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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

Department of 
Smart Factory Convergence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관리

직무내용 생산관리 우대조건 도전, 열정, 책임감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20: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청년내일채움공제, 휴일(특근) 수당, 우수사원포상,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점심, 저녁식사 제공), 명절선물/귀향비 지원 등

농업회사법인(주)영풍
영풍은 세계 시장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갑니다.

농업회사법인(주) 영풍은 1993년 8월 개인기업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법인전환된 외감법인으로 떡볶이류, 떡류, 부침개류 등을 주력제품으로 
매출액의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 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기업입니다. 2022년 6월기준 종업원수 95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및 로
봇 자동화 를 통해 단순 공정 보다는 기술인력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전문인력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즉석조리식품 떡볶이류, 
부침개류 제조 수출 및 국내 내수판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22년 7월 현재 5개의 자가 공장을 소유하고있습니다. - 청결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 관리로서 식품안전생산 시스템인 HACCP 공정으로 생산(최첨단 친환경 공법으로 폐수 및 공해 발생 없음). -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간편대용식, 기능성 식품, 여러 가지 맛의 신제품을 개발(제품 현지화 연구로 떡볶이 외에도 김스낵, 죽, 볶음밥 등). -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높이
기 위한 신소재를 활용한 혁신 제품 개발로 경쟁 우위 선점. -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지역 고용 창출, 각분야별 인재 확보, 자재 구매, 운송 물류 이
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업명 농업회사법인(주)영풍 대표자 조재곤

설립일자 1993. 8. 23 매출액(직전년도) 30,642백만원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64 종업원 수 95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ypfoods.co.kr

주생산품목 떡볶이류, 떡국류, 떡류, 부침개류, 기타가공식품류 대표전화 053-593-4788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현황 보유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3. 8 영풍물산 설립 2010. 12 대구시 우수 기업 표창상 수상(대구시장) 2018. 12 스타플러스 기업선정(대구광역시)

2001. 2 맛다믄 상표등록(제 40-2001-3848 호) 2010. 12 식품안전 유공자 표창(대구시 달서구청장) 2019. 2 글루텐프리 인증획득

2001. 5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중소기업청) 2011. 5 실온유통 8개월 떡볶이 제품(요뽀끼) 출시 및 수출 2019. 2 KMF HALAL 인증획득

2003. 3
벤처기업 등록

 (중소기업청 제 031321031-1-00625호)
2014. 1 농업회사 법인(주) 영풍으로 법인전환 2019.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2003. 4 기술혁신 개발사업체 선정 (중소기업청) 2017.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표창장수상(제51회 납세자의 날) 2019.04 글로벌 강소기업선정

2003. 8 성서공장으로 확장이전 2017. 8 pre-스타기업 지정(대구광역시장) 2019. 4 제3공장 (호림동캠퍼스 매입)

2005. 10 클린사업장 지정(한국산업안정공단) 2017. 1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2017.11.29-

2020.11.29) 특허청장
2019. 12 한국무역의날 천백만불탑 수상(56회 무역의날)

2006. 7 INNO-BIZ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2017.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및 쌀가공 TOP10 선정 2020. 6 우수벤처기업 선정

2006. 8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농림

부,수의과학검역원)
2017. 12 FSSC22000 인증 2020. 6 우수제품 브랜드K 선정



기업명 아이피텍(주) 대표자 김영백

설립일자 1994. 12. 10 매출액(직전년도) 4,432백만원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길 25-12 종업원 수 19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igniter.biz

주생산품목 점화기기 대표전화 053-588-6200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직무내용 제품개발 및 설계 우대조건 PCB ARTWORK, 회로설계, 전자공학전공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 ~ 17:3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금,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4대 보험 주5일근무 차량유류비지급 점심식사 제공

아이피텍(주)
기본에 충실, 분야의 최고, 나보다 우리

아이피텍은 1994년에 설립하여 1997년 경동나비엔에 제품 납품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 점화트랜스 시장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이 다. 

2014년부터는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직접 수출 하고 있으며, 점화트랜스 분야의 선도적 제조업체로써 자동화설비를 활용한 제품 생산으 로 품

질 및 제품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4. 12 아이피텍(주) 설립 2016. 6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SMBA)

1997. 6 (주)경동나비엔 거래개시 2016. 7 Pre-Star 기업 지정(대구광역시)

2004. 6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취득 2017. 3 INNO-BIZ 기업 지정(중기부)

2010. 4 가스용 점화트랜스 CE규격 인증취득 2017. 9 수출 신규교객 유치(일본)

2012. 9 오일용 점화트랜스 특허등록 2017. 9 점화트랜스 특허등록(조립구조)

2013. 3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7. 10 국무총리 표창장 수여

2013. 12 오일용 점화트랜스 CE규격 인증취득 2019. 3 KOTRA 일본 나고야 지사 등록

2015. 3 직접수출 개시(중국,미국) 2019. 10 점화트랜스 자동검사 시스템 특허 등록

2015. 11 오일용 점화트랜스 CSA규격 인증취득



(주)신화에스티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관리/품질관리

직무내용 면접후 협의 우대조건 도전, 열정, 책임감

연봉 면접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17: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상여금, 장기근속자 포상, 퇴직금,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4대 보험, 명절수당 휴게실, 회의실, 유니폼지급, 사
무용품 지급 기숙사 운영, 차량유류비지급, 주차장제공, 출퇴근 교통비 지원 각종 경조사 지원 연차, 여름휴가, 경조휴가제, 반차, 근로자의 날 휴
무, 휴가비지원, 월차 노조/노사협의회 창립일행사, 신입사원교육(OJT), 구내식당(사원식당), 점심식사 제공, 저녁식사 제공, 식비 지원, 음료제공
(차, 커피) 명절선물/귀향비, 창립일선물지급

