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팩토리과
Department of Smart Factory

헤어뷰티디자인과
Department of Hair Beauty Design

게임콘텐츠스쿨
School of Game Contents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Department of Medical Beauty & Customized Cosmetics

구미대학이JOB았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과 동시에

취업성공!!

취업률
장학금

전국

1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WCC(World Class College)는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으로 전문대학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손꼽힙니다. 구미대학교는 교육부가 직업교육 

분야 국내 대표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특성화

교육역량·산학협력·글로벌 경쟁력 등 모든 부문에서 다른 대학과 차별

화 된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구미대학교는 미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전문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산업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술자 및 관리자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인격도야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창의정신을 발휘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실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Mission 대학미션

이론을 겸비한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글로벌 대응력 함양.

산업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정보화 능력 배양.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서의

대학 특성화 완성

Education Goal 교육목표 Vision 대학비전

성실 창의 긍지

EDUCATION
GOAL 인재의 가슴에 희망의 온기를 불어넣고

실용의 힘으로 희망 미래를 빛나게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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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률이 전체 취업의 40.5%

5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

취업특성화 최고대학으로 비상하는 구미대학교

교육부 선정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취업보장형
Uni-Tech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Uni-Tech
취업보장형

통합교육

육성사업 선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대학일자리
센터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사업

K-Move
스쿨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K+)

육성사업

일·학습
병행사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대학일자리
센터사업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사업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정부가 인정한 특성화 전문대학

국고산업 10관왕 달성!

년도별 취업률 현황81.1%
(10년 평균)

※ 2014년('가'그룹) 2010~2013년까지('나'그룹) 교육부 공식발표(졸업생 2,000명 이상 기준)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통계

전문대학교 펑균 취업률 71.3%(2019년 기준)

맞춤형 취업 고용예약 프리잡(Pe-Job)프로그램을 통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 

120여개 기업들과 고용예약 및 맞춤식교육으로 취업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2017~2018

2015~2021

2019~2022

2014~2020

2017~2022

2014~

2021~2026

2015~2022

2020~2022

2008~2021



재학생 95% 장학금 수혜

장학금 3년 연속 등록금의 80% 이상

방학엔 세계로 떠난다!

교육부 주관 글로벌사업 3관왕

내신·수능성적
우수자 특별장학금

최고 3백만원

9년 연속
반값 등록금

실현!!

2020년도는
등록금의 84%
이상이 장학금!

전문대학

일반대학

342만원

329만원

등록금 한학기
실납부금액

46만원

세계 20개국
2,500여 명 넘는
학생 해외연수

최근 10년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20개국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

인증대학 선정

정부지원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
[K-Move 스쿨]

재학생

95%
장학생

재학생 중 장학생 비율 1인당 연평균 장학금 (2019년 기준)

구미대학교 481만원

글로벌 인재 양성에 역점!

해외취업률 94%
[K-Move 스쿨 사업]

2010 - 2019 세계 20개국 2,500여 명 파견

2010 - 2012 해외취업연수 운영실적 전국 1위

2012 2차 글로벌 현장학습 전국 2위

2014 - 2020 세계로 프로젝트, K-Move 스쿨 선정

2015 - 2018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대학 선정

2016 - 2020 정부초청 외국인 전문학사 장학생 수학대회 선정

2017 - 2018 독일 요양전문치료사 취업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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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인재를 육성!

사회맞춤형 인력양성사업 LINC+

GMU전공분야

공무원/군무원 양성 국가시험지원센터

사업이란?

전문대학이 교육수요자 산업체로부터 요구받은 직무분야 및 교육과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해당 산업체에 채용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지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MC 엔지니어 양성반

스마트팩토리품질경영 인력양성반 <4차 산업혁명>

친환경지능형자동차정비 인력양성반 <4차 산업혁명>

삼성중공업공정품질관리 인력양성반

금형산업 인력양성방

전기안전관리자 인력양성반

캐릭터콘텐츠 인력양성반

뷰티비즈니스 인력양성반

건설기계정비 인력양성반

디지털 IMPRESSION 3D 전문가 양성반(3D프린팅 기반 치과위생사 양성반)

AI 코딩 전문가 양성반

공무원/군무원
유치원교사
합격자 배출!

사회맞춤형 인력양성학과 운영

청년 취업난 시대,
대기업 취업보다 쉬운 공무원(군무원)

전체공무원 30%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작!

2022학년도 GMU 공무원/군무원 양성 특별반

특별한 혜택 ● 소수 정예반 선발 운영

 ● 전문강사 강의 및 온라인 특강 지원

 ● 전공분야별 맞춤식 응시전략 지원

 ● 기숙사 입사 우선 배정 및 전용 강의실/독서실 지원

 ● 과정 참가 성적 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운영과정 ● 군무원 :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 공립(병설, 단설) 유치원 교사(7급 교육공무원)

 ● 소방,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 그 외 전공분야별 국가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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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 9개 과정

사회맞춤형 협약반 및

400여 곳의 채용연계

협약산업체 운영

LINC+

사업맞춤형 협약반

참여 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편의시설로 학교생활을 더 즐겁게!

자기개발 프로그램 및 학생복지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들이 공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복지 시설 확충!

멘토링캠프, 프리잡캠프, 취업캠프, 영어캠프, 리더쉽캠프,  

창업동아리캠프 등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으로 협동심 뿐만  

아니라 나만의 스펙을 쌓을 수 있어요!

각 학과 전공자격증, 무료특강, 토익 무료특강, 일본어 무료

특강, 명사초청 특강 등의 다양한 강의로 지식의 폭을 더 

넓혀보세요!

기숙사, 전자도서관, 전 지역 통합버스 운영, 의료지원, 전 

강의실 및 실습실 냉·난방시설 등으로 어려움 없이 공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캠프

특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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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란?

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안내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방식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혜택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방법

 - 면접고사

 - 전형방법

 - 합격자발표 및 등록

 - 기타 유의사항

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스마트팩토리과

 - 게임콘텐츠스쿨

 -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 헤어뷰티디자인과

4.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

 - 참여기업 역할

 - 교육 참여 유형

 - 참여기업 자격요건

 - 참여기업 혜택

 - 참여기업 현황

5. 창의융합교육센터

취업걱정없는 스마트한 인생!

구 미 대 학 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란?

│ 대학입학전형과 협약기업의 채용절차를 

실시하여 합격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맞춤형학과

기업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의 일부를 담당하고 

대학은 기업 수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하여 기업에 인재를 공급합니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어 2학년 때

부터 직장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전문학사

학위를 6개월 단축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업
● 조기 인재 확보

●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 교육과정 개발 등 참여

● 대학 인프라 활용 및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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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합니다.

● 입학과 동시 취업확정

● 2년제를 6개월 단축하여 졸업

  (1년 6개월만에 전문학사 취득)

● 학비지원

● 현장실무형 수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4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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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동시에 취업 100% 확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현장 

실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합니다.

장학금과 기업지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학은

기업 수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기업에 인재를 공급합니다. 

기업맞춤형 R&BD 전문인력으로 성장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어 2학년 때부터는 직장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전문학사학위를 1년 6개월만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학과
스마트팩토리과, 게임콘텐츠스쿨,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헤어뷰티디자인과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미래인재를 양성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

맞춤형 New Smart 인력양성 Creator

기업과 대학이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 인재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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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운영방식

● 1학년에는 기업에서 요구한 핵심 교과목을 집중 이수 - 학생 신분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을 활용 60학점 이수

● 2학년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실무 위주의 교과목 이수 - 재직자 신분으로 일과 학습 병행 10학점 이수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혜택

● 대학 진학과 취업이 동시에 해결 (입학과 동시에 취업 확정)

● 1학년 등록금 전액 국비 지원 (1학년 (1년간) 총 400만원(학기당 450만원) 취업장려금 별도 지급)

● 2학년 등록금의 75% 장학금, 기업에서 급여는 별도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능

● 지역 우수중견기업 및 강소기업이 채용약정기업으로 참여 (취업의 질 보장)

● 등록금 부담비율(%)

(희망다리장학금Ⅰ유형)

※  단, 희망사다리장학금의 경우 1학년 1학기에는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1학년 1학기 취득 성적이 70점(CO)이

상인 학생에 한하여 지원되며, 취득성적 미달학생은 1학년 2학기 등록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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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구미대학교 홈페이지 무료접수(PC 혹은 스마트폰)

면접고사

● 면접대상자는 별도 통보하며 일정을 확인하여 면접고사에 참여하여야 함. 

