에스엠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정 모델 파밍보이 2.0A “로웰에스엠”」
 ㈜로웰에스엠은 CJ대한통운 스마트 실버택배카트, 롯데슈퍼 청춘사원 배송카트, 전기카트, 농
용동력운반차 등을 전문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UPS용 배터리, 골프카용 배터
리, 전동휠체어용 배터리 등 국내 최고품질의 배터리 생산하며 산업용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
고 있습니다. JTBC 프로그램 ‘허삼세월’에서 이용한 친환경 소형전기차 ‘접고-타’가 소개되며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친환경 회사 ㈜로웰에스엠에서 함께 할 신입사원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주)로웰에스엠 대표자 박장혁
설립일자 2011년 07월 29일 매출액(직전년도) 2,368 백만원

소재지
나주공장: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90-30
종업원수 13명

업종 제조업, 유통, 도소매 홈페이지
www.lohwellsm.c

o.kr
주생산품목 소형전기차, 동력운반차, 배터리 대표전화 061-1661-0917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모집분야 전기차 및 동력운반차 등 제품 개발/제조 등
직무내용 전기차 개발/제조 등 우대조건 관련자격증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4대보험, 연차, 월차 등
기타사항 -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1년07월 회사법인 설립 2018년06월 농기계 인증 획득(파밍보이)
2015년05월 골프카트 유틸리티카 판매 2019년12월 접고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2016년12월 CJ대한통운 납품업체 선정 2020년05월 나주 공장 이전



07 웨이브쓰리디㈜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AI-5G 융합 드론 및 교육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웨이브쓰리디”.」
 웨이브쓰리디㈜ 는 RealSpace, Realmarket&Space, RealHuman을 연결하는 3R 이념을 기
업철학으로 가지고 있으며, 실시간에 실질적인 장소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웨이브쓰리디㈜ 대표자 서경식
설립일자 2015. 08. 13 매출액(직전년도) 2,475백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 종업원수 7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wave3d.co.kr

주생산품목
AI-5G융합 플랜트 점검용 

드론 시스템 및 솔루션
대표전화 061-335-1963

기업부설연구소 2017년 03월 28일 인증 사업자등록번호 762-81-00179

모집분야 H/W 응용 S/W 연구개발(R&D)
직무내용 개발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5.08 ㈜웨이브쓰리디 설립 2019.04 호주, 미국, 캐나다 지사 설립
2016.06 벤처기업 선정 2020.03 나주혁신산단 나주본사 착공
2016.10 국가 지역주력 기술개발 선정 2020.07 AI 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2016.10 전남국방벤처기업 선정 2020.10 나주본사 확장 이전
2017.11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2021.03 에너지 특화기업 선정
2018.07 지역 특화기술개발 사업 선정



08 ㈜동우전기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창업 30주년을 맞은, 에폭시 절연물 및 변성기, 변압기, 전력기기 전문 생산업체」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동우전기(주) 대표자 김평중

설립일자 1989.03 매출액(직전년도) 56,800백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종업원수 267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i-dongwoo.com

주생산품목 계기용 변성기, 변압기, 
개폐기, 에폭시 절연물 등 대표전화 031-611-800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함. 연구원 11명

모집분야 생산관리 or 품질관리

직무내용 생산관리 or 품질관리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건강검진, 각종 경조사 지원, 자녀학자금퇴직연금, 인센티브제,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포상, 퇴직금,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장기근속수
당, 4대 보험명절선물/귀향비, 우수사원시상식, 워크샵, 신입사원교육(OJT), 직무
능력향상교육, 구내식당(사원식당), 점심식사 제공, 사내동호회 운영기숙사 운영, 
통근버스 운행연차, 여름휴가, 경조휴가제, 반차, 근로자의 날 휴무, 산전 후 휴가

기타사항 성실함과 기본 인격을 바탕으로한 창의적 인재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1 경영혁신 중소기업 2014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2014 철도 기자재 공급개시 2016 본사 및 공장신축 이전



9 엠엔유튜브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호남지역 음성인식 솔루션 대표기업」
엠엔유튜브(M&Utube)는 AI와 빅데이터의 음소분석을 통하여 음성을 정확한 텍스트로 변환
하는 자동 자막 생성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진행중임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엠엔유튜브 대표자 이광선
설립일자 2018.11.05 매출액(직전년도) 80,000,000
소재지 전남 나주 종업원수 7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홈페이지 downcap.net

주생산품목 소프트웨어 대표전화 010-9633-3357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벤처기업인증,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원사

모집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우대조건 web app 개발경험

연봉 2400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 기숙사제공여부 무
복리후생 -
기타사항 -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9.10 광주전남중소벤처청장상 2019.08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상
2020.11 방송전파진흥원장상 2020.02 전라남도도지사상



10 ㈜하이옥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2001년 설립된 냉동, 공조냉난방기기 (공기조화기, 냉각탑, 항온항습기, 송풍
기 등) 직접 제작하는 전문회사」
 ㈜하이옥스는 다수의 디자인(2건) 및 발명 특허(8건)와 유망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으로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여성기업,농공단지입주업체)
 매년 전년대비 계속하여 매출 성장 기록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화 및 수요 트랜드에 맞추
어서 제품을 개발 및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장비의 설계,생산 등 관련하여 공장에서 90%이상 가공하여 직접생산하므로 품질관리,AS 및 
사후관리에서 빠른 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하이옥스 대표자 이영례
설립일자 2001.07 매출액(직전년도) 3,300백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동수동 종업원수 16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hiox.kr

주생산품목 산업용 공조 냉난방 장비 외 대표전화 061-336-007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함. 연구원 3명

모집분야 설계
직무내용 설계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4대보험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0 기술 혁신 중소기업 2014 냉각탑 한국설비기술협회 
KARSE 인증획득

2013 전라남도 스타기업 2015 모범여성기업인상



11 ㈜메타파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산업 전반에 드론 데이터를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메타파스”」
 ㈜메타파스는 드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해석, 관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를 지원하며 산업 전반에 드론 데이터를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급
하는 전문기업입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메타파스 대표자 허철균
설립일자 2016년 1월 14일 매출액(직전년도) 769백만원
소재지 나주본사: 전남 나주시 문화로 종업원수 4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metapas.com

주생산품목 드론 플랫폼 및 솔루션 대표전화 031-345-5130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모집분야 드론제작,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개발
직무내용 드론제작, 소프트웨어개발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중식, 연차, 월차
기타사항 -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6.01 법인 설립 2012 중소기업청 창업기반 
R&D선정