인화(人和), 정성(精誠), 창조(創造)를 사훈(社訓)으로 혁신 금형기술개발을 통해 최고 수준의 냉간 프레스 

금형 및 열간 프레스 금형을 제조
(주)신화에스티는 1995년 7월 개인기업으로 개업된후, 자동차 프레스 금형을 주력제품(사업)으로 하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입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5. 7 신화설립 2010. 11 열간금형공장 (신화T&ampB) 설립

1999. 1 신공장 이전 2013. 2 중소기업청장 표창

2005. 1 10대 우량중소기업상 수상 2013. 2 대구광역시장 표창

2005. 9 현대기아차 SQ 인증 2014. 1 강소기업 지정

2007.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2015. 7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선정

2007. 1 벤처기업 인증 2016. 2 중소기업 중앙회 표창

2007. 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6. 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2008. 10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2019. 5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2008. 11 클린사업장 인증 2019. 12 무역의 날 수출탑 포상 (백만불대탑)

2009. 10 ISO 9001/14001 인증 2020. 12 산업융합 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기업명 (주)신화에스티 대표자 임용희

설립일자 2015. 9. 4 매출액(직전년도) 15,333백만원

소재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5길 28 종업원 수 37명

업  종 기타 홈페이지 www.shinhwast.com

주생산품목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대표전화 053-586-7023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현황 보유



(주)씨엠에이글로벌

기업명 (주)씨엠에이글로벌 대표자 김영선

설립일자 2010. 5. 10 매출액(직전년도) 30,000백만원

소재지 대구 동구 팔공로 47길 29 종업원 수 160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cmaglobal.net

주생산품목 초극세사 기능성 섬유제품 대표전화 053-986-607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경영, 구매, 공정관리

직무내용 경영, 구매, 공정관리 우대조건 OA 활용 우수자 우대

연봉 2,400 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9:00 ~ 18:00 (주5일)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포상, 퇴직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4대 보험, 청년내일채움공제(선택지원) 휴게실, 회의실, 전용 사옥, 
자회사 제품할인, 사무용품 지급, 주5일근무, 사내카페 운영 주차장제공, 회사차량 있음, 주 52시간제 준수 주요 제품 직원 할인, 
무료(할인)진료지정병원 연차, 경조휴가제, 반차, 근로자의 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자유복장, 회식비지원 신입사원교육
(OJT), 교육비 지원, 구내식당(사원식당), 점심식사 제공 생일선물/파티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고객이 행복할 때까지 Support 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과 도약

초극세사 섬유(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100인 실로 만들어진 섬유)로 사람의 실생활과 차세대 산업에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 제품을 생산, 제조하여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생산한 초극세사 클리너는 기본적으로 광학 렌즈, 카메라 렌즈, TV스크린, 모니터 등 을 제조하는 공

정이나 실생활에 사용하며 사용 중에도 아주 작은 흠집 없이 닦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 중 4도로 인쇄된 클리너는 닦

는 기능뿐 아니라 귀사가 원하는 이미지를 초극세사 원단 표면에 인쇄하여 회사 홍보, 판촉용 및 선물 용품으로도 활용도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

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휴대가 간편하여 홍보의 극대화는 물론 종이 인쇄물 대비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에 가성비가 탁월한 제품입니다. 당사

는 초극세사 클리너뿐만 아니라 파우치, 콤보 케이스, 장갑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초극세사 원단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과 신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꾸준

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원본 색상 대비 재현성을 100 구현하는 CMA Global의 4도 인쇄의 독창적 기술은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 연혁 일자 인증, 수상내역

 2010. 5 (주)씨엠에이글로벌 법인설립 2017. 5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2011. 11 제48회 무역의날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7. 12 인재육성 지정사업 선정

2012. 12 사옥(본사 및 공장)이전, (대구시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內) 2018.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2013. 7 대구시 스타기업 선정 2018. 11 대구시 공동 브랜드 쉬메릭 선정

2014.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가 2018. 11 세계일류기업 상품 인증서 획득(산업통상자원부)

2014. 10 대구시 중소기업대상 우수상 2019. 5 제30회 중소기업유공자 포상(국무총리표창)

2014. 12 제51회 무역의날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1. 9 2021년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선정

2015. 8 한국일보 베스트 신상품 대상 선정



기업명 (주)에나인더스트리 대표자 신철수

설립일자 1994. 4. 14 매출액(직전년도) 24,521백만원

소재지 경북 영천시 북안면 조암길 136 종업원 수 58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ena.co.kr

주생산품목
N.V.H(진동방지용 고무), 고무부품, 
와이어하네스, 이그니션케이블 외

대표전화 053-850-0803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개발, 생산관리, 품질, 생산기술

직무내용 사무행정, 기술파트 우대조건 OA능력 우수자

연봉 2,6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 ~ 17:3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주)에나인더스트리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

에나인더스트리는 자동차용 고무제품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선도 기업입니다. 특히 N.V.H용 

고무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 자동차 시장에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0. 4 QS-9000:1998 ISO-9001:1994 품질시스템 인증 2006. 5 우수제품(GQ)마크 인증

2000. 6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인 대회 우수중소기업인 표창 2007. 11 1,000만불 수출탑 수상, 국무총리 표창

2000. 7 21세기 선도 세계일류기업 지정 2009. 7 모범중소기업상 수상(수출진흥)

2000. 11 우량기술기업선정 2010. 11 제47회 무역의날 2,000만불 수출탑 수상

2002. 2 (주)에나 흡수 합병 2011. 8 제12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대통령 표창