● 면접은 대면(오프라인-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화상, 라이브, 동영상 등) 형태로 진행 예정

합격자발표 및 등록

● 합격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gumi.ac.kr)와 합격통지서를 통해 게시 또는 통지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치금 등록은 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 계약학과 수시(정시)모집에 에 지원한 학생은 모체학과에 한하여 중복지원을 허용함

 <인터넷 접수>

전형방법

- 1단계 서류전형에서 학생부의 교과영역(100점)으로 평가하여 분야별 정원의 7배수 선발

- 게임콘텐츠스쿨은 학생부의 2단계 전형에서 포트폴리오(50점)과 면접점수(50점)를 총괄 합산(100점)하여 선발

- 2단계 면접전형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통보예정

- 2단계 면접전형은 대학과 협약기업 인사담당자가 실시하며, 기업의 인재상과 채용적합도를 평가

- 합격자는 채용확약서가 제출되어야 최종합격 처리됨

   ·채용 확약 후 최종 합격된 학생에 대하여 기업 변심에 따른 채용 취소가 발생 한 경우 2학년 진학 전까지 타 기업과의 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학생신분 유지가능

   ·1학년 말에 기 약정된 기업이 채용을 거부한 경우, 2학년 진학 후 6개월 이내 추가 발굴기업 또는 타 기업과 근로 계약체결

      시 학생신분 유지가능(근로계약 체결이전 등록금 학생부담)

● 단계별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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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mart Factory   

스마트팩토리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공장 CEO의 꿈’을 

실현하는 스마트팩토리전문가 양성.

    모집정원 25명

학과소개

입학상담문의

주요 채용기업 및 특징

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양성

-  정보통신기술(ICT)을 제품 기획, 설계, 제조, 물류 등의 전 과정에 적용하여 최적의 생산 및 물류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모든 산업 분야에 필요한 스마트팩토리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미대학

교와 함께 스마트팩토리과를 공동 운영

 최고의 교육과정과 최고의 직장 보장

-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공장자동화, 인공지능, 품질 및 생산운용관리 등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공 기술 동아리 및 산업체 연수, 기능경진대회, 자격증 취득 지원

-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교육과정 운영

- 스마트팩토리 분야 선도 기업들과 주문식 교육 및 채용 협약을 통한 100% 취업 확정

2차전지 및 반도체, 스마트폰 분야의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최고의 채용기업

이창원 교수 010.6510.2430, 김형호 교수 010.4697.5145 카카오톡 gumi2430 인스타그램 gmu_smart.management

※ 채용기업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최종 참여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https://im.gumi.ac.kr

㈜영진아이앤디, ㈜세아메카닉스
㈜대경테크노, ㈜미래, 세영정보통신(주)
㈜SJ테크, ㈜전우정밀, ㈜엠텍, ㈜성하테크
대성정밀(주), 제일정보통신(주), ㈜선텍스
㈜아바텍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정보능력

스마트팩토리 개론

생산 운영관리

전사적 자원관리

PCL입문

스마트 공정품질

기업과 경영

인성과 자기개발

     빅데이터 분석

창업과 기업가 정신

MES

자동화 시스템

ERP 실무

     PLC 제어

3D CAD

     캡스톤 디자인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제조 데이터 분석

현장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조직 이해 능력

스마트 팩토리 디바이스 제어

스마트 제조실무(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4차 산업혁명의 이해 AI의료뷰티 서비스 개론

AI커스터마이징 마케팅

맞춤 화장품 제조 실습

의료미용 피부학

화장품 성분학

화장품법의 이해

CS뷰티병원 서비스 코디

      빅데이터 뷰티디자인 분석

     포스트 성형케어 실무

취업과 진로

AI기반 SNS뷰티 마케팅 실무

빅데이터 피부분석 상담

AI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메디컬 스킨케어기기학

기능성 화장품 제조 실습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디지털 피부분석 디자이스 제어

        이미지뷰티 코디네이션 실무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캡스톤 디자인

AI기반 화장품 생산시스템 구축 실무

의료뷰티 맞춤화장품 현장 실무(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PBL

마이크로디그리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두피 & 샴푸기술

포트폴리오 기획

기초 컬러링

기초 헤어펌

베이직 스타일링

헤어커트 드라이

    두피모발 과학

     뷰티 서비스

샬롱 헤드스파

응용 헤어컬러링

응용 헤어펌

맨즈 스타일

바버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

     샬롱 스타일 완성

     현장 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취업 진로 지도

고객 관리

뷰티 엑스퍼트 코스(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학일체형 게임콘텐츠개발 전문 인력양성

현장 중심 실습, PBL, 마이크로디그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구성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정보 능력

게임 운영

게임 드로잉 기초

게임 그래픽

게임 일러스트

3D그래픽 기초

게임엔진 실무  I

     게임 아트  I

     3D캐릭터 모델링

게임기획

게임아트  II

2D애니메이션  I

3D게임배경

3D애니메이션  I

게임엔진 실무  II

게임 UI/UX  I

     캡스톤 디자인

3D게임애니메이션  II

현장 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2D애니메이션  II

게임UI/UX  II

게임 프로젝트랩

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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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Game Contents   

게임콘텐츠스쿨
게임그래픽
게임 캐릭터 및 배경 콘셉트 원화, 2D게임그래픽,
3D게임모델링, 게임애니메이션 및 이펙트 

게임기획/개발
게임기획 및 시스템 기획, 유니티, 게임운영 및 QA(품질관리).

    모집정원 25명

학과소개

교육과정

주요 채용기업 및 특징

입학상담문의

-  국내 유명 게임업체 직무 연계 수업

- 게임그래픽 / 게임기획·개발 분야의 핵심인력을 양성

- 그래픽 전공 자격증 특별반 상시 운영

- 교육부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사업 선정학과 (캐릭터콘텐츠반)

과정특성
-  직무기초에서 심화 레벨로 진행하는 체계화된 교육과정

- 협약 산업체와 연계한 프로젝트 랩과 PBL 기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

- 게임콘텐츠개발 세부직무별 팀 프로젝트 실습이 이루어지는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주)카이엔터테인먼트│  라온엔터테인먼트의 테일즈런너 모바일 버전을 개발 중,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또한 해외(일본)에서

인기 있는 IP와 미소녀를 결합한 원작 스핀오프계 게임을 제작 올해 해외 런칭

(주)드림아이디어소프트│구글 인기게임인 MMORPG ‘아스트라의 전설’을 개발한 게임개발 전문회사

(주)나다디지털│  게임의 꽃 '게임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게임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게임개발 전

문회사입니다.