2016.05 대전테크노파크 창업지원사업 선정 2017 대전테크노파크 
JUMP-UP사업 선정

2016.05 한국컨텐츠진흥원 드론기반 공중부양 
홀로그램 프로젝션 기술개발 프로젝트 2018년



12 ㈜엑스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완벽한 IoT 솔루션 파트너 “엑스오”」
 2017년 8월 설립하여 특허제품인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 스마트팜, 
스마트 펙토리,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 IoT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시
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전 KDN과의 공동업무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
으며, 또한, IoT 통한 고신뢰성 모듈을 적용한 용융염 ESS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8.06 회사 설립 및 벤처기업 인증 2018.03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2009.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04 삼성전자 특허 소유권 양도 계약 체결
(조명광 통신시스템 및 그 방법)

2009.06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개발과제선정 2019.10 에너지 복지진단 MOU체결

기업명 ㈜엑스오 대표자 김전일
설립일자 2017.08.10 매출액(직전년도) 468백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우정로 종업원수 10명
업종 S/W 개발, 제조업 홈페이지 xoco.kr

주생산품목 스마트 팜/펙토리 시스템 
IoT플랫폼, 에너지 등 대표전화 061-282-0580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모집분야 연구직, 개발직

직무내용 SW개발, 시스템 개발
웹/앱 개발 우대조건 창의력, 열정

연봉 최저임금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 40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무
복리후생 4대보험
기타사항



13 주식회사 오픈노트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웹 기반 시스템, MOBILE 관련 구축 분야 국내 선도기업」
 오픈노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사용자 경
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디지털 에이전시입니다. 2014년 설립 이후 다년간 전문 인력으로 쌓아
온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경험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R/AR 등 새로운 기
술을 접목 활용하여 한 단계 더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주식회사 오픈노트 대표자 고영대
설립일자 2014. 10. 10 매출액(직전년도) 3,500백만원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종업원수 50명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홈페이지 www.opennote.co.kr

주생산품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대표전화 070-4922-501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모집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무내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우대조건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연봉 2,500 ~ 2,8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주37H) 기숙사제공여부 여 및 비용지원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식대, 다과제공, 성과급 등 (주 37H)
기타사항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유급 휴무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4.10 (주)오픈노트 설립 2019.11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2015.0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KT와 전자파 관련 IT기술협약 2019.12 전남 고용 우수 인증기업 선정

2016.01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등록 2020.04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 협력사 선정

2017.12 한국전기안전공사 우수협력업체 등록 2020.06 전남 ‘에너지 ICT 기업 청년 일 
경험 업체’ 지정

2018.08 한국전력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수상 2020.07 한전KDN 우수협력사 선정
2018.10 한국농어촌공사 우수협력업체 등록 2020.08 경남 창원 동남지사 설립



14 케이제이이엔씨(주)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Creative Solution을 통한 공간가치의 극대화 “케이제이이엔씨”」
 (유)케이제이이엔씨는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신재생에너지 Global Top Engineering 회사를 만들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목, 구조물, 건축물, 전기, 신재생에너지의 조사 기획, 각종 인허가 신
고사항 감리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케이제이이엔씨(주) 대표자 윤항도
설립일자 2014. 10. 10 매출액(직전년도) 1,821백만원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종업원수 8명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홈페이지 kjenckj.modoo.at

주생산품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대표전화 070-7543-433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모집분야 신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무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외업무 우대조건 외국어 가능자

연봉 최저시급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기타사항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8.08 (유)케이제이이엔씨 설립 2019.03 한화그린에너지㈜, 현대중공업㈜ 
모듈 대리점 개설

2018.10 전남 순천시 해룡산단 강구조물 제작공장 
개설 2019.05 론지 코리아 개설 등록 및 KS인증 

취득

2018.10 디아이케이㈜ 동반성장 기업등록 2019.09 독일 슈레터 코리아 구조 자문기업 
등록

2018.11 ㈜서원이엔씨 동반성장 MOU 2019.10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접합방식 
관련 기술 및 의장 특허

2019.02 영도산업개발㈜ 동반성장 MOU



15 파워콘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ESS연계 전력수요관리 장치개발 “파워콘스”」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
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ESS연계 전력수요관리 장치 및 전력 I
oT 분야에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력IoT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입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주)파워콘스 대표자 양범승
설립일자 2018. 11. 매출액(직전년도) 200백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종업원수 2명

업종 전기,전자,반도체 홈페이지
http://www.powercons.

co.kr/

주생산품목
스마트 분전반, 

에너지모니터링 개발, 
스마트팜

대표전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모집분야 시스템 개발
직무내용 연구개발 우대조건

연봉 최저시급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기타사항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2.11 2012.02
2009.01 2017.08



16 ㈜아이오티플러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강인한 인재육성 “아이오티솔루션”」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저희 아이오티플러스(주)는 정보통신분야에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우수한 인력자원 확보와 기술개발, 완벽한 품질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
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이오티플러스(주)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최고의 기
업이 되도록 전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아이오티플러스 대표자 박영철
설립일자 2020.08.24. 매출액(직전년도) 1,020백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교육길13 종업원수 5명

업종 정보통신업, 제조업 홈페이지
http://www.iotplus

korea.com

주생산품목
스마트 교보제 제작,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대표전화 061-337-9080

기업부설연구소 2021년 03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모집분야  제품개발/생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직무내용 제품 개발/생산/설치 우대조건 전기

연봉 최저임금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가능
복리후생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0.08 아이오티플러스(주) 설립
2020.12 스마트팜 학습용 교구 특허출원
2021.02 제조업 공장등록
2021.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21.03 저작권등록(인공지능 스파트팜 제어프로그램)
2021.05 벤처기업등록
2022.05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



17 ㈜가람이엔씨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 전기소방통신 조명 설계 및 감리, 신재생에너지 EPS, 플랜트 엔지니어링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가람이엔씨”」
 2018년 10월 설립이후 전기공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가람이엔씨, 가람건설, 성진토건, 세원
테크, 건양전기, 대양에너지 총 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가람그룹의 대표 기업으로 전문 에
너지 기업으로써 기술력과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가람이엔씨(주) 대표자 장경수
설립일자 2018.10.19 매출액(직전년도) 5,000백만원
소재지 나주시 배멧1길 26 종업원수 12
업종 일반전기 공사업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전기 및 소방, 통신설비 

설계 감리
대표전화 061-335-1100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모집분야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설계 등
직무내용 설비시공 및 설계 우대조건 CAD/CAM 프로그램

연봉 최저시급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중식제공
기타사항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8.10 가람이엔씨 주식회사 설립