2002. 5 대구지방노동청장 표창 수상 2013. 12 제50회 무역의날 3,000만불 수출탑 수상 및 산업포장 수훈

2002 .7 INNO-BIZ 기업 확인 2013. 12 신용보증기금 스타기업 선정

2002. 12
KSA 14001:2001 / ISO 14001:1996 환경시스템 인증 QS-

9000:1998 ISO-9002:1994 품질시스템 인증
2014. 1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중소기업청장)

2003. 12 유망중소기업지정 2015. 6 경북TP 프라이드 100 기업 지정

2004. 3 ISO / TS 16949:2002 품질시스템 인증 2015. 12 2015 대구,경북 올해의 중소기업 선정

2004. 11 100만불 수출 탑 수상 2016. 5 2016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2005. 12
KSA 14001:2004 / ISO 14001:2004 경영시스템 인증 ISO / TS 16949:2002 

품질시스템 인증 KSA 14001:2001 / ISO 14001:1996 경영시스템 인증



기업명 (주)유니폴리 대표자 이원재

설립일자 1986. 9. 1 매출액(직전년도) 6,893백만원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60-10 종업원 수 30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unipoly.co.kr

주생산품목 O-RING/PACKING/OIL-SEAL 대표전화 053-581-1624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품질,개발

직무내용 면접후 협의 우대조건 문서작업 및 컴퓨터 활용 능력자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18:30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청년내일채움공제, 휴일(특근) 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자금 지원, 점심/저녁 제공, 명절선물/귀향비 지급 등

(주)유니폴리
창조적 기업문화의 확산

고객의 소중함을 절대 가치로 여기며 창립이래 30여 년간 자동차 고무부품 및 전자고무부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투자해온 결과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고성능,고기능 고무부품을 생산을 실현하였습니다. 신속

한 제작공정과 철저한 검품을 바탕으로 한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하여 최상의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최고의 OEM Partnership으로 거듭 정진하

겠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6. 12 백만불 수출의 탑 2018. 12 IATF1649 인증획득

2018. 1 ISO14001 2019. 7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2018. 6 SQ인증



기업명 (주)제다하네스 대표자 박상근

설립일자 2014. 12. 1 매출액(직전년도) 45,634백만원

소재지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 57 종업원 수 460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와이어링하네스 대표전화 053-859-0100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개발팀, 생산기술

직무내용 제품개발 및 자동화기기 관리 우대조건 도전, 열정, 책임감

연봉 2,4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50~17:5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주5일 근무,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청년내일 채움공제(선택지원), 통근버스 운행, 구내 식당(점심 제공) 등

(주)제다하네스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우선 주의를 통해 무결점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에게는 최상의 가치를 지닌 

제품을 제공하는 완벽한 품질 경영

(주)제다하네스 자동차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제다 법인을 설립하여 1999년부터 하네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법인 분할으로 (주)제다하네스를 설립하여 쌍용자동차, 대우버스, 현대두산인프로코어 협력 업체 등록되어 부품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1. 6 (주)제다 법인설립 2014. 7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 등록

2007. 6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14. 12 (주)제다-(주)제다하네스 법인분할

2009. 1 쌍용자동차 1차 협력업체 등록 2014. 12 대한칼소닉 1차 협력업체 등록

2009. 6 ISO/TS16949, ISO14001인증 2014. 12 쌍용자동차 협력사 부품 품질 대상 수상

2012. 7 대우버스 1차 협력업체 등록 2015. 7 동양물산 1차 협력업체 등록

2012. 7 KM&ampI 협력업체 등록 2018. 12 두산인프라코어 원가혁신상 수상

2013. 12 쌍용자동차 우수협력사 선정



기업명 (주)한독 하이테크 대표자 이성로

설립일자 2001. 2. 2 매출액(직전년도) 3,968백만원

소재지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9길 15 종업원 수 18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hdrail.com

주생산품목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대표전화 053-581-8282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현황 미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기술연구분야

직무내용 설계, 설계해석 우대조건 해당분야 자격증

연봉 2,6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17: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체육시설, 중식제공

(주)한독 하이테크
고객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한독하이테크

(주)한독 하이테크는 1992년 4월 개업된후 슬라이드레일,리테이너,전장부품을 주력제품(사업)으로 하는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2. 4 한독기업 설립 2006. 3 부품, 소재 전문기업 인증 (산업자원부)

1995. 4 수출기업화사업 참가 (KOTRA) 2006. 3 벤처기업 인증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

1996. 1 (주)한국OA 협력업체 등록 2006.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확인서 (중소기업청)

1997. 9 (주)수림 협력업체 등록 2007. 4 ISO 9001:2000 인증획득

1998. 2 (주)한샘 협력업체 등록 2010. 8 모범 중소기업상 수상 - 기술혁신부문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2000. 4 유망중소기업 선정 (중진공 00-1657호) 2013. 2 중소기업청장 표창

2001. 1 한독하이테크로 법인전환 (대표이사 이성로 취임) 2013. 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4. 2 ISO 9001:2000 인증획득 (서랍용 레일제품의 설계, 개발 및 제조) 2013. 6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에쓰엠씨코리아(유)

기업명 에쓰엠씨코리아(유) 대표자 권동호

설립일자 2003. 3. 1 매출액(직전년도) 6,445백만원

소재지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2길 84 종업원 수 47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systrand.com

주생산품목 자동차부품 대표전화 055-587-7144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직

직무내용 자동차 부품 가공 우대조건 -

연봉 면접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20: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우수사원포상, 장기근속자포상,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등

Systrand Manufacturing은 40년 이상 고객, 근로자 및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품질, 고성능, 고정밀 기어 

및 샤프트 , 어셈블리 및 기타 구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사양을 충족할 준비가 된 유능한 제조업체입니다(필요

한 경우 제조 가능성 개선을 위한 설계 입력 지원)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3. 3 회사설립 2010. 12 자본증자(자본금 1,331,550,000원)