(주)JAMONG│엔젤게임즈의 파트너사

(주)익센트릭게임그루│가상현실 VR게임 개발 전문회사

(주)딜리셔스게임즈│  ‘스위트스터, 벽돌깨기 등 구글 피처드에 연속 3번째 선정, 세계 140개국에서 다운로드, 하이퍼캐주얼게임개발 

전문회사

※ 채용기업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최종 참여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김준영 교수 010-6661-2123 카카오톡 2sky2 인스타그램 visual_game_contents

          https://design.gumi.ac.kr

예비대학을 통한
기업 탐색과 
이해도 증진

1학년 동 하계 방학 
프로젝트 랩을 통한 

직무기초 및
심화 교육

2학년 1학기부터
OJT 교육으로

이어지는 현장중심형 
선순환 체계

구축 

유튜브 비주얼게임컨텐츠스쿨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정보능력

스마트팩토리 개론

생산 운영관리

전사적 자원관리

PCL입문

스마트 공정품질

기업과 경영

인성과 자기개발

     빅데이터 분석

창업과 기업가 정신

MES

자동화 시스템

ERP 실무

     PLC 제어

3D CAD

     캡스톤 디자인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제조 데이터 분석

현장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조직 이해 능력

스마트 팩토리 디바이스 제어

스마트 제조실무(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4차 산업혁명의 이해 AI의료뷰티 서비스 개론

AI커스터마이징 마케팅

맞춤 화장품 제조 실습

의료미용 피부학

화장품 성분학

화장품법의 이해

CS뷰티병원 서비스 코디

      빅데이터 뷰티디자인 분석

     포스트 성형케어 실무

취업과 진로

AI기반 SNS뷰티 마케팅 실무

빅데이터 피부분석 상담

AI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메디컬 스킨케어기기학

기능성 화장품 제조 실습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디지털 피부분석 디자이스 제어

        이미지뷰티 코디네이션 실무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캡스톤 디자인

AI기반 화장품 생산시스템 구축 실무

의료뷰티 맞춤화장품 현장 실무(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PBL

마이크로디그리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두피 & 샴푸기술

포트폴리오 기획

기초 컬러링

기초 헤어펌

베이직 스타일링

헤어커트 드라이

    두피모발 과학

     뷰티 서비스

샬롱 헤드스파

응용 헤어컬러링

응용 헤어펌

맨즈 스타일

바버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

     샬롱 스타일 완성

     현장 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취업 진로 지도

고객 관리

뷰티 엑스퍼트 코스(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학일체형 게임콘텐츠개발 전문 인력양성

현장 중심 실습, PBL, 마이크로디그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구성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정보 능력

게임 운영

게임 드로잉 기초

게임 그래픽

게임 일러스트

3D그래픽 기초

게임엔진 실무  I

     게임 아트  I

     3D캐릭터 모델링

게임기획

게임아트  II

2D애니메이션  I

3D게임배경

3D애니메이션  I

게임엔진 실무  II

게임 UI/UX  I

     캡스톤 디자인

3D게임애니메이션  II

현장 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2D애니메이션  II

게임UI/UX  II

게임 프로젝트랩

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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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edical Beauty & Customized Cosmetics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국내최초 의료뷰티서비스와 메디컬스킨케어, 메이크업 

맞춤 화장품 융합교육기관

    모집정원 25명

학과소개

주요 채용기업 및 특징

 맞춤 화장품시장의 확대

-  K-뷰티 핵심 산업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적 성장 전망 -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의 화장품 산업 형태 변화

- 고객니즈(needs)를 반영한 개별 맞춤화(Customization)로의 시장변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신설(2020.3.14)

 AI의료뷰티서비스 전문인력양성의 필요성

- 성형외과, 피부과 등 대형 의료뷰티기관의 화장품 산업분야 사업성에 대한 인식고양

-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SNS뷰티마케팅의 중요성 확대 

-  뷰티트랜드전략 수집과 고객의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

 국내 최초의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 의료뷰티서비스, 메디컬스킨케어, 메이크업과 맞춤 화장품 융합교육기관

-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개인 맞춤형 뷰티 트랜드를 실현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메디컬 뷰티에스테티션 양성

- 산업현장과 동일한 현장 미러형 실습실과 팝업스토어 환경에서 맞춤형 실무교육 실현

입학상담문의

오지민 교수 010-3812-3789 카카오톡 beauty3789 인스타그램 #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https://beauty.gumi.ac.kr

성형외과, 피부과, 화장품 제조 등
융합형 대형 의료뷰티기관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체 
메디컬스킨케어 및 스파, 

전문 피부미용테라피 업체

㈜ 빛채그룹 여리한, 
약손명가.비에이치엘

폴라이브, 제인앤코슈, ㈜영케미컬, 아쿠아렉스,
허브누리, 리만코리아, 레이바이오, ㈜에이팜

BL성형외과, 칠곡피부과, 이지함피부과, 성피부과,
청담오라클피부과, V성형외과, 서울바른피부과,

올포스킨피부과, 서울 레아쥬 피부과

교육과정

국가자격 및 면허 : 미용사(종합),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네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간호조무사, 서비스경영자격, 컬러리스트

민간자격 :  CS마스터, 천연화장품지도사, 천연비누지도사, 속눈썹아티스트, 트리콜로지스트, 왁싱전문가, 체형관리운동지도사, 아로마테라피 전문가, 발관리지도사, 

고객상담사, 반영구전문가 등 국가자격 및 면허와 각종 민간자격 취득가능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정보능력

스마트팩토리 개론

생산 운영관리

전사적 자원관리

PCL입문

스마트 공정품질

기업과 경영

인성과 자기개발

     빅데이터 분석

창업과 기업가 정신

MES

자동화 시스템

ERP 실무

     PLC 제어

3D CAD

     캡스톤 디자인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제조 데이터 분석

현장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조직 이해 능력

스마트 팩토리 디바이스 제어

스마트 제조실무(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4차 산업혁명의 이해 AI의료뷰티 서비스 개론

AI커스터마이징 마케팅

맞춤 화장품 제조 실습

의료미용 피부학

화장품 성분학

화장품법의 이해

CS뷰티병원 서비스 코디

      빅데이터 뷰티디자인 분석

     포스트 성형케어 실무

취업과 진로

AI기반 SNS뷰티 마케팅 실무

빅데이터 피부분석 상담

AI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메디컬 스킨케어기기학

기능성 화장품 제조 실습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디지털 피부분석 디자이스 제어

        이미지뷰티 코디네이션 실무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캡스톤 디자인

AI기반 화장품 생산시스템 구축 실무

의료뷰티 맞춤화장품 현장 실무(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PBL

마이크로디그리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두피 & 샴푸기술

포트폴리오 기획

기초 컬러링

기초 헤어펌

베이직 스타일링

헤어커트 드라이

    두피모발 과학

     뷰티 서비스

샬롱 헤드스파

응용 헤어컬러링

응용 헤어펌

맨즈 스타일

바버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

     샬롱 스타일 완성

     현장 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취업 진로 지도

고객 관리

뷰티 엑스퍼트 코스(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학일체형 게임콘텐츠개발 전문 인력양성

현장 중심 실습, PBL, 마이크로디그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구성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정보 능력

게임 운영

게임 드로잉 기초

게임 그래픽

게임 일러스트

3D그래픽 기초

게임엔진 실무  I

     게임 아트  I

     3D캐릭터 모델링

게임기획

게임아트  II

2D애니메이션  I

3D게임배경

3D애니메이션  I

게임엔진 실무  II

게임 UI/UX  I

     캡스톤 디자인

3D게임애니메이션  II

현장 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2D애니메이션  II

게임UI/UX  II

게임 프로젝트랩

2-1학기

※ 채용기업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최종 참여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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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air Beauty Design 

헤어뷰티디자인과
맞춤형 현장실무인력 양성

헤어뷰티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모집정원 15명

     https://beautydesign.gumi.ac.kr

입학상담문의

손호은 교수 010-3816-4485 카카오톡 she2208 인스타그램 gumi_beauty20

학과소개

교육과정

요구되는 인재상

주요 채용기업 및 특징

-  K뷰티 미래산업 육성 관련 협약업체들에게 맞춤형 현장실무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  헤어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기초 기술과 트랜드를 반영한 커트, 펌, 염색 등 다양한 기술력 강화  교육

-  스마트 융합시대에 맞는 뷰티크리에이터 양성

-  뷰티비즈니스센타 운영을 통한 현장 고객응대 기술로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산학 일체형 헤어뷰티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된 최고의 채용기업

※ 채용기업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최종 참여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정보능력

스마트팩토리 개론

생산 운영관리

전사적 자원관리

PCL입문

스마트 공정품질

기업과 경영

인성과 자기개발

     빅데이터 분석

창업과 기업가 정신

MES

자동화 시스템

ERP 실무

     PLC 제어

3D CAD

     캡스톤 디자인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제조 데이터 분석

현장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조직 이해 능력

스마트 팩토리 디바이스 제어

스마트 제조실무(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4차 산업혁명의 이해 AI의료뷰티 서비스 개론