18 ㈜애니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주)애니듀는 2D, 3D애니메이션, AR VR 콘텐츠, 실감체험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애니듀는 2019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전 1990년 ‘돌아온 아톰’, ‘개구리왕눈이’, 
‘톰과 제리’ 등 다양한 아동용 VHS 콘텐츠와 EBS VIEDO/DVD ‘뿡뿡이’, ‘코코몽’, 뽀로로‘ 
등의 콘텐츠를 20년간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3D 애니메이션 ‘아쿵다쿵 율동동요‘외 200편, 한
솔교육과 신기한나라 TV에  ‘캐치의 호기심스쿨’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플랫폼에 런칭 하였
습니다. 현재 Unity 엔진을 이용한 Applcation 개발 및 AR VR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LGU+ 아이들나라의 ‘Book Animation‘ 등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애니듀 대표자 이진식
설립일자 2019. 11. 01 매출액(직전년도) 300백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종업원수 17명
업종 정보통신업 홈페이지 www.aniedu.co.kr

주생산품목 애니메이션 및 게임 대표전화 070-2245-320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함. 연구원 6명 사업자등록번호 721-87-01674

모집분야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

직무내용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개발
우대조건 Unity, Photoshop 등 

Tool 사용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퇴직금, 4대보험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20.08 문화벤쳐기업 인증 2021.12 캐릭터 3종 디자인 출원
2020.09 본사이전 나주문화산업진흥원



19 신성산전㈜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3명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력 분배를 제공합니다. “신성산전”」
 
신성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한국에서 업계를 선도해 왔으며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설정해 왔
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16을 성장해온 신성산전에서 함께할 재치 있고 패기 있는 신입 
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신성산전㈜ 대표자 이주억
설립일자 1994. 08. 매출액(직전년도) 390억 8천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9길 8 
종업원수 96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http://www.ssiec.c

o.kr/
주생산품목 변압기, 변전소 대표전화 041-2245-320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함. 연구원 6명 사업자등록번호 721-87-01674

모집분야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

직무내용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개발
우대조건 Unity, Photoshop 등 

Tool 사용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퇴직금, 4대보험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4.08 신성산전㈜ 2000.08 중국 현지 합작경영회사 설립
1995.01 무역업 등록 2015.03 38kV 솔리드 드라이 타입



20 ㈜티써프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헬스자전거를 이용한 홈트레이닝 서비스 ‘씨클’을 서비스하는 기업 “(주)티서
프”」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벤처기업인증, KC인증을 획득하였습니
다. 2021년 3월에는 크라우드펀딩 1,500% 달성으로 성공적인 서비스 런칭을 하였으며, 당해 
5월 앵콜 펀딩을 통해 1,000%의 달성율로 기술력과 시장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씨클 홈트레이닝 모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드
로이드 플랫폼에서 iOS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클’서비스를 통해 확보된 사용자의 운동데이터를 활용하여 재활운동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의료서비스의 영역까지 진출하고자 합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모집분야 프론트엔드, 앱 프로그래밍

직무내용
프론트엔드 앱 제작

언리얼엔진 프로그래밍
우대조건 앱 출시 경험자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중식제공, 지유복장, 퇴직금, 4대보험, 연차, 월차, 여름휴가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20.12 벤쳐기업인증 2021.12 KC 인증
2021.03 본사이전 특허기술 5종, 프로그램등록 5종

기업명 주식회사 티써프 대표자 문희열
설립일자 2018. 02. 13 매출액(직전년도) -
소재지 전남 나주시 빛가람 종업원수 -
업종 서비스 홈페이지 http://cicle.kr

주생산품목 써클 홈트레이닝 모듈 대표전화 070-4240-0153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사업자등록번호 648-86-00994



21 ㈜아이티맨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사람과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아이티맨”」
 아이티맨은 대기업의 전사적자원관리, 그룹웨어, 기업포탈, 발전정비관리시스템 등 SIㆍSM에
서부터 컨설팅, 네트워크, 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수년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 ESS 운영 알고리즘, 마
이크로그리드 구축 등에서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티맨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고객과 업무현장
의 요구를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고객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모집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무내용 웹, DB 개발 등 우대조건 프로그래밍 경험자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연차, 월차, 중식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3.08 ㈜아이티맨 창립 2011.12 영광 5,6호기 EQMS 시스템 개발

2004.12 원자력발전소 고리2호기 EQ용역 2013.10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우수 

중소, 중견기업)

2005.10 고리3, 고리4호기 EQ용역 2016.02
한전KPS 정비자료 및 기술정보 

통합 DB 시스템 구축참여

2005.10
인도 베마기리, 찬드리아발전소 

정비지원 시스템 구축
2019.10

SKT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참여

2007.06 SK C&C SAP ERP 구축 용역 2020.06
20~22 한전KPS 정보시스템 

업무위탁용역

기업명 ㈜아이티맨 대표자 정이철
설립일자 2003. 07. 24 매출액(직전년도) 5,000백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문화로 종업원수 40
업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홈페이지 www.itman.co.kr

주생산품목 시스템 소프트, 솔루션 대표전화 061-345-0801
기업부설연구소 2008.12 인가 사업자등록번호 648-86-00994



22 대신이엔텍㈜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세트 제조 업체 “대신이엔텍”」
 저희 대신이엔텍은 2017년 설립하여 신재생 태양광 발전 세트를 제작 시공해오고 있는 중소
기업입니다. 최근 부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함께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 설계 제작하고, 또 효율적인 설치 시공법을 정립하고자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모집분야 전기공사
직무내용 태양광발전세트 제조,설치 우대조건 전기/기계 전공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연차, 월차, 중식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7.03 대신이엔텍(주) 설립

기업명 대신이엔텍(주) 대표자 조혜정
설립일자 2017. 03. 15 매출액(직전년도) 1,000백만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종업원수 10명
업종 전기공사업, 제조업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태양광발전세트 제작, 설치 대표전화 061-345-0801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23 대우중전기㈜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17년 전통 중전기기류 제작 기업 “대우중전기(주)”」
 저희 대우중전기는 2006년 설립하여 17년 동안 중전기기류 제작 기업으로써 건실하게 활동 
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새롭게 나주 본사를 신축 완공하였으며, 함께 일하고자 하는 젊고 
활기찬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23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재설립할 계획에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역량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모집분야 중전기기류 제조
직무내용 변압기 제조 우대조건 전기/기계 전공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연차, 월차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6.11 대우중전기(주) 설립
2015.07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가입
2021.01 나주본사 신축 이전