2007. 8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NO-BIZ)인증 2013. 12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7. 12 회사이전(칠서공단) 2016. 9 FORD Q1 인증획득

2008. 5 ISO 14001/TS 16949 인증획득 2019. 8 Ford  World Excellence Awards –Gold Award

고객, 근로자 및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세향산업(주)

기업명 세향산업(주) 대표자 하재호

설립일자 1991. 5. 20 매출액(직전년도) 4,118백만원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3 종업원 수 27명

업  종 제조, 전자기기 홈페이지 www.sehyangi.co.kr

주생산품목 고주파 유도가열 전원 대표전화 053-593-0360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연구개발

직무내용 FPGA S/W 개발, H/W 개발 우대조건 도전, 열정, 책임감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 ~ 18:3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인센티브제, 상여금, 장기근속자 포상, 퇴직금,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4대 보험등

「세계 일류의 고주파 유도가열기 메이커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향산업(주)는 고주파 유도 가열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기업으로 1991년 창업한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고

주파 유도 가열기 시장을 주도하여 왔으며, 특히 LCD와 LED 등 Display 생산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일환으로 혁신기술개발사업, 자체개발과 산연.산학연 공동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 받아 벤처기

업 선정, 기수 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CE 인증마크를 획득한 유망 중소기업입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1. 5
세향산업(주) 법인설립 2002. 10 INNO BIZ 기업 선정

반도체식 고주파 유도가열기 개발 2004. 12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국무총리상,산자부 장관상 수상

1996. 6 CPU방식 유도가열기 개발

2005. 4

무접촉 전원 전송송장치 개발 (CPS)

1997. 5 CE인증 획득  CE / 독일 Tjv 인증 추가 획득 / S-MARK 획득

1999. 1
벤처기업 지정 지역산업 중점 기술개발사업 기업 선정

유망중소기업 지정 2006. 5 다층박막 캐패시터 제조 장치 및 방법 특허 등록

2001. 9
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상 (금상) 수상 2007. 12 Ion Gun & Power Supply 개발

ISO9001 마크 획득 2017. 3 FPGA를 적용한 고주파 유도 가열기 및 NCPS 개발



입체코퍼레이션(주)

기업명 에쓰엠씨코리아(유) 대표자 정진성

설립일자 1992. 8. 24 매출액(직전년도) 2,261백만원

소재지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81 종업원 수 12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ibche.co.kr

주생산품목 랩핑및폴리싱 장비, 관련 부자재 및 소모자재, 원형팁쇼 대표전화 053-581-7385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원형팁쇼 기술직

직무내용 원형팁쇼 품질업그레이드 우대조건 -

연봉 면접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 ~ 17:30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상여금,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직책수당, 4대보험, 기숙사 운영, 주 52시간제 준수, 여름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육아휴직, 명절선물/귀향비

입체코퍼레이션은 Lapping & Polishing 가공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표면 가공 분야 즉 Lapping & Polishing 관련 사업으로 1992년 8월 창업 

이래, 오직 한 길만을 고집하며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Lapping & Polishing 

및 Super Finishing Unit 등 전용장비 제조와 Lapping Plate, Diamond Paste 등 관련 소모자재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해 명실 공히 국내 제1위의 

Lapping & Polishing total solution & service 기업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현대로템(주)

의 1차 밴더인 대아정공을 인수하였고, 2008년도에는 철판의 레이저 절단, 절곡 및 용접을 하는 입체레이저를 설립하여, 이들 3개 업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2. 8 입체코퍼레이션 설립 2011. 4 IP (지식재산) 스타기업 선정 (상공회의소)

2000. 6 성서공단 내 공장 매입 및 확장이전 2012. 1 입체코퍼레이션(주) 법인전환

2002. 8 ISO 9001 인증 획득 2014. 1 경북대학교 LINC사업단 기업지원 우수사례 40선 선정

2006. 1 입체코퍼레이션 부설 나노기술연구소 인가 2015. 4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 선정

2006. 3 벤처 기업(고도 기술 기업) 인증, INNO-BIZ 기업 인증 2017. 4 산업통상자원부 산단R&ampBD역량강화사업 선정(금속환봉절단기 개발)

2008. 4 “과학의 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 2018. 11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청장 표창장 수상(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009. 2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 지식경제부 2019. 1 원형팁쇼 장착용 금속 절단기 개발 및 출시

2011. 1 조선일보-기업은행 잡월드 베스트 600-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되는 회사, 신나는 회사, 이바지하는 회사



기업명 (주)아이디알시스템 대표자 최보규

설립일자 2015. 2. 17 매출액(직전년도) 19,646백만원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91길 35 종업원 수 28명

업  종 기타 홈페이지 www.idealsys.co.kr

주생산품목 곡물의 수확후처리 설비 대표전화 053-381-2142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PLC 제어, HMI 시스템 제어

직무내용 PLC 제어, HMI 시스템 제어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실무 경험

연봉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 ~ 17:30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통근버스, 기숙사, 교육비 지원, 카페테리아, 생일자 상품권 지급, 우수사원 포상금 등

(주)아이디알시스템
GLOBAL STANDARD PROVIDER! 창조, 도전, 정직, 헌신

1990년 창사 이래 창조, 도전, 정직, 헌신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의한 고객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수확후

처리 설비, 색채선별기(비젼시스템), 에너지 및 환경설비, 농식품 분야 스마트공장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아이디알시스템은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 고객과 파트너의 이익에 헌신하며 인류발전에 공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0. 8 아이디알 시스템 설립(계량, 계측기기 개발, 생산, 판매사업 개시) 2001. 8 제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경진대회 은상수상(산업자원부장관)