AI커스터마이징 마케팅

맞춤 화장품 제조 실습

의료미용 피부학

화장품 성분학

화장품법의 이해

CS뷰티병원 서비스 코디

      빅데이터 뷰티디자인 분석

     포스트 성형케어 실무

취업과 진로

AI기반 SNS뷰티 마케팅 실무

빅데이터 피부분석 상담

AI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메디컬 스킨케어기기학

기능성 화장품 제조 실습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디지털 피부분석 디자이스 제어

        이미지뷰티 코디네이션 실무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캡스톤 디자인

AI기반 화장품 생산시스템 구축 실무

의료뷰티 맞춤화장품 현장 실무(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PBL

마이크로디그리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두피 & 샴푸기술

포트폴리오 기획

기초 컬러링

기초 헤어펌

베이직 스타일링

헤어커트 드라이

    두피모발 과학

     뷰티 서비스

샬롱 헤드스파

응용 헤어컬러링

응용 헤어펌

맨즈 스타일

바버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

     샬롱 스타일 완성

     현장 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취업 진로 지도

고객 관리

뷰티 엑스퍼트 코스(OJT)

2-1학기

PBL

마이크로디그리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학일체형 게임콘텐츠개발 전문 인력양성

현장 중심 실습, PBL, 마이크로디그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구성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정보 능력

게임 운영

게임 드로잉 기초

게임 그래픽

게임 일러스트

3D그래픽 기초

게임엔진 실무  I

     게임 아트  I

     3D캐릭터 모델링

게임기획

게임아트  II

2D애니메이션  I

3D게임배경

3D애니메이션  I

게임엔진 실무  II

게임 UI/UX  I

     캡스톤 디자인

3D게임애니메이션  II

현장 실습

예비대학 1-1학기 1-하계학기 1-2학기 1-동계학기

2D애니메이션  II

게임UI/UX  II

게임 프로젝트랩

2-1학기

아이디헤어, 비엠헤어다이스, 인스헤어,

이비스헤어, 더 모스트, 로미살롱, 미창조(주), 이철헤어커커,

리차드프로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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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조기취업형
계 약 학 과 참여기업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교육과정 개발 등에 참여하여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 할 수 있습니다. 

학생선발

해당 학과에서 학생 선발 시

면접에 직접 참여

교육과정 개발 참여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참여

참여기업 역할

교육 참여 유형

참여기업 혜택

참여기업 자격요건

맞춤형
인력양성

(기본형)

     -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 및 공급

     - 1년간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 이수

     - 취업 후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심화교육 및 직무역량 고도화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R&BD)
지원

     - 협약 중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 혁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공동 R&BD 과제 도출 및 수행

        (참여학생)

상시 근로자 5인이상 기업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자원통상부 등이 인정한 건실기업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인 기업 중 월드클래스300, Best HRD 기업, 경영 및 기술혁신 기업 인증,

대외적으로 기술력 및 발전 가능성, HRD 우수성을 인정 받은 기업

※ 우대사항 : 병력특례 TO 보유기업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며 대학교 2학년부터 교육비의 절반 부담

으로 전문학사급 연구인력을 양성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대학의 연구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화연계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 가능

우수인재 조기 확보 및 교육비 경감

교육비 일부 환급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프로젝트

※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권고 (대학별 일부 상이)

인원
기준

신용등급
및

정부 인증

우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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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현황

구분 스마트팩토리과 게임콘텐츠스쿨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헤어뷰티디자인과

1 ㈜대경테크노 ㈜카이엔터테인먼트 ㈜리만코리아 INS헤어(인스헤어)

2 ㈜미래 ㈜드림아이디어소프트 ㈜약손명가 이비스헤어

3 ㈜세아메카닉스 ㈜나다디지탈 ㈜제이앤코슈 ㈜아이디뷰티

4 ㈜전우정밀 ㈜자몽 ㈜허브누리 비엠헤어다이스

5 세영정보통신㈜ ㈜딜리셔스게임즈 ㈜영케미칼 민헤어라인김도원2호점 (더 모스트)

6 영진아이엔디㈜ ㈜익센트릭게임그루 ㈜아쿠아렉스 로미살롱

7 인탑스㈜ ㈜핀사이트 ㈜보뜨레코스메틱 미창조㈜

8 ㈜KH바텍 ㈜제노픽스 나드리화장품㈜ 이철헤어커커

9 ㈜SJ테크 ㈜카카오즈 V브이성형외과의원 리차드프로헤어 신방본점

10 덕우전자 ㈜콘텐츠팩토리 미소지앤의원 -

11 ㈜성하테크 ㈜인플랩 성피부과의원 -

12 대성정밀㈜ - 이지함피부과의원 -

13 제일정보통신㈜ - 칠곡카톨릭피부과 (칠곡피부과의원) -

14 ㈜선텍스 - 비엘성형외과피부과 (BL성형외과) -

15 ㈜엠텍 - 올포스킨피부과의원 -

16 ㈜아바텍 - ㈜에이팜 -

17 ㈜원익큐앤씨 - 레이바이오 -

18 욱일기계 - 더트리니티스파 (㈜엘앤케이웰니스) -

19 경산제지㈜ - ㈜세스티끄 -

20 - - ㈜농업회사법인 비엔케어 -

21 - - ㈜지엘바이오코리아 -

22 - - ㈜웰킨두피관리센터 -

23 - - ㈜빌드라잇 -

24 - - 서울바른피부과 -

25 - - BHL테라피 -

26 - - 청담오라클피부과성형외과의원 -

27 - - ㈜폴라이브 -

28 - - 레아주서울피부과 -

29 - - 결이고은 -

30 - - 코비스타 -

31 - - ㈜빛채그룹 -

32 - - 더서울피부과의원 -

33 - - 연세스타피부과 -

34 - - ㈜피비에스코리아 -

35 - - ㈜아주르852 -

36 - - 더퍼스트피부과 -

37 - - 아발리코코리아 -

38 - - 시코르 -

합계 19개 11개 38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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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참여(채용) 기업 현황

>>> 스마트팩토리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참여기업

구분 기업명 대표자 업종 종업원수(명) 매출액(백만원) 약정인원(명) 홈페이지

1 ㈜대경테크노 곽현근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100 24,522 5 dae-kyoung.co.kr

2 ㈜미래 노은석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0 50,000 2 miraemotors.com

3 ㈜세아메카닉스 조창현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90 82,695 2 seamechanics.com

4 ㈜전우정밀 김동진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92 18,100 2 jwjm.com

5 세영정보통신㈜ 이세영 유무선 통신장비 73 7,719 3 eseyoung.com

6 영진아이엔디㈜ 배근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65 36,700 5 youngjinind.co.kr

7 인탑스㈜ 정사진 이동전화기 제조업 250 153,000 2 intops.co.kr

8 ㈜KH바텍 남광희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74 185,000 2 khvatec.com

9 ㈜SJ테크 허일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160 50,000 2 sjtech87.co.kr

10 덕우전자
이준용
우수택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47 15,340 4 derkwoo.com

11 ㈜성하테크 조한권 전자부품 15 200 3 shtech4476.co.kr

12 대성정밀㈜ 정영락 전자부품 43 8,631 2 dssupport.co.kr

13 제일정보통신㈜ 송원호 전자부품 13 2,714 2 jeilic.co.kr

14 ㈜선텍스 박호룡 전자부품 12 2,703 2 suntextile.co.kr

15 ㈜엠텍 신한교 자동차부품 70 22,812 2  -

16 ㈜아바텍 박명섭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457 75,727 2 avatec.co.kr

17 ㈜원익큐앤씨 임창빈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956 23,680 1 wonikqnc.com

18 욱일기계 방금필 DIE CUTTER 30 5,000 1 www.wookil.co.kr

19 경산제지㈜ 김문성 재생지 K, P 100 130,000 1 www.ks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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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생산, 품질
생산, 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 자동차, 금속)
MES ERP, 컴활우수자 2조 2교대

건강검진, 각종 경조사 

지원,체력단련실운영, 

기숙사, 구내식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조,품질 제조/공정품질
컴퓨터활용능력 우수，

인근거주자 
-

학자금지원, 자격 및 

가족수당

사원아파트 지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생산, 품질 제조/공정품질
컴퓨터활용능력 우수，

인근거주자
주 5일 근무 사원아파트 지원

㈜대경테크노

㈜미래

㈜세아메카닉스

취업정보

취업정보

취업정보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 전문 업체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다변화에 대응하며, 수입창출 및 이익증대를 이

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분야의 환경 및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인 ISO9001, ISO14001, TS16949 및 SQ, MSQ를 획득, 품

질관리시스템에 입각하여 부품 설계 단계부터 소재 선택,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품질로 고객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

고 있습니다.