기업명 대우중전기(주) 대표자 이화익
설립일자 2006. 11. 01(17년차) 매출액(직전년도) 2,600백만원

소재지
나주본사: 전남 나주시 왕곡면
이전: 경기도 화성시 토성로

종업원수 14명

업종 제조업, 도소매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변압기, 중전기기류, 금속류 대표전화 061-820-7577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2023학년도 목포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스마트비즈니스학과 채용약정기업 현황

    

 

01 PTW Korea㈜ 16 ㈜예일디자인

02 ㈜오베네프 17 NAUM SE

03 (주)폰타나비치호텔 18 ㈜레인아이

04 ㈜지명스포츠 19 ㈜드림테크

05 ㈜페스원 20 ㈜아이티에스

06 ㈜미항주거복지센터 21 ㈜엠엔유튜브

07 (유)삼성이엔씨 22 ㈜하이옥스

08 ㈜대한식품 23 천연테크놀러지

09 ㈜에이치앤철강 24 ㈜대월엔지니어링

10 ㈜캠프밸리 25 ㈜알비티모터스

11 ㈜에프엔디 26 ㈜에스제이

12 자람푸드농업회사법인(주) 27 (주)파라

13 ㈜한국항공조명 28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14 케이제이이엔씨(주)

15 ㈜웨이브쓰리디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3.12 폴투윈코리아 설립
2017.06 본사 이전(광주→나주 혁신도시)
2020.02 사명변경(폴투윈코리아→피티더블유코리아)

기업명 PTW Korea(주) 대표자 웡쵸이와윈스톤
설립일자 2013년 12월 2일 매출액(직전년도) 4,252,000,000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 내 종업원수 101명
업종 서비스업 홈페이지 http://ptw.com

주생산품목 QA, CS, 현지화 서비스 대표전화 061-331-104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없음

모집분야 인사관리 ALC 게임 테스터

직무내용 인사채용관리 및 
게임테스트 우대조건 외국어(영어, 일어)

연봉 면담 후 결정 고용형태 계약직 or 정규직
근무시간 평일 09시 ~ 18시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4대보험, 휴게공간, 장기근속포상, 생일축하, 각종경조제도, 쾌적한 
근무환경등

기타사항 직무레벨 테스트와 경력 그리고 외국어 능력등 면담 후 연봉 결정

01 PTW Korea(주)
당사는 게임 서비스 및 테크니컬 아웃소싱 전문 기업으로, 게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인
터랙티브 미디어 등에 대한 맞춤형 QA, CX, 현지화, 사운드제작,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
공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1994년 설립 이후 전 세계 직원들과 함께 11 개국 37 개 스튜
디오를 단일 네트워크화 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풍부한 경험과 신뢰할 만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와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 중입니다.



02 ㈜오베네프
 「대한민국 대표 차세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시스템소프트웨어(교육콘텐츠/콘텐츠관리시스템/LMS/강좌저작도구) 개발/공급, 무역, 학술 
연구/전문디자인/비디오물 제작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이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오베네프 대표자 장철훈
설립일자 2015.10 매출액(직전년도) 1,800,000,000
소재지 전남 나주시 종업원수 22

업종 교육콘텐츠 개발 홈페이지 www.obnef.com

주생산품목
에듀테크 솔루션 구축 및 

판매
대표전화

기업부설연구
소 보유연황 부설연구소

모집분야 기획 및 홍보, 사무
직무내용 기획 및 홍보, 사무 우대조건 기획 능력

연봉 최저임금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 40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무
복리후생 4대보험 등
기타사항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7 베트남 MOOC플랫폼 수출 협약 체결 2020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및 강의실 구축
2017 청년기업신상 표창 수상 2020 대규모 온라인 가상 실험 제품화
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안정 부문 선정 2020 이러닝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대상



03 폰타나비치관광호텔
모든 객실에서 지중해처럼 탁 트인 바다와 함께 목포 명물 춤추는 바다분수의 
환상적인 쇼를 관람할 수 있으며, 카페트 대신 온돌마루로 이루어진 객실 바닥 
친환경소재 내부 인테리어 천연  락텍스 침대와 100% 거위털 침구류는 고객님
께 미세먼지가 없는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호텔입니다. 아울
러 저희 호텔 모든 직원들은 편안한 휴식과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가실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4.02 폰타나비치 관광 호텔 설립 18.09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 협약
16.04 전남도의회 업무 협약 16.05 목포시청 업무 협약
16.05 전라남도 도청 업무 협약 18.03 한국관광공사 호텔 등급 인증

18.05 목포 경찰서 업무 협약

기업명 ㈜폰타나비치 관광호텔 대표자 박은석
설립일자 14.02.08 매출액(직전년도) 2,200,000,000
소재지 목포시 평화로 종업원수 17명
업종 숙박업(서비스업) 홈페이지 fontanahotel.co.kr

주생산품목 대표전화 061-288-700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모집분야 프론트 사무원 및 식음료 직원
직무내용 호텔 예약관리 우대조건

연봉 면접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격일 근무 기숙사제공여부 -
복리후생 조식 중식 석식 제공 및 연차수당
기타사항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 인원: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3 (유)목포스포츠 설립 2020 ㈜지명스포츠 설립

기업명 주식회사지명스포츠 대표자 천에녹
설립일자 2020. 07 매출액(직전년도) 130,000,000
소재지 전남 목포시 영산로 종업원수 4명
업종 제조업, 소매업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운동 및 경기용품 제작 대표전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부설연구소

모집분야 전산 및 서비스 관리 지원
직무내용 전산 및 서비스 관리 우대조건

연봉 면담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40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중식제공/사회보험가입 및 최저임금지급
기타사항

04 ㈜지명스포츠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지명스포츠의 큰 자부심으로 앞선 미래를 
제시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우수한 제품으로 스포츠 고객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지명스포츠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명스포츠는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는 물론 명실상부 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8 파워프랜차이즈 친환경사업부문 대상수
상 2002 한국방역협회 정회원사 

2004~5 세계방역포럼 참가업체 2019 전남예사회적기업 지정
2020 COVID-19 목포시 지정업체 선정

05 ㈜페스원
당사는 해충방제 전문기업으로 창립17주년을 기반으로 2020년 기업비젼과 일본JSD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약의 원년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에 공헌.
2)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기업
3) 신규지점모집
4) 지역자원 연계방안(취약계층)
-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20년 COVID-19 목포시 지정업체 선정
- 한국방역협회 정회원사

기업명 주식회사페스원 대표자 강용현
설립일자 2014. 03 매출액(직전년도) 130,000,000
소재지 전남 목포시 종업원수 4명
업종 서비스/소독업/관리 홈페이지 pestone.co.kr