1992. 8
전기식 지시저울 제작업 등록

(수분측정 호퍼스케일 및 미곡처리장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2001. 8 Inno-Biz 기업 인증획득(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1994. 8 (주)아이디알 시스템법인 전환 2004. 8 수출100억 초과달성

1995. 8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정

(통상산업부장관), 유망중소기업 지정(한국기계연구소)
2006. 8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대구, 경북 수출지원센터)

1996. 8 기업부설 기계, 전자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 2008. 8 베트남판매합작법인 설립

1998. 8 벤처기업 지정(중기청) 2008. 8 스타기업 지정(대구광역시)

1999. 8 계측기기 기술개발우수기업 표창(산업자원부장관) 2011. 8 ISO 14001 인증 획득

2000. 8 품질시스템인증(ISO 9001) 획득



(주)윤금사

기업명 (주)윤금사 대표자 윤은상, 윤희성

설립일자 1986. 6 매출액(직전년도) 10,937백만원

소재지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81 종업원 수 30명

업  종 도금업(표면처리) 홈페이지 http://ygsa.barunweb.co.kr

주생산품목 자동차 부품 대표전화 053-553-3605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

직무내용 생산 우대조건 군필자 , 차량소지자

연봉 최저시급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21:00 기숙사제공여부 -

복리후생 4대보험,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식사지원

제품에 도금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높이고 기능을 발휘토록 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도금은 그 중요성에 비해  오랜 세월 외면 당하고 무시 당하였습니다만, 최근 자동차 품질보증강화와 맞물려 어느 때 보다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금사는 30년 이상의 현장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라인을 자동화 하였으며, 최신 검사 설비를 도입하였고 품질시스템 또

한 인증 받았습니다.

윤금사의 목표는 구두신고, 넥타이 메고 일할 수 있는 전 자동시스템 실현입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86. 6 창업 2019. 1 벤처기업 등록

1989. 5 회사이전 (대구 북구) 2019. 7 제2사업장 설립

2006. 7 ISO14001 승인 2019. 12 스마트공장 고도화 진행

2009. 7 아연니켈합금도금 승인 2020. 4 INNO-BIZ 인증 획득

2011. 1 아연도금 승인 2021. 7 SQ 인증

2018. 1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22. 5 제2사업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2018. 12 IATF16949 인증 획득
TS16949 / ISO14001 / GMW4700, GMW3044 / IATF16949

 / 벤처기업, 스마트공장 / INNO-BIZ

독자적인 표면처리기술 전기차 미래 수요 대응 스마트 공장 수축 자동화 생산공정



|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

Department of 
Smart Power Infrastructure



기업명 세한에너지(주) 대표자 권영호

설립일자 2004. 11. 4 매출액(직전년도) 13,329백만원

소재지 경북 경산시 남산면 상대로 636 종업원 수 18명

업  종 건설 홈페이지 www.koreansolar.com

주생산품목 태양열 시스템, 기타 대표전화 053-381-2142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연구개발/생산관리 

직무내용 제품계발 및 설계 우대조건 도전, 열정, 책임감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9:00~18: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휴일(특근)수당, 장기근속수당, 4대 보험 주5일근무 각종 경조사 지원 회식비지원 점심식사 제공 명절선물/귀향비

세한에너지(주)
오늘을 넘어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을 뛰어넘어 미래를 향합니다.

세한에너지(주)는 태양열 태양광등의 대체 에너지개발 전문기업으로서 2004년 창립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연구개발부서 확충 및 

인재육성 국내 여러대학과의 산합협력체결, 해외 유수업체와의 기술제유 및 협약체결등을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환 

경에 적합한 실용적인 설계와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6. 6 독일/중국 파라디그마 기술제휴 2012.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07. 2 인하대학교 기술이전사업 2012. 12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온수시스템외 특허, 디자인등록 14개

2007. 12 태양열집열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설비 인증 2013. 10 국토부 해수담수와 MD개발사업 참여기업 선정

2004. 11 세한에너지(주) 법인설립 2014. 10 2014 한국에너지대상 산자부장관 표창

2008. 10 신재생에너지 as 지정사 및 보급사업 전문기업 등록 2014. 12 2014 대한민국환경,에너지대상 금상(기술)-에너지관리공단

2009. 12 경북테크노파크 우수기업상 2015. 7 경상북도 신성장기업 표창(경상북도)

2011. 8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열건조기 개발 특허 (경상북도) 2018. 7 경북스타기업 선정

2011. 12 혁신벤처기업상(경북테크노파크) 2018. 10 2018 한국에너지대상 국무총리 표창



(주)대전사

기업명 (주)대전사 대표자 신명계

설립일자 1953. 1 매출액(직전년도) 32,992백만원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 종업원 수 200명

업  종 건설 홈페이지 www.djelecon.co.kr

주생산품목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대표전화 053-742-0718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전기공사

직무내용 전공/공무 우대조건 관련 자격우대

연봉 2,8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17:00 (8H)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인센티브제, 우수사원포상, 성과급, 야근/휴일(특근) 수당, 차량유류비지급, 포상휴가, 명절선물/귀향비 등

끊임없는 변신 노력하는 기업

당사는 1953년 창업하여 산업화와 주택보급률 상승과정을 거쳐 각종플랜트 및 빌딩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53. 1 대전사 설립(개인) 1996. 11 국제품질규격 ISO9002 인증획득 (국내업체 최초)

1978. 11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2002. 12 국제품질규격 ISO9001 인증획득

1986. 1 (주)대전사 설립(법인) 2009. 12 KOSHA 18001인증획득



(주)로자

기업명 (주)로자 대표자 김이행

설립일자 1978. 10. 1 매출액(직전년도) 43,042백만원

소재지 경북 경산시 압량읍 내리길19길 43 종업원 수 80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roser.com