경북중소기업 대상을 수여 받았으며, 15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ESS, 수소차 등의 친환경 부품, 그 외 자동차 내연기관의 다이캐스팅 부품, 전자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기업으로서 21세기 첨단 디스플레이용 디바이스 및 리빙 시스템과 공간 디자인 솔루션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에서 생산, 서

비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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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생산, 품질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

- 주간/주야교대
구내식당, 5일미만 휴가,

동호회지원 등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통신장비 수리사 통신장비 수리
전자, 정보통신

관련 이수자
08:00~18:00

주5일근무, 건강검진, 

동호회운영,기숙사, 

통근버스 등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기타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제조, 공정품질

컴퓨터활용능력 우수，

인근거주자 
3교대

기숙사, 통근버스, 

식사(비)제공

자녀학자금 지원

㈜전우정밀

세영정보통신㈜

영진아이엔디㈜

취업정보

취업정보

취업정보

자동차 안전&핵심 부품의 소성가공 대체기술 부문 세계 1위

창업이래 프레스 금형 및 가공분야에 주력하여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돋음을 하였고, 2006

년도에 TS 16949 및 SQ-MARK를 인증받아 프레스 가공부문의 전문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의 A/S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전 통신분야의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유일, 최대 기업입

니다. 더불어, 자체 개발한 무선 통신기기 'WiWi(위위)'는 직접 생산 및 제조, 수리, 판매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

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되었으며, 우수한 연구진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High-Plasma Scrubber를 개발하여 SK Hynix 반도체, LG 필

립스 LCD, DBHiTek 등 국내는 물론 중국, 대만 등 해외유명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최첨단, 초정밀, 초소형 장비 기술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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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스마트팩토리과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조,품질 제조, 공정품질 프로그래밍 가능자 주간

건강검진, 직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 지원, 

체력단련실운영, 

자녀학자금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조,품질
휴대폰부품,

자동차부품
 - 08:00~18:0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인탑스㈜

취업정보

취업정보

1981년 설립 후 지난 4반세기 동안 휴대폰 부품 전문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메탈, 컴포짓, 패브릭, 잉크 

등의 소재 전문가와 사출, 금형, 자동화 등의 공정전문가, 그리고 30여 년의 제조기술을 통해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조,품질 제조, 공정품질 - -
동호회 및 경조사비 지원

사내복지금, 사택지원

㈜KH바텍

취업정보

1992년 창사 이래 끊임없는 신사업 발굴과 기술 개발 및 고객밀착경영을 위한 해외 생산시설 확충 등 다양한 경영혁신을 통해 

글로벌 ICT 부품기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SJ테크

1987년 자동차부품 전문회사인 세진산업을 창립하여 소형정밀 Die Casting기술과 Know-how를 바탕으로 2003년  법인전환 및 

2004년 Mobile부품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여, 휴대폰업계 세계 1위 삼성전자와 자동차부품업계 선두주자 현대모비스의 1차 협력

사로서 쌓은 기술력과 신용을 토대로 순수 국내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Mobile 부품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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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조,품질
모바일제조 

및 품질관리
ERP, MES능통자 주간/교대

기숙사, 통근버스, 

식사(비)제공

덕우전자

취업정보

핵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 차량, OLED 디스플레이, Chemical 산업 분야에서 핵심소재 및 부품 사업을 전개하는 기구 

부품 전문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품질 및

설비관리
품질보증,설비관리

CAD가능, 

엑셀가능자 우대
08:00~18:00

주 5일근무,건강검진, 

통근버스 등

㈜성하테크

취업정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자동화 기기 및 물류 Conveyor System 설계 제작하는 LG디스플레이 및 SK실트론 협약업체로 지

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품질 및

설비관리
제조/공정품질 - - 학자금 및 경조사 지원

대성정밀㈜

취업정보

각종 프레스 및 용접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1998년 설립이래 주식회사 대성정밀은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기업인증, 유

망중소기업 인증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다방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조,품질 유, 무선  통신장비 제조 프로그래밍 가능자 주간 기숙사 지원

제일정보통신㈜

취업정보

각 분야에서 다년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들이 모여 방송장비,CCTV,네트워크(S/W),제조,설치 및 설계, 

감리 전문 업체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통합플레폼 구축 전문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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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스마트팩토리과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조,품질 제조/공정품질 - - -

㈜선텍스

취업정보

텐트원단 및 아웃도어 섬유코팅직물/코팅가공 제조, 태양광 발전, 직물제품 도소매 등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체로서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 경북중소기업인 상을 수여받은 기업입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공정관리 제조/공정품질 품질경영 지식보유 08:00~18:00

보험,연금,휴가,육아,

동호회지원,

사내 운동시설 등 

㈜엠텍

취업정보

CATIA를 이용한 자동차 설계 전문 Engineering 회사로써, 설계분야는 차체 /의장 /샤시/전자/Engine/Engine Room Lay-Out이며, 

자동차회사에서 다년간 설계 경험을 쌓은 Engineer들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생산설비

유지보수
전자부품

외국어 능통자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경조휴가 및 경조금 

장례용품 지원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우수사원 표창 등 

㈜아바텍

취업정보

IT부품소재 분야에서 성장 해온 코스닥 상장 회사로써 진공 다층막 증착 설비 및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고 기능성 박막코팅 제

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판 디스플레이 기기의 경량, 박형화 트렌드에 따라 패널의 두께를 줄이는 독자적인 에칭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패널의 정전기 방지 목적으로 배면ITO 코팅을 In-line 化 하여 최고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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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조2팀 생산/품질

전면 방진복 착용 가능자,

반도체/세정 관련 업무 

경험,주말 근무 가능자

-

학자금 지원 :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융자 

지원 :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조,품질 제조,품질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원익큐앤씨

욱일기계

취업정보

취업정보

반도체 WAFER를 생산하는데 Quartz Ware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Ceramic Ware를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는 복합소재부품 전문기업입니다. 1997년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2003년에 ㈜원익과 ㈜원익쿼츠로 기업 분할하였으며, ㈜원익큐엔씨로 사명을 변경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있습니다. 

1983년 창사이래 세계 최초의 반자동 평판 타발기와 세계 최대(1700 x 2600mm) 자동 평판 타발기 개발업체로 시작하여, 골판

지 산업 및 고객의 높은 요구 사항에 맞게 생산 제품 향상과 AS 및 판매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제조,품질 제조,품질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경산제지㈜

취업정보

경산제지(주)는 골판지 원지(중심지, 이면지)만을 40여년 동안 일관되게 생산, 판매하며 성장해온 전문회사로서 2011년에 골

판지 원지중 표면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아세아제지(주)에서 기업을 인수하여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성

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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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게임콘텐츠스쿨

       2023학년도 참여(채용) 기업 현황

>>> 게임콘텐츠스쿨

구분 기업명 대표자 업종 종업원수(명) 매출액(백만원) 약정인원(명) 홈페이지

1 ㈜카이엔터테인먼트 정현석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주소대

46 417 5 kaient.co.kr

2 ㈜드림아이디어소프트 이제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20 573 4 dreamideasoft.net

3 ㈜나다디지탈 이윤열 모바일게임 17 65 3 nadadigital.co.kr

4 ㈜자몽 윤승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 250 1 vr-jaong.com

5 ㈜딜리셔스게임즈 이현진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600 3 deliciousgames.co.kr

6 ㈜익센트릭게임그루 박형준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8 1,482 3 eggcorea.com

7 ㈜핀사이트 정진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 200 1 finsightstudio.com

8 ㈜제노픽스 채경훈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 460 1 xenopix.modoo.at