주생산품목 해충방제서비스 대표전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모집분야 서비스관리 지원
직무내용 서비스관리 우대조건

연봉 면담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40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중식제공/사회보험가입 및 최저임금지급
기타사항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9년11월 전라남도 도지사표창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2015년12월 환경부장관표창 2018년 12월 목포시장표창
2019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표창 2019년 7월 산업포장 수상

기업명 ㈜미항주거복지센터 대표자 양의열,홍광은
설립일자 2010.08.30. 매출액(직전년도) 1,400,000,000

소재지 전남 목포시 
해안로165번길3 종업원수 17명

업종 건설업 홈페이지 www.mihang.or.kr
주생산품목 시설물유지관리업 대표전화 061-242-7447

모집분야 자재 관리 및 건축시설 관리

직무내용 자재 관리 및 건축시설 
관리 우대조건 건축 관련 기능사 

자격증 우대
연봉 2600만원 고용형태 정규

근무시간 주40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무
복리후생 4대보험,퇴직연금,휴가비,명절상여

06 ㈜미항주거복지센터
저소득층을 비롯해 취업취약계층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권 보호와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 그리고 목포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사업단의 기술이전 및 저소득층, 고령자, 장기실업자, 이주민, 취업취약계층 
분들에게 우선채용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기울이고 목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는 
착한기업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8.12 회사 설립
2019.3 양우비치펠리스 상가 통분양
2019.7 라송 3차 상가 분양
2020.3 라송 5차 상가 및 아파트 공동 분양

기업명 (유)삼성이엔씨 대표자 모진오
설립일자 2018.12.10 매출액(직전년도) -
소재지 전남 목포시 원형서로 종업원수 2
업종 서비스업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대표전화 061-272-5555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모집분야 사업 기획 및 컨설팅 
직무내용 사업 기획 및 총무 우대조건 -

연봉 면담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40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중식제공,
기타사항 근무시간유연제, 성과공유기업

07 (유)삼성이엔씨
당사는 부동산 개발. 임대. 분양. 매매. 시행. 시공 등 부동산에 전반적인 맞춤형 컨설팅 
업체로써 지역 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며 끈임 없이 연구하여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부동산 분야별 전문가 구축을 목표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4년 회사설립 2014년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선정
2006년 한국전통식품식품품질인증 2016년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선정
2009년 유기가공식품인증 2019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14년 HACCP 지정 2020년 전남 스타기업 선정

08 ㈜대한식품
당사는 1994년부터 국내 최초로 누룽지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
지 누룽지만을 생산한 누룽지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누룽지부문 최초), 유기가공식품 인증(누룽지가공부문 최초), 일반 
HACCP(곡류가공품/즉석조리식품) 지정을 받았으며 대규모 생산시설을 통해서 생산된 누
룽지를 다양한 B2C, B2B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명 (주)대한식품 대표자 한윤경
설립일자 2005.07.28.(법인) 매출액(직전년도) 5,156,000,000
소재지 전남 나주 종업원수 40명

업종 제조 홈페이지 www.nuroungji.co.
kr

주생산품목 누룽지 대표전화 061-337-941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보유

모집분야 생산관리 및 총무
직무내용 생산 관리 및 총무 우대조건 근면

연봉 면담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40 기숙사제공여부 무
복리후생 중식제공/4대보험/상여금
기타사항 -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2.05 주형준 대표이사 취임 2005.10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공급업
체 선정

2010.01 한국제강 주식회사 관급하차장 계약 2005.10 고철사업부 신설

2006.10 주식회사 에이치앤철강 상호 변경 1998.08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관급자
재 목포하차장 계약

2006.07 환영철강공업(주) 하치장 계약 1998.07 철근하차장 신설

09 ㈜에이치앤철강

기업명 ㈜에이치앤철강 대표자 주형준
설립일자 1986.06 매출액(직전년도) 60,500,000,000
소재지 전남 목포시 연산동 종업원수 10

업종
철근,고철 

도매,수출/농수산물,건축자
재,레미콘골재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철강 대표전화 061-279-5578

기업부설연구소

모집분야 사무 및 전산관리

직무내용 사무 및 행정 우대조건 성실, 근면 및 관련 
자격증

연봉 면담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40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사항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10 ㈜캠프밸리
캠핑용품 및 실내가구를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주) 캠프밸리가 메모리폼 접이식 
침대 ‘밸리베드 10cm 메모리폼 접이식 침대’를 런칭하였습니다.
캠프밸리는 설치가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한 제품을 직접 생산을 통해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편리함이 더해진 10cm 메모리폼 매트리스 ‘밸리베드’는 임시숙소 및 손님맞이
에 적합하다. 이미 미국에서도 게스트베드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1인 생활에 
최적화된 침대로써 충분한 쿠션감과 지지력으로 안방침대 같은 잠자리를 제공하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사무업무, 전자상거래, 상품관리

직무내용 전자상거래 및 상품관리 우대조건
근면, 성실

관련 자격증
연봉 면담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5일 / 09:00 ~ 18:00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중식제공

기업명 ㈜캠프밸리 대표자 진영순
설립일자 2016.05 매출액(직전년도) 7,000,000,000
소재지 전남 무안군 몽탄면 종업원수 12

업종 홈페이지 http://campvalley.
co.kr

주생산품목 캠핑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도소매업 대표전화 1899-6034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11 ㈜에프엔디
 「국내 최대 CAPA를 가진 20년 전통 동결건조 전문기업」

기업명 ㈜에프엔디 대표자 홍만석
설립일자 1999.01.15 매출액(직전년도) 7,900,000,000
소재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종업원수 62명
업종 식품제조업 홈페이지 http://lovefnd.co.kr

주생산품목 식품 동결 및 건조 대표전화 061-453-309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에프엔디 기능식연구소 (20021878호)

모집분야 회계, 생산관리
직무내용 회계, 생산관리 우대조건 식품업무 경험자

연봉 2,700만원 고용형태 직원
근무시간 주5일,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월차, 연차, 하계휴가, 중식제공
기타사항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9.02 해제공장 설립 2001.10 ISO9001:2000인증
2002.07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2008.07 유기가공식품 인증
2009.09 유망중소기업 지정 2015.1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2016.10 농림축산식품부 육성사업 선정 2017.11 청계공장 완공
2018.08 유망중소기업 지정 2018.08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 기업정보

기업명 자람푸드농업회사법인(주) 대표자 이의성 외 1명

설립일자 2017.06.28 매출액(직전년도) 2,570,000,000
소재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종업원수 20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zaramfood.com