주생산품목 금속기와 대표전화 053-817-5000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 공무, 개발

직무내용 면접 후 협의 우대조건 관련분야 전공자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17:3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금, 4대보험, 기숙사운영, 건강검진, 여름휴가, 경조휴가, 구내식당, 우수사원표창 

최상의 품질과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

국내 최초 금속기와 개발기업으로 국내 최대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자랑하는 최강 브랜드파워의 세계적인 지붕자재 기업입니다. “GOOD”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제품의 품질·생산성·조직문화에 으뜸의 가치를 두고 국내외 지붕외장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78. 10 “대아정공사”로 창업 2010. 9 경북 프라이드 상품 선정

1989. 8 발명특허(도자기에 금속유착)취득 28963호 2010. 11 한국 무역협회회장 표창

1996. 4 금속기와 국내최초개발 2011. 7 유럽 38개국 특허출원 (거멀접기형 패널용 수분역류방지마개)

1998. 2 수출 유망업체 지정 98-263호 2011. 12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2002. 12 유망 중소기업 지정 2002-60호 2011. 12 제48회 무역의 날 수출탑 수상

2003. 5 모범중소기업인 국무총리상 표창 2012. 1 세계일류상품 선정

2003. 7 ISO 9001:2000 인증획득 2012. 1 글로벌강소기업 선정

2003. 11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대표이사) 2013. 1 굿디자인 선정

2004. 12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 2014. 1 ISO140001 획득

2008. 4 조달 우수제품 지정 - 조달청



(주)삼광

기업명 (주)삼광 대표자 김진우

설립일자 1974, 6 매출액(직전년도) 115,727백만원

소재지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40 종업원 수 144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samkwang.com

주생산품목 휴대폰 플라스틱 사출물 대표전화 053-856-1085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관리

직무내용 생산관리 우대조건 -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7:40~17:00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주5일근무, 통근버스운행, 4대보험, 명절선물지급, 자녀학자금지원, 경조사지원 등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쉼없이 전진해 노력해온 삼광!

삼광은 휴대폰 케이스 정밀 사출업체로써 Mobile Phone 제조 전공정에 대하여 최고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자부심으로 세계가 인정

하는 Mobile Phone부품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74. 6 삼광공업사 설립 2013. 3 ㈜삼광 3공장 준공

1988. 9 NOKIA 협력사 등록 2013. 6 ㈜삼광 4공장 준공

1998. 7 삼성전자㈜ 협력사 등록 2013. 8 산업통상자원부 2013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2000. 12 ㈜삼광 법인 설립 2013. 12 제50회 무역의 날 3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02. 5 삼성전자㈜ 우수협력사 선정 및 수상 2015. 3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협력업체 등록

2003. 12 창원 상공회의소 경영부분 대상 수상 2015. 7 Wacom 협력사 등록 및 양산 개시

2005. 7 경산본사 공장 시축 2017. 3 Philip Morris 협력사 등록

2006. 6 ㈜삼광 2공장 준공 2017. 6 Verifone 협력사 등록

2009. 3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2018. 7  Google 협력사 등록

2009. 10 제46회 무역의 날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8. 11 삼광비나 준공

2010. 12 ㈜삼광 동관법인 준공 2019. 12 삼광India 착공

2011. 12 제48회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 탑, 대통령 표창 수상 2021. 2 R&D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2. 12  ㈜삼광 동관법인 삼성전자㈜ 협력사 대상 수상



기업명 (주)쓰리에이치 대표자 정영재

설립일자 2014. 4. 29 매출액(직전년도) 47,958백만원

소재지 대구시 동구 율암로 140-10 종업원 수 153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가정용 의료기기 대표전화 053-292-6389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하드웨어  또는  설계인력 

직무내용 회로설계 Artworking 펌웨어 또는 3D 설계 우대조건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연봉 2,6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 ~ 17:3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우수사원포상, 퇴직금,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등

(주)쓰리에이치
인간경영, 건강경영, 행복경영

3H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Global no1 기업을 비전으로 2014년 창업자인 정영재 회장님의 창립이념에 따라 인간경영, 건강경영, 

행복경영을 지향하며 전세계인의 침대를 목표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H는 2014년 창업 이후 연평균 154(CAGR)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 성장중입니다. 본사의 위치는 대구 연구개발 특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3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으로 국내

의 경우 대구본사 및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180개 산하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미국, 중국을 포함한 1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4. 4 주식회사 쓰리에이치 법인설립 2020. 5 대구광역시와 의료R&D특구 유치기업 협약

2014. 9 벤처기업 등록 2020. 7 제2공장 착공

2014. 10 인도네시아 수출 시작 2020. 1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2015. 6 인도 수출 시작 2021. 3 디자인특화기업 지정

2015. 7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2021. 5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2016. 9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2021. 7 2021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16. 10 중국 수출 시작(3H China medical Co., Ltd.) 2021. 11 (주)쓰리에이치 제2공장 준공

2017. 1 미국 동부, 서부 총판 수출 2022. 1 미국태권도협회(ATA)와 업무협약

2017. 4 주식회사 쓰리에이치 신축공장 준공 2022. 3 한국기계연구원과 KIMM-Family 기업 협약

2018. 1 중소기업진흥공단 Family 기업 지정 2022. 4 경북대학교병원 파킨슨 임상승인



기업명 (주)에이스나노켐 대표자 이종훈

설립일자 2010. 5. 24 매출액(직전년도) 22,550백만원

소재지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공단로 33 종업원 수 63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acenanochem.com 

주생산품목 반도체용 연마제 대표전화 053-857-6240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관리 및 생산기술

직무내용 생산관리 및 생산기술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보유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 ~ 17:3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과급, 명절 선물, 학자금, 장기근속자 포상 등