9 ㈜카카오즈 최형국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210 1 cacaoz.com

10 (주)콘텐츠팩토리 오병선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 120 1 cfactory.co.kr

11 (주)인플랩 장원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5 4,421 2 inplabga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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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게임기획, 

2D, 3D그래픽

게임그래픽 리소스, 

애니메이션
ERP, MES능통자 10:00~19:00

4대 보험, 연차, 휴게실, 

퇴직금 등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2D,

3D게임그래픽

게임그래픽 리소스, 

애니메이션
- 10:00~19:00

인센티브제, 야근수당, 

4대 보험, 연차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2D,

3D게임그래픽

게임그래픽 리소스, 

애니메이션
- 10:00~19:00

경조사지원, 명절지원, 

건강검진제공, 교통비지원

㈜카이엔터테인먼트

㈜드림아이디어소프트

㈜나다디지탈

취업정보

취업정보

취업정보

라온엔터테인먼트의 '테일즈런너' 모바일 게임을 개발 중이며, 인기있는 IP와 미소녀를 결합한 원작의 스핀오프계 게임 제작한 

기업으로 모바일 게임, 의료용 기능성 게임, 체험 페스티벌 홍보용 게임 등을 개발하는 게임개발 전문기업입니다. 

구글 인기 게임인 MMORPG '아스트라의 전설'과 메타버스 등 게임개발 전문기업입니다. 

게임의 꽃 '게임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게임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게임개발 전문기업입니다.

ENTERT 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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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게임콘텐츠스쿨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AI, VR, 

메타버스

AI, VR, 

메타버스
- 10:00~19:00

인센티브제, 야근수당, 

4대 보험, 연차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게임그래픽,

유니티

2D, 3D 

게임그래픽디자인
- 10:00~19:00 4대보험, 퇴직금 등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VR그래픽, 유니티, 

게임기획
VR 게임그래픽 - 10:00~19:00

4대 보험, 연차, 

휴게실, 퇴직금 등

㈜자몽

㈜딜리셔스게임즈

㈜익센트릭게임그루

취업정보

취업정보

취업정보

 VR 개발회사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개발 전문기업입니다. 

‘스위트몬스터:벽돌깨기’ 등 구글 피처드에 연속 3번째 선정되며, 세계 140개국에서 다운로드, 하이퍼캐주얼 게임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모바일기반의 VR게임콘텐츠 전문회사로 VR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의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디자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

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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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사이트

취업정보

매치3 퍼즐 분야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캐주얼 게임전문 개발사입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게임기획, 

게임그래픽
- - 10:00~19:00 4대 보험, 연차 등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그래픽 리소스, 

애니메이션
- 10:00~19:00

4대보험, 

자기계발비 지원

㈜제노픽스

취업정보

캐릭터 콘텐츠 개발부터 다양한 상품 디자인 분야까지 폭넓은 작업경험을 가진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콘텐츠 및 디자인개발 기업입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2D,

3D게임그래픽

게임그래픽 리소스, 

애니메이션
- 10:00~19:00

경조사지원, 명절지원, 

건강검진제공, 교통비지원

㈜카카오즈

취업정보

대표게임 '리그오브가디언즈','루미너스','리바이브'를 개발하였으며, PC기반의 롤플레잉게임(MMORPG)과 모바일 및 증강현실(AR)콘

텐츠 개발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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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게임콘텐츠스쿨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기획, 게임개발 

(그래픽, UI, 코딩 등)
- 10:00~19:00 4대 보험, 연차 등

(주)인플랩 

취업정보

응요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로서 사회문제해결분야 R&D 2개(10억), 게임 기반 재난 교육 R&D사업 1개(16억)를 전국  

1위를 수주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게임기획, 

게임그래픽
- - 10:00~19:00 4대 보험, 연차 등

㈜콘텐츠팩토리

취업정보

콘텐츠 유저의 입장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개발자가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콘텐츠 전문 개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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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참여(채용) 기업 현황

>>>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구분 기업명 대표자 업종 종업원수(명) 매출액(백만원) 약정인원(명) 홈페이지

1 ㈜리만코리아 김경중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81 149,578 3 rimankorea.com

2 ㈜약손명가 이병철 경영 컨설팅업 960 80,000 3 beautymade.com

3 ㈜제이앤코슈 장유호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50 22,861 3 jncoceu.com

4 ㈜허브누리 신유현 화장품 제조업 15 1,900 3 herbnoori.com

5 ㈜영케미칼 윤한성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
78 15,940 2 youngchemical.co.kr

6 ㈜아쿠아렉스 장기호 화장품 제조업 17 2,281 2 aqualexglobal.com

7 ㈜보뜨레코스메틱 안성민 화장품 제조업 16 3,000 2 votrecosmetics.com

8 나드리화장품㈜ 이강욱 화장품 제조업 14 6,500 2 thenadree.com

9 V브이성형외과의원 최원석 일반 의원 120 13,000 3 vbeauty.co.kr

10 미소지앤의원 박경범 일반 의원 - - 3 misozn.kr

11 성피부과의원 성준제 일반 의원 30 - 4 sungskin.co.kr

12 이지함피부과의원 김헌준 일반 의원 - - 3 gumiljh.co.kr

13
칠곡카톨릭피부과
(칠곡피부과의원)

김성화 일반 의원 18 3,800 3  -

14
비엘성형외과피부과

(BL성형외과)
김홍열 일반 의원 130 14,000 2 lb.or.kr

15 올포스킨피부과의원 민복기 일반 의원 20 388 1 all4skin.co.kr

16 ㈜에이팜 허경 화장품 제조업 19 2,543 1 drunuell.com

17 레이바이오 윤혁준 경영 컨설팅업 13 865 2 raybio.co.kr

18
더트리니티스파

(㈜엘앤케이웰니스)
김지하 경영 컨설팅업 100 9,000 2 trinityspa.co.kr

19 ㈜세스티끄 박하나 기타 부동산 임대업  -  - 2
blog.naver.com/

trinitybykjh

20
㈜농업회사법인 

비엔케어
이용림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2 2,010 1 bncare.com

21 ㈜지엘바이오코리아 김남호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5 - 2 glbiokorea.com

22 ㈜웰킨두피관리센터 김미현 서비스 - - 2 wellkin.co.kr

23 ㈜빌드라잇 이준혁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17 1,130 2 footnvita.com

24 서울바른피부과 강성민 일반 의원 14 1,400 2 baronskin.com

25 BHL테라피 황영란 서비스 6 91 5 bhltherapy.co.kr

26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이영숙 일반 의원 43 5,000 2 oracleclinic.com

27 ㈜폴라이브 권영덕 화장품 제조업 6 880 2 pollyve.com

28 레아주서울피부과 이재열 일반 의원 4 - 1 reageau.com

29 결이고은 박미화 기타 부동산 임대업 3 6,955 2 kyulegoeun.co.kr

30 코비스타 강애선 화장품 제조업 26 4,800 1 kobizstar.co.kr

31 ㈜빛채그룹 이병철 경영 컨설팅업  - - 2  -

32 더서울피부과의원 전혜찬 일반 의원 5 835 1 dvcdm.com

33 연세스타피부과
강진문 
이상주

일반 의원 21 3,000 2 starskin.co.kr

34 ㈜피비에스코리아 황종열 마용재료, 화장품 35 7,200 2 pbskorea.co.kr

35 ㈜아주르852 김지혜 화장품 15 200 1 azure852.co.kr

36 더퍼스트피부과 황성환 보건업 32 - 2 thefirstskin.co.kr

37 아발리코코리아 최재원 gosem, 네일,풋케어화장품 10 1,500 3 abalico.co.kr

38 시코르 박규랑 
화장품 도매, 화장품 

상품대리
8 3,000 3 chic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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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리만코리아

취업정보

기초, 기능성화장품 제조업체로서, 국내 최상급 브랜드파워와 소비자 선호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국내 최상급 브랜드파워와  

소비자선호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보적 기술력과 차별화된 소재를 통해 품질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문기업입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피부관리, 두피관리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지원

㈜약손명가

취업정보

독보적인 골기성형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시스템, 최고 품질의 Cosmetic 제품 라인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테라피 전문기업입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제이앤코슈

취업정보

창립 이래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왔으며, 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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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케미칼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first aid bandage is Young chemical" 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당사는 1986년 설립이래로 일회용밴드, 의료용반창고등의  

창상보호재 산업분야에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시장을 아우르며 오늘도 부단히 기술개발과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용품 

전문브랜드입니다.