주 생산품목 건강즙 대표전화 061-452-6699
기타사항 HACCP 인증, 6차 산업 인증 기업

▣ 취업정보
모집분야 상품관리 및 마케팅
직무내용 상품관리 및 마케팅 우대조건 디자인 분야 우대

연봉 2,6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5일/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
복리후생 4대보험, 연월차, 중식제공,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휴가지원사업, 명절상여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7.06 자람푸드 농업회사법인(주)설립 2018.11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다국적 수출

2017.10 HACCP 인증 획득 2018.12 미국 식약처 등록(FDA)

2017.11 홈플러스 수탁거래 약정-전국 
142개 매장 납품 2019.04 특허청<약용식물을 함유하는 

기능성 양배추즙의 제조방법>등록
2018.04 특허청<착한톡톡>상표등록 2019.0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2018.08 한국품질만족도 1위, 클린사업장 인정 2019.10 6차산업 인증

2018.10 위험성평가 인정, 
G-FAIR 수출 박람회 참가 2019.12 한국농식품유통대상 

장려상 부문 수상

12 자람푸드농업회사법인(주)
「자람푸드㈜ HACCP인증업체로 건강즙 전문기업으로써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을 100% 담기 위해 저희 회사만의 추출시스템으로 건강한 즙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재배부터 제조, 유통, 판매 등을 직접하여 온·오프라인판매, 오픈마켓 입점, 소셜 네
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13 ㈜한국항공조명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항공조명입니다.
(주)한국항공조명은 고객 최우선, 전문성, 혁신성, 주인의식, 자부심, 상생의 가치
를 바탕으로 2017년 설립되었으며,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품질로 제품을 생산하
고 앞서나가는 신기술 개발로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한국항공조명은 시대적 요구, 환경적 요구,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발맞출 뿐 아니라, 앞서나가는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9.08 항공장애표시등 특허 2017.08 벤처기업 확인
2020.07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구조 특허 2018.07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20.06 모듈형 항공장애표시등 특허 2020.0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020.08 에너지저장시스템용 방폭배터리팩 특허 2020.09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업명 ㈜한국항공조명 대표자 안용진
설립일자 2017. 06. 01 매출액(직전년도) 6,659,000,000
소재지 나주시 종업원수 29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kalkorea.com

주생산품목 항공장애표시 등 대표전화 061-337-7749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모집분야 전기분야 생산 및 재고관리
직무내용 생산 및 재고관리 우대조건

연봉 면접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5일, 9시~18시 기숙사제공여부 -
복리후생
기타사항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14 케이제이이엔씨(주)
「Creative Solution을 통한 공간가치의 극대화 “케이제이이엔씨”」
 ㈜케이제이이엔씨는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신재생에너지 Global Top Engineering 회사를 만
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목, 구조물, 건축물, 전기, 신재생에너지의 조사 기획, 각종 인허
가 신고사항 감리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명 (유)케이제이이엔씨 대표자 윤항도
설립일자 2014. 10. 10 매출액(직전년도) 1,821,000,000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종업원수 8명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홈페이지 kjenckj.modoo.at

주생산품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대표전화 070-7543-433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모집분야 기획 및 개발, 해외 업무
직무내용 기획 및 개발, 해외업무 우대조건 외국어 가능자

연봉 최저시급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8.08 (유)케이제이이엔씨 설립 2019.03 한화그린에너지㈜, 현대중공업㈜ 
모듈 대리점 개설

2018.10 전남 순천시 해룡산단 강구조물 제작공장 
개설 2019.05 론지 코리아 개설 등록 및 KS인증 

취득

2018.10 디아이케이㈜ 동반성장 기업등록 2019.09 독일 슈레터 코리아 구조 자문기업 
등록

2018.11 ㈜서원이엔씨 동반성장 MOU 2019.10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접합방식 
관련 기술 및 의장 특허

2019.02 영도산업개발㈜ 동반성장 MOU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3명
▣ 기업정보

기업명 웨이브쓰리디㈜ 대표자 서경식
설립일자 2015. 08. 13 매출액(직전년도) 2,475,000,000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 종업원수 7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wave3d.co.kr

주생산품목
AI-5G융합 플랜트 점검용 

드론 시스템 및 솔루션
대표전화 061-335-1963

기업부설연구소 2017년 03월 28일 인증 사업자등록번호 762-81-00179

▣ 취업정보

모집분야 연구 기획 및 개발, 교육
직무내용 기획, 개발, 교육 우대조건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15 (주)웨이브쓰리디
「AI-5G 융합 드론 및 교육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웨이브쓰리디”.」
 웨이브쓰리디㈜ 는 RealSpace, Realmarket&Space, RealHuman을 연결하는 3R 이념을 
기업철학으로 가지고 있으며, 실시간에 실질적인 장소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5.08 ㈜웨이브쓰리디 설립 2019.04 호주, 미국, 캐나다 지사 설립
2016.06 벤처기업 선정 2020.03 나주혁신산단 나주본사 착공
2016.10 국가 지역주력 기술개발 선정 2020.07 AI 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2016.10 전남국방벤처기업 선정 2020.10 나주본사 확장 이전
2017.11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2021.03 에너지 특화기업 선정
2018.07 지역 특화기술개발 사업 선정



16 (주)예일디자인
2000년 예일디자인아카데미로 출발하여 새로운 가치창출과 도약을 위하여 2012년 실내건
축공사전문업체 (주)예일디자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분야는 상업공간, 교육시설, 
주거공간 등의 설계 및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주요 시공실적으로 신안비치팔레
스 외 다수 모델하우스, 기독병원, 치과, 피부과 등을 시공하였으며, 최근 장흥교육지원청 
로비 설계와 화순제일초등학교 공간혁신인 도서관리모델링에 참여하였습니다. 
최근들어 리모델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급속히 증가하여 수요가 높을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과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풍요롭고 여유있는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유연하
게 적응하도록 YEIL Design이 함께 하겠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기업명 ㈜예일디자인 대표자 김성일
설립일자 2012. 04. 04 매출액(직전년도) 10,00,000,000
소재지 전남 목포시 종업원수 3
업종 건설, 제조업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실내건축, 옥외광고업 대표전화 061-242-1238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모집분야 사무 및 기획
직무내용 사무관리 및 마케팅 우대조건 CAD 자격증

연봉 면담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40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중식제공
기타사항 근무시간 유연제.성과공유기업