(주)에이스나노켐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ACENANOCHEM

(주)에이스나노켐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콜로이달 실리카 상용화에 성공한 나노 소재 전문 회사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토대로 독자적 입자기

술 개발로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 및 싱가포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우수한 공급업체로 선정 

되었으며 뛰어난 제품 성능과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3.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20. 6 대한민국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2013. 11 ISO14001 인증 2020. 7 경상북도 프라이드(PRIDE)기업 선정

2014. 12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중소기업청장) 2020.12 제57회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탑 수상

2015. 5 영천 2공장 원재료 생산공장 준공 2020. 12 SK SILTRON Best Awarad 수상(2년 연속)

2015. 11 실리카졸 제조방법 특허 등록 2021. 4 대구 서구 행복 두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 체결

2015. 12 기업투자유치 특별상 수상 (경상북도) 2021. 4 대구 교육 협력 우수기업 선정

2016. 8 위험성평가 인증 기업 2021. 6 투자 MOU 협약 체결 Ecolab(미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영천시청

2019. 3 우수 이노비즈 기업 선정 2021. 9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선정

2019. 4 SK hynix 기술혁신기업 선정 2021. 11 SK hynix 반도체 CMP  Slurry 공급용 영천공장 추가 생산라인 준공 완료

2019. 6 SSMC Supplier Award 수상 2021. 11 대구 달서구,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 체결

2019. 7 경상북도 스타기업 선정 2021. 11 SK hynix 반도체 CMP Slurry 공급용 영천2nd Plant 추가 생산라인 준공 완료

2019. 1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2021. 12 한국정밀공학회 정밀기술상 수상

2019. 11 SK SILTRON Best Award 수상 2022. 3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 수상



기업명 (주)우보엔지니어링 대표자 임창호

설립일자 1998. 3. 13 매출액(직전년도) 833백만원

소재지 대구 남구  대봉로 162, 2층 종업원 수 15명

업  종 건설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전기 설계 및 감리 대표전화 053-474-3411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전기설계/감리

직무내용 전기설계/감리 우대조건 전기(산업)기사, 캐드사용가능자

연봉 2,400만원 ( 매년 연봉상승률 1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09:00~18: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야근/특근수당 별도, 하계휴가비 별도, 자격증 수당 지급, 성과급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선택지원) 등

기타사항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주)우보엔지니어링

저희 (株)友甫엔지니어링은 전기설계, 전기공사감리, 소방설계업체로서 전기 설비관련 (수·변전설비·건축전기설비·IB SYSTEM·기타 플랜트설비) 

와 소방설비 및 정보통신, 관제설비(구내통신설비, LAN설비, CCTV설비, 방송설비, 전력 및 조명제어 System 등)의 전기, 소방 설계 및 전기 공

사 감리를 귀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8 5 (주)우보엔지니어링 설립 2008. 12 전력 기술 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업 등록

1998. 6 전문 전기 설계업(1종) 등록, 전문 전기 감리업 등록 2011. 4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반납

1998. 7 2급 소방시설 설계업 (전기분야) 등록 2011. 10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신고증 변경

1999. 2 전력 기술 관리법에 의한 종합 전기 감리업 등록 2012. 5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등록

2003. 6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발송·배전, 정보·통신 분야 등록 2014. 4 가공용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의 절연진단센서 특허

2004. 4 전력 기술 관리법에 의한 종합 전기 감리업 등록 2014. 7 전력설비 진단용 센서 특허

2004. 7 GEF 녹색에너지 설계 운동본부 가입 2014. 10 산업통상산업자원부 표창장

2005. 11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전기.기계분야) 등록 2015. 7 철제 밀폐형 전력설비의 외함형 고장진단센서 특허

2005. 12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297-1번지 (소재지 변경)



(주)코리아코프

기업명 (주)코리아코프 대표자 황 철

설립일자 1998. 6. 1 매출액(직전년도) 26,500백만원

소재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 2길 40 종업원 수 49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koreacop.co.kr

주생산품목 자동차(특장차)부품 / 물류기기(스틸파렛트) 대표전화 053-591-0815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연구개발/생산기술/생산관리

직무내용 연구개발/생산기술/생산관리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보유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 ~ 17:30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주5일근무, 통근버스운행(문양역~회사), 4대보험, 경조사비지원(상조회), 교통비(유류대)지원

“믿음의 경영” 으로 고객과의 약속이자 우리회사의 경영철학입니다.

(주)코리아코프는 물류기기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험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차별화된 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고객님들께 최상의 만족을 안겨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1998년말 환상 팔렛트 개발을 통
해서 세계시장으로의 도약이라는 발판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독자적인 기술과 연구개발로 새천년을 준비하는 전문기업의 모습을 보여 주겠습니
다. 물류기기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100%수출이라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독지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
으로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차별화된 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제조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만의 기술력으로 평가받습
니다. 그리고 기술력은 사람으로 부터 나옵니다. 당사의 조직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산업사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도록 항상 고
객님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히든챔피언이 되기 위해 “기술최우선주의”를 기업운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기술수준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8 (주)코리아코프 설립 2007 한국파레트-컨테이너대상 수상

1998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2009 특허스타기업 선정

1999 대한민국물류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 중소기업 제조부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대상수상 2010 경북 칠곡군 왜관2산업단지로 공장이전 및 증축

1999 제1회 신상품발표회 개최 2011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2000 기업부설연구소(KC연구소)설립 / 산자부인가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인증 2012 경기도 양감공업단지내 AS센타 설립 가동개시