㈜아쿠아렉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Beauty, Health and Nano technology을 기업의 목적으로 지난 18년간 화장품 과학자들이 모여 2001년 3월 3일에 설립된 뷰

티 회사로 자연성분에 관심을 가지고 피부를 조화롭게 만드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치료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약용식물에 나노기술을 도입하여 다양한 화장품들을 제조 및 판매 기업입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허브누리

취업정보

천연 화장품,화장품원료 등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석유계 합성계면활성제와 합성파라벤 방부제,합성향료

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한 성분의 환경친화적 샴푸 등을 개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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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뜨레코스메틱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 

화장품개발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창립 이래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왔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혁신과 고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의 니즈에 앞서 시장을 창조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나드리화장품㈜

V브이성형외과의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 

화장품개발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취업정보

1978년 설립 이후 다양한 피부에 대한 차별화된 R&D를 통해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화장품 제조기업입니다. 코티 

파우더부터 수많은 히트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히트 상품을 기록한 기업으로 화장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용성형분야 국내 최상위 규모의 전문기업, 해외 의료관광의 선두모델 기업, 총 12인의 분야별 전문의 협진시스템 구축,  

의사를 교육하는 의사들로 구성된 성형외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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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앤의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국내 외 총 9개의 글로벌 미용성형네트워크가 구축된 미소지앤의원은 미용, 쁘띠, 피부재생술, 비만관리를 주로 시술하며 피부

관련 시술을 제공하는 의원입니다. 

성피부과의원

이지함피부과의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취업정보

20년간의 전문성과 정통성, 50여대의 레이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드름, 기미, 주름, 등 모든 피부질환 및 메디컬 스킨케

어 진료를 제공하며 최첨단의 시술을 제공하는 의원입니다.

전국 12개 지점 메디컬그룹을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 피부미용병원, 피부치료와 관리를 동시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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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카톨릭피부과(칠곡피부과의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피부질환 전문병원으로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수한 의료진의 오랜 노하우를 통해 피부관련치료와 피부관리 등 관련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입니다. 

비엘성형외과피부과(BL성형외과)

올포스킨피부과의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취업정보

성형, 쁘띠, 피부레이져 진료 등 전문의료진 17인의 분야별 맞춤진료, 동아시아 지역 외 러시아와 중동지역의 병원과도 협력하

는 국제적 전문병원, 성형분야 메디컬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피부과입니다.

2012년부터 대구시에서 ‘의료관광 선도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며, 난치성 피부질환, 흉터, 색소, 리프팅, 모발이식 등이 주요  

진료과목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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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팜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화장품,건강기능식품,제품디자인 등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로써 다양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입니다.  

레이바이오

더트리니티스파(㈜엘앤케이웰니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피부관리, 두피관리, 

체형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지원

취업정보

취업정보

첨단의료기술타워에 있는 ㈜레이바이오는 국내 광테라피분야 선두기업으로 피부, 헬스케어, 다이어트, 안티에이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상품을 개발하는 헬스케어 전문기업입니다.

정통 스파의 Identity와 최고의 결과를 자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향하는 스파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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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비엔케어

㈜세스티끄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 

화장품개발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피부관리, 두피관리, 

체형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지원

취업정보

2014년 6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공장 GMP인증으로 프로폴리스 전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고의 피부미용 명장들의 노하우와 피부미용 연구진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로 탄생한 프리미엄 에스테틱 전문기업입니다.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 

화장품개발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지엘바이오코리아

화장품, 식품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겸비한 유통전문 기업으로, 나아가 제약까지 뷰티&헬스 기업으로 뷰티산업 전반에 걸쳐 차

별화된 제품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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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킨두피관리센터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피부관리, 두피관리, 체형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지원

취업정보

60개의 지점 및 30만 고객관리 노하우로 18년간 1위를 지켜온 두피 탈모센터로 두피 관리 전문기업입니다.  

㈜빌드라잇

서울바른피부과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피부관리, 두피관리, 

체형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지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취업정보

전국 풋앤비타(Foot&Vita)라는 스파테라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형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테라피 전문기업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모여 피부재생의 근본적인 원리부터 학계에 이슈화되는 주제까지 체계적으로 논의,연구하며 성장을 이뤄나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독자적인 화장품LAB을 사용하는 피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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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오라클피부과성형외과의원

BHL테라피

㈜폴라이브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피부관리, 두피관리, 

체형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지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제조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 

화장품개발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SMAT
주5일근무,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취업정보

취업정보

2004년 대전에서 최초 개원하였으며, 고객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현재 국내·외 80여개 지점수로 국내 No. 1 네트워크 병원

으로 성장하였습니다.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협진시스템으로 최적의 치료방안을 제안해드리고,1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의 

높은 의료수준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피부 마사지요법, 피부의 균형을 맞춰주는 에스테티션의 정성,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액튜얼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도 건강하

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피부, 바디관리 등 테라피 전문기업입니다. 

화장품시장에서 제약부분까지 확장된 기업으로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모아 세계로 뜻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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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아주서울피부과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아름다워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외적인 뷰티를 넘어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레아주 서울 피부과는 ‘아름다워지고 싶다’ 라는 소망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실현하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의료기술

과 철학, 미의식과 합당한 가치가 균형을 이룬 브랜드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표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아름다

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비스타

결이고은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피부관리, 두피관리, 

체형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지원

취업정보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피부관리, 두피관리, 체형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지원

취업정보

(주)코비스타는 웰킨 두피/탈모센터와 웰킨 코스메틱, 솔랩(Solep) 코스메틱 브랜드를 운영하는 글로벌 두피 전문기업입니다.

결이고은 에스테틱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고객님들과 전 지점 테라피스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탄생한 프리미엄 에

스테틱 전문 기업입니다. 오직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정교한 테크닉으로 아릅답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손으로 전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개님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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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채그룹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피부관리, 두피관리, 

체형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지원

취업정보

약손명가 브랜드를 보유한 42년 전통의 국내 유일 테라피전문기업. 국내외 130여개의 지점을 보유한 글로벌 에스테틱기업

연세스타피부과 

더서울피부과의원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5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연세스타피부과는 20년 이상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흉터 중점센터를 열어 흉터치료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신 레이저 치료법과 더불어 타 피부과와 차별화된 섬세한 테크닉으로 난치성 피부 질환에 만족도 높은 치료 효과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서울피부과는 전세계에 발표된 논문의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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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비에스코리아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마커터, 교육강사, 화장품 

마케터, 화장품 연구원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 

화장품개발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SMAT

주6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국내 최대의 반영구용 색소 및 기계 제조사로써 반영구 화장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내 시정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주르852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컨설팅,마케팅,인력파견,

외국인환자 유치,산후조리원 

관리,스파/화장품,미용기기 

도소매

도수치료, 에스테틱, 

유방관리, 산후관리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7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여성전문 도수치료 컨셉 컨설팅 및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며,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테라피스트가 있는 메디컬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퍼스트피부과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체형관

간호보조, 피부관리, 

두피관리, 고객상담

간호조무사, 

미용사(피부) 보유

주8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전문의4인이 운영하며, 최첨단 시스템의 장비로 피부와 관련된 치료와 케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있는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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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리코코리아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네일제품, 화장잡화,

무역,전자상거래업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 

화장품개발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SMAT

주9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화장품 제조 등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된 고품질의 제품을 출시하며,수십년 경력의 전문가들에 의해 엄선된 고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시코르 

모집분야 직무내용 우대조건 복리후생

화장품,네일제품, 화장잡화,

무역,전자상거래업

SNS관리, 고객상담,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 

화장품개발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SMAT

주10일근무, 유니폼 및 

자기개발비, 멘토링지원

취업정보

최근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하며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 화장품, 향수 판매 브랜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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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참여(채용) 기업 현황