17 NAUM SE
나음SE는 영어로 ‘NAUM Sharing Economy’ 의 약자로써, 공유쇼핑, 공유외환, 공유카고 등
의 공유경제 플랫폼 전문기업입니다.첫 번째 전략운영사업으로 소비자 입소문기반 신유통 공
유경제몰인 “나음 컨슈머니즘Mall”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의 핵심내용은 소비자
가 자신이 이용하는 SNS상에 입소문을 내는 마케팅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공유경제몰로써,   국내 유명제품 및 전남도 지역상품을 국내 및 세계로 판로를 확산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기타, 차기 진행사업으로 공유관광, 공유외환, 공유카고 사업을 전개
하여 글로벌 공유경제 통합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9,03,05 한.중.일.영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2020,02,05 나음에스이 설립
2020,08,31 신유통 컨슈머니즘 플랫폼 구축

기업명 NAUM SE 대표자 박원석
설립일자 2020. 2. 5 매출액(직전년도) 130,000,000
소재지 목포 벤처지원센터 204호 종업원수 3명
업종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naummall.com

주생산품목 종합몰 온라인 유통 대표전화 061-285-660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모집분야 영상콘텐츠 기획운영 
직무내용 개인방송, 몰운영 우대조건 개인방송 유경험자

연봉 면담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40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중식제공
기타사항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8 전남문화관광재단 웹전근성인증 획득 2020 데이터기반 플랫폼 구축
2018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업 등록 2020 우편물 무인운영시스템 개발
2019 선적 및 검수시스템 개발 2021 자동문서요약시스템 개발
2019 우편물 교부기 제어 모듈 개발 2021 부동산 플랫폼 개발

18 ㈜레인아이
책임을 다하는 기업 "(주)레인아이"
창업이래 쌓아온 know- How와 응집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IT영역의 주역이 될 것임
을 약속드립니다.

(주)레인아이는 홈페이지제작 전문회사이며 디자인과 웹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 개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2000년대부터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였으며 1000여
개가 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믿을수 있는 홈페이지제작 업체입니다. 풍부한 경
험과 축적된 기술로 고객사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명 ㈜레인아이 대표자 강경철
설립일자 2008. 11 매출액(직전년도) 130,000,000
소재지 전남 목포시 종업원수 15명
업종 웹사이트, 모바일 개발 홈페이지 레인아이.com

주생산품목 웹사이트, 모바일 대표전화 061-277-6797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모집분야 사업기획, 디지털버시스 운용
직무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우대조건 프로그램, 기획 경험

연봉 면담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40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중식제공/사회보험가입 및 최저임금지급
기타사항



19 (주)드림테크
 「농촌과 기업에 행복을 드리는 일류기업」
 30여년 제조업분야의 다양한 전문 지식과 ICT융복합 사업의 경험이 있는 실무형 인재들이 
2018년에 전남 목포에 설립한 벤처기업입니다. 낙후된 전남의 농촌 및 중소기업과 ICT기술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기업명 ㈜드림테크 대표자 정연오

설립일자 2018.4.7 매출액(직전년도) 300,000,000
소재지 전남 목포 종업원수 5
업종 ICT(정보통신기술) 홈페이지 www.udreamtech.co.kr

주생산품목 소프트웨어 개발 대표전화 010-9440-9116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 취업정보
모집분야 사업 기획 및 소프트웨어 운용
직무내용 사업 기획 및 운용 우대조건 관련자격소유자

연봉 25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시간 기숙사제공여부 지원

복리후생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타사항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8.4.7 ㈜드림테크 설립 2018.12 창업성장지원 R&D사업 선정
2018.6 중소기업 생산관리 시스템 런칭 2019.8 ㈜선우 스마트공장 구축
2018.6 위기대응지역 전문위원 선임 2019.10 코스틸산업(주)스마트공장 구축
2018.11 벤처지업 인증 2019.11 ㈜와이씨씨 바코드시스템 구축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기업명 ㈜아이티에스 대표자 신동윤
설립일자 2007.06.25. 매출액(직전년도) 1,400,000,000
소재지 전남 목포시 종업원수 13명
업종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www.itsbiz.co.kr

주생산품목 웹, 앱 개발 대표전화 061-285-2050

모집분야 웹/앱 기획 및 운영

직무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우대조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경험자

연봉 면담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40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사회보험가입 및 최저임금 지급

20 ㈜아이티에스
저소득층을 비롯해 취업취약계층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권 보호와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 그리고 목포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사업단의 기술이전 및 저소득층, 고령자, 장기실업자, 이주민, 취업취약계층 
분들에게 우선채용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기울이고 목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는 
착한기업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21 ㈜엠엔유튜브
 「호남지역 음성인식 솔루션 대표기업」
엠엔유튜브(M&Utube)는 AI와 빅데이터의 음소분석을 통하여 음성을 정확한 텍스트로 
변환하는 자동 자막 생성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진행중임

기업명 엠엔유튜브 대표자 이광선
설립일자 2018.11.05 매출액(직전년도) 80,000,000
소재지 전남 나주 종업원수 7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홈페이지 downcap.net

주생산품목 소프트웨어 대표전화 010-9633-3357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벤처기업인증,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원사

모집분야 경영기획 및 프로그램 운용
직무내용 기획, 개발 우대조건 web app 개발경험

연봉 2400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8 기숙사제공여부 무
복리후생 -
기타사항 -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9.10 광주전남중소벤처청장상 2019.08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상
2020.11 방송전파진흥원장상 2020.02 전라남도도지사상



22 ㈜하이옥스
㈜하이옥스는 2001년 설립된 냉동, 공조냉난방기기(공기조화기,냉각탑,항온항습기,송풍기 
등) 직접 제작하는 전문회사로 다수의 디자인(2건) 및 발명 특허(8건)와 유망중소기업 및 
기술혃신형 중소기업으로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성기업,농공단지입주업체)
매년 전년대비 계속하여 매출 성장 기록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화 및 수요 트랜드에 맞
추어서 제품을 개발 및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장비의 설계,생산 등 관련하여 공장에서 90%이상 가공하여 직접생산하므로 품질관리,AS 
및 사후관리에서 빠른 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기업명 ㈜하이옥스 대표자 이영례
설립일자 2001.07 매출액(직전년도) 3,300,000,000
소재지 전남 나주시 동수동 종업원수 16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hiox.kr

주생산품목 산업용 공조 냉난방 장비 외 대표전화 061-336-007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보유함. 연구원 3명

모집분야 회계 및 사무 관리
직무내용 회계 및 사무 관리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5일 / 09:00 ~ 18:00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4대보험
기타사항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0 기술 혁신 중소기업 2014
냉각탑 한국설비기술협회 