>>> 헤어뷰티디자인과

구분 기업명 대표자 업종 종업원수(명) 매출액(백만원) 약정인원(명) 홈페이지

1
인스헤어
(INS헤어)

김인수 서비스 80 3,000 2  -

2 이비스헤어 윤은비 두발 미용업 17 509 3  -

3 ㈜아이디헤어 위운미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876 11,930 4  -

4 비엠헤어다이스 김미옥 서비스 30 4,000 2  -

5
더모스트 헤어 

구미점
김태훈 미용실 15 600 2  -

6 로미살롱 김대용 서비스 39 2,400 2 reveromi.com

7 미창조㈜ 유상준 경영 컨설팅업 29 5,000 2  -

8 이철헤어커커 박혜원 미용 서비스 8 300 2  -

9
리차드프로헤어 

신방본점
이기원 서비스 32 17,00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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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헤어뷰티, 뷰티서비스 
미용사사자격증 or

면허증소지자
협의 후 결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INS헤어(인스헤어)

취업정보

수도권 지역 9개 지점을 확보히였고 점차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있는 기업으로 뷰티 및 헤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비스헤어 

모집분야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두피 & 샴푸기술,

헤어커트 드라이,뷰티서비스 

엑셀/ 컴퓨터/마케팅 관련 경력 

및  미용사자격증 
협의 후 결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차, 월차 등 

취업정보

짧은기간동안 3호점까지 확대하고 있는 헤어브랜드로 뷰티 및 헤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아이디뷰티

모집분야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두피&샴푸기술,

헤어커트드라이 

미용사사자격증 or

면허증소지자
협의 후 결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월차, 인센티브제, 경조금 등 

취업정보

아시아 최대 규모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으며, 뷰티 및 헤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모집분야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헤어커트드라이,

뷰티서비스 

미용사사자격증 or

면허증소지자
협의 후 결정 경조사 지원

비엠헤어다이스

취업정보

수도권 11개 지점으로 브렌드 제품 개발 및 출시를 하며, 뷰티 및 헤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민헤어라인김도원2호점(더 모스트)

모집분야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두피 & 샴푸기술,

헤어커트 드라이,뷰티서비스 

미용사사자격증 or

면허증소지자
협의 후 결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차, 월차 등 

취업정보

지역 3개 지점 및 영남권 다수의 프렌차이즈 확대하고 있으며, 뷰티 및 헤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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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살롱  

이철헤어커커 

모집분야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헤어커트드라이 
미용사사자격증 or

면허증소지자
협의 후 결정 4대보험, 경조사 지원

취업정보

모집분야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헤어커트드라이,

 뷰티서비스

미용사사자격증 or

면허증소지자
협의 후 결정 

경조사 지원

월차

취업정보

열펌, 컬러전문브랜드. 단발머리, 탈색, 염색, 옴브레 등 전문 살롱브랜드 파워로서 수도권 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뷰티 

및 헤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보다 감각적인 삶을 원하는 대중들을 위한 매스티지 브랜드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스타일을 더해 가치를 창조하는 뷰티 및 

헤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미창조㈜

모집분야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헤어뷰티,

뷰티서비스 

미용사사자격증 or

면허증소지자
협의 후 결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차, 월차, 인센티브제, 퇴직금

취업정보

전국 50여개 지점으로 미용 기술인, 경영전문가, 자본 등 삼위일체의 조화로 탄생한 헤어네트워크 미용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뷰티 및 헤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리차드프로헤어 신방본점

모집분야 우대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헤어뷰티, 

뷰티서비스 

미용사사자격증 or

면허증소지자
협의 후 결정 4대보험,정기휴가

취업정보

세계 최고의 미용그룹을 지향하며, 수도권 및 대전지역 대표 브렌드 기업으로 뷰티 및 헤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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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헤어뷰티디자인과

-  Co-PBL 프로젝트 Lab, 크리에이티브 Factory, 에듀테크 Factory, AI의료뷰티팝업스토어 등 4차 산업에 맞는 필요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선 교육을 진행,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창업융합교육센터입니다. 

-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체험, 학습하여 양질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앞선 미래를 구미대학교에서 꿈꾸다!

창의융합교육센터
한 발 먼저 미래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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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사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하여 재학생, 재직자, 재취업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3D 프린터, VR·AR장비, 영상촬영스튜디오, 홀로렌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합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창의적 자기주도 설계학습이 가능하며, 다학제적 관점에서 

창의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갖춘 창의융합교육센터입니다.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Center

창의융합교육센터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로

미래인재를 양성



Co-PBL 프로젝트 Lab

크리에이티브 Factory

·  Co-PBL 프로젝트 Lab은 3D 모델링 및 프린팅이 가능한 존으로 학생과 학생, 학생과 산업체 공동 프로젝트 교육과 더불어 

특성화고등학교와 협약을 통해 계약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의 신산업에 대한 기초직무교육을 추진하는데 활용

·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간과 최신 산업용 장비로 구축

·사업 참여진과 산업체 인사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과 온라인 수업 지원

· 재직자 및 성인재취업 직업교육자 대상 1인 방송, 영상 제작 교육과 더불어 계약학과와 관련된 게임 캐릭터 제작, 영상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직무기초 교육 콘텐츠 등을 제작 지원

·모션캡쳐 시스템을 활용하여 컷신, 인게임 애니메이션 제작의 로우 데이터 활용 등 산학공동프로젝트 진행

     창의융합교육센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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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입체형상 모델링 교육

-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 산학공동프로젝트 및 캡스톤 경진대회 지원

- 1인 방송, 영상 제작 교육 

-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

- 온라인 수업 지원

- 산학공동프로젝트 및 캡스톤경진대회 지원

- 게임개발, 3D 모션 데이터 지원

메이커봇 리플리케이터 플러스(중형)

A7M4

FDR-AX 700 모션캡쳐장비(PrimeX)

SEL28F2.0 SEL85F1.4  SEL24-70F2.8  

메이커봇 메소드 X_산업용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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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료뷰티팝업스토어

에듀테크 Factory

· AI의료뷰티팝업스토어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실습실로 활용

· 협약 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AI와 빅데이터 활용 교육 추진

· 에듀테크 Factory실은 학생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증강현실을 통해 관련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수업을 위해 증강·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장비를 배치 (홀로렌즈, 시뮬레이터 등)

· 특히, 건설기계분야 및 게임컨텐츠분야의 재직자 및 성인재취업 직업교육자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현장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직무향상과 재취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재학생 및 재직자 대상 맞춤형 화장품 AI 및 
빅데이터 교육

- 비즈니스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사업화 추진

- 직무 체험 교육 

- 전문 직무 체험 교육

- 메타유니버스 VR 게임 콘텐츠 개발

- 재직자 및 성인재취업 직업교육훈련 연계 

  VR직무체험 교육

  (건설기계장비 : 굴삭기, 지게차, 로더)

- 재직자 및 성인재취업 직업교육훈련 연계 

  AR직무체험 교육

  (건설기계장비 유압실린더 분해 및 조립)

피부측정기

(CND_02R_A) 

 PH측정기

(S210-K)

맞춤형 조제관리 프로그램

(POMS S/W License) 

DVELV점도계

마이크로플레이트

분광광도계

호모믹서

(LAB Homo Mixer)

HoloLens Application
C# - Unity
MR Toolkit

Mirroring Device(PC)

WIFI

교육 화면 공유
(화면 데이터 송출)

AR 콘텐츠 체험 화면 공유 구조도 CMS-VRPOKO(굴삭기, 지게차, 로더)

홀로렌즈2



구미대학교의 즐거운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소식, 입학정보까지 한곳에!

입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구미대학교 입학처 카카오톡 채널구미대학교 공식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팩토리과
Department of Smart Factory

헤어뷰티디자인과
Department of Hair Beauty Design

게임콘텐츠스쿨
School of Game Contents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Department of Medical Beauty & Customized Cosmetics

구미대학이JOB았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과 동시에

취업성공!!

취업률
장학금

전국

1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