KARSE 인증획득
2013 전라남도 스타기업 2015 모범여성기업인상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23 천연테크놀러지
「시스템 솔루션 설계 제작 전문업체 “천연테크놀로지”」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청 및 각 공공기관 종합상황실의 상황판시스템(Multi-Display)
에서부터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또한 회의실, 대강당 등의 영상/음향 시스템과 Network 
기반의 CCTV시스템, 영상회의, LED전광판, 재난예경보솔루션까지 기획, 설계에서부터 시
공까지 총괄하여 Total SI Solution 을 완성해 드리는 전문기업 입니다.
모든 system의 구성을 고객의 입장에서 분석, 검토하여 고객의 용도와 환경에 맞도록 최
적의 system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공 후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교육 및 A/S 등의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명 천연테크놀러지 대표자 이미자
설립일자 2014년 03월 매출액(직전년도) 15억
소재지 전남 나주시 종업원수 9
업종 소프트웨어/전자 및 통신기기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영상/음향 시스템, 
상황관제시스템 외

대표전화 070-4940-4135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모집분야 소프트웨어, 전자 및 통신기기 관련 전산 관리

직무내용 회계 및 전산 관리 우대조건
회계 및 전기 관련 

자격증
연봉 최저임금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5일 / 09:00 ~ 18:00 기숙사제공여부 O
복리후생 중식제공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4년 회사설립: 여성기업 2014년 특허취득: 방송장치, CCTV
2014년 정보통신공사업등록 2015년 벤처기업 인증서
2014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취득 2015년 기상사업 등록증 취득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24 ㈜대월엔지니어링
㈜대월엔지니어링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 전국 권역별 신재생에너지설
비 사후관리를 맡을 전담업체를 확정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신재생에너지분야별 A/S업무를 전담할 참여기업
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업명 ㈜대월엔지니어링 대표자 임승철
설립일자 2018.10 매출액(직전년도) 8,500백만원
소재지 목포시 대양산단로 종업원수 9
업종 태양광, 에너지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일반전기공사업 대표전화 061-274-3955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모집분야 사무 및 전산관리

직무내용 사무 및 행정 우대조건 성실, 근면 및 관련 
자격증

연봉 면담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40시간 기숙사제공여부
복리후생 중식제공/사회보험가입 및 최저임금지급
기타사항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기업명 ㈜알비티모터스 대표자 이성조
설립일자 2020. 매출액(직전년도) 49,000,000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종업원수 10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www.rbtmotors.com

주생산품목 자동차 제조 대표전화 061-331-104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황 보유

모집분야 회계 및 사무관리, 자동차 설계 및 디자인
직무내용 회계, 자동차 디자인 우대조건 CAD, 회계

연봉 면담 후 결정 고용형태 계약직 or 정규직
근무시간 평일 09시 ~ 18시 기숙사제공여부 X
복리후생 4대보험
기타사항

25 ㈜알비티모터스
현재 저희 알비티모터스는 개정안에 따라 인정서를 받기 위해 자동차 제원표 등 관련서류
를 준비하여 신청하였고, 국토부의 인증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빠르면 내년에는 국내에서
도 레플리카나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하루라도 빨리 알비티모터스의 MK1을 선보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
습니다. 
알비티모터스의 MK1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아메리칸 클래식으로써 스타일, 성능은 물론 
기존 양산차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사용자 중심의 구성으로 탄생됩니다. 
날렵한 Custom Fastback 디자인은 물론 정식 라이센스의 바디 채용, 최신의 엔진 등을 
적용하여 디자인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아메리칸 클래식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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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HEATER ASSCERY 구성품, 제철소 철 냉간기 및 첨전조 구성품, 부유불 
및 막구조물 및 막구조물, 등대 외 해양구조물 등을 주요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습
니다.
2014년 (유)에스제이를 설립하여 2015년 한국메이드 현장사무소, 2016년 알파중
공업 현장사무소, 2017년 Korea Made Group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목포시 대양산단에 제조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선박구성품 제조업 공장등록, 
수립 조선의장품 제조업 공장등록을 하여 지엮솨 함께 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6.11.16 특허:가축사료 자동공급장치

기업명 유)에스제이 대표자 오 승 철
설립일자 2014년 4월 8일 매출액(직전년도) 2,351,210,000
소재지 전남 영암군 종업원수 15 명
업종 제조업 홈페이지

주생산품목 선박구성부분품 외 대표전화 061-277-1547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있음

모집분야 사무직 : 생산관리, 품질관리 0명  //  현장직 : 제관(취부)사 00명
직무내용 우대조건

연봉 면접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5일, 8시~17시 기숙사제공여부 -
복리후생 중식 제공 / 공휴일 휴무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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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안전한 레저문화를 선도한다는 신념으로
2012년 9월 설립된 부동산·토지 개발 기획 운영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파라입니다.
개발 및 운영 분야 전반에 걸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시대에 맞는 기업으로 성장할것을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1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2 주식회사 파라 설립 2021 본사 확장이전
2015 오시아노 관광단지 운영권 취득 2022 온라인 쇼핑몰 오픈

2016 오시아노 카라반펜션 및 
워터파크 운영 2022 담양 지점 오픈

2017 행사 기획 사업 시작

기업명 주식회사 파라 대표자 송도영
설립일자 12.09.12 매출액(직전년도) 12억

소재지 목포시 영산로 종업원수 본점: 5명
지점: 5명

업종 마케팅 및 컨설팅업 홈페이지 parainc.co.kr

주생산품목 행사 기획 및 야영장 
임대업 대표전화 1668-114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

모집분야 웹디자인
직무내용 웹퍼블리싱 우대조건

연봉 면접 후 결정 고용형태 계약직
근무시간 주5일, 9시~18시 기숙사제공여부 -
복리후생 중식, 연차, 명절 상여금, 간식제공
기타사항 특수사항 제외 초과근무 없음



28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열분해로 (4기) 후단설비

제어판넬 관제센터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약정인원 : 2명
▣ 기업정보

▣ 취업정보

▣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20. 0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패밀리기업) 지정 2021. 03 ISO9001/ISO14001 인증

2020. 05 전남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선정 2021. 05 (재)전남테크노파크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2020. 05 벤처기업인증 
(제20200106353호) 2021. 08 한국에너지밸리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명 주식회사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대표자 나 성 용
설립일자 2016.05.20 매출액(직전년도) 2억원
소재지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740.2층 종업원수 10
업종 재생에너지 설비제조 홈페이지 wasteenergysolution.com

주생산품목 저온열분해 플랜트 대표전화 061-277-7948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 연구개발전담부서 (제2020150494호)

모집분야 사무, 디자인 및 설계
직무내용 생산 및 재고관리 우대조건

연봉 면접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5일, 9시~18시 기숙사제공여부 -
복리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