2001 QS9000인증 획득 /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 AA등급 획득 2012 수출의탑 500만불 달성

2001
대한민국 특허 다출원 200대 기업 선정 / 특허청 특허 후견인 협정 체결 / (특허보유)냉

동탑차용 슬라이딩도아 현대,기아차 독점 공급
2013

(농산물용)덤프형 다단 적재파렛트 특허등록/ 농협에 
독점 공급

2002
일본YAMAHASHI공업과 합작법인 Korea Yamahashi공업 설립 / Steel Pallet 전자동 

생산라인 가동 서울경제신문주관 기술혁신상 수상
2016

일본 ASAHI화성과 전해교환막 갱신공사 업무협약체
결 작업개시

2002 서울경제신문주관 기술혁신상 수상 2022 사무동 신사옥 신축 준공

2003 중국청도성화물류기계유한공사 합작회사 설립 / ISO14001인증 획득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2 국내외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권 총 209건 등록

2006 컨테이너표준 품질생산부문 금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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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람들(주)

기업명 건강한사람들(주) 대표자 김승언

설립일자 2011. 5. 30 매출액(직전년도) 30,033백만원

소재지 충남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391 종업원 수 150명

업  종 제조업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음료, 이유식, 치즈 대표전화 041-406-7005

병역특례지정현황 미지정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관리, 품질관리

직무내용 면접후 협의 우대조건 -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20:00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상여금, 우수사원포상, 퇴직금,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가족수당, 4대 보험, 청년내일채움
공제(선택지원), 명절수당등

· 상생(Co-Prosperity) :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 안전(Safety) : 안심할 수 있는 제품  · 신뢰(Trust) : 투명한 기업경영

건강한사람들(주)은 2011년 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매출 300억을 달성중임. 주요사업은 음료, 이유식, 치즈제품 OEM, 

ODM 생산으로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CJ, 해태, 웅진, 동원 등 국내 주요 식품회사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ISO9001, FSSC22000 및 전공정 

HACCP 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1. 5 남양에프앤비(주) 설립 2016. 1 모범납세자상 수상

2012. 11 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 2018. 8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FSSC22000)

2012. 12 식품산업발전 우수기업 수상 2019. 12 건강한사람들(주) 사명변경 및 2공장 준공

2015. 3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인증 2019. 12 2공장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직무내용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우대조건 도전, 열정, 책임감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17:3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포상,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명절수당 등

오케이에프음료(주)
아시아 수출 1위를 넘어 글로벌 1위 기업에 도전하는 음료 수출 기업

Hidden Champion & World Champion OKF는 America, Europe, Asia, Africa 를 포함하여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약 1000여종(OKF Brand 500, 
국내 OEM Brand 250, 수출 OEM Brand 250)의 음료를 생산, 수출하고 있는 멀티 음료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1997년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
로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출시된 OKF의 Aloe Vera King은 알로에 음료의 기준이자 효시로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인정 받고 있으며, 180개국에 
상표 출원 및 등록을 마치고 전 세계 알로에 음료 시장 점유율 76, World No.1 브랜드로서 시장을 선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OKF 제품들은 약 25년
간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현재 180개국 550여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세계 전역의 주요 100대 대형 유통 Market(Costco, Walmart, 
Tesco, Carrefour, Auchan, Metro, Super Value, Kroger, ALDI, LIDL, makro, ShopRite, Whole Foods, Trader Joe’s, Sam’s Club, Walgreen, Kraft, 
Mercadona, SPAR, ASDA, Ahold, Loblaws etc.)과 CVS, Convenience Store, Drug Store, Groceries, U.S. Army PX 및 전세계 다양한 유통점 약 
3,300,000개 Shop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업명 오케이에프음료(주) 대표자 박정진

설립일자 2008. 11. 17 매출액(직전년도) 101,947백만원

소재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절뒤길 52 종업원 수 310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okfcorp.co.kr

주생산품목 비알콜음료(과즙, 기능성음료 외) 대표전화 054-856-1877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8.11. 오케이에프(주) 설립 2015. 7 경상북도지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2012. 7 경북도지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2015. 7 오케이에프(주)로 상호변경

2012. 7 특허2건 등록 2017. 7 안동공장 제6공장, 제5물류센터 완비

2013. 7 수출 프론티어 기업 선정 (경북도청) 2017. 7 경북 안동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 표창 (안동시청)

2014. 7 경상북도지사 표창 수상(수출부분) 2020. 7 오케이에프음료(주)로 상호변경



농업회사법인 (주)다모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품질관리

직무내용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우대조건 도전, 열정, 책임감

연봉 2,6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9:00~18: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청년내일채움공제, 휴일(특근) 수당, 각종 경조사 지원,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점심, 저녁식사 제공), 명절선물/귀향비 지원 등

 고객니즈를 만족시키는 기업, 소중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전통발효식품인 김치와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기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개발 투자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

 수출500만불 달성(주요수출국 - 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캐나다 등)

기업명 농업회사법인(주)다모 대표자 김승준

설립일자 2007.02.05 매출액(직전년도) 6,000백만원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135 외 2필지 종업원 수 38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damofood.net

주생산품목 김치류, 과일류 대표전화 054-862-511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보유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7. 2 (주)다모 설립 2017. 6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2009. 11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7. 6 흑마늘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이 향상된 김치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

2010. 12 HACCP 인증(배추김치, 기타김치) 2017. 6 천년초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이 향상된 깍두기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

2011. 12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 농림수산식품산업발전유공 2018. 4 전통식품 품질인증

2012. 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 농림수산식품수출유공 2018. 9 사회적기업 인증

2014. 3 농식품 수출 프런티어기업지정 2019. 1 대두 및 흑마늘을 이용한 비만예방용 단백질함유 분말김치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

2014. 5 ISO22000 인증 2019. 1 식용곤충 및 흑마늘을 이용한 비만예방용 단백질함유 분말김치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

2014. 11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9. 1 해조류 발효 조미액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

2014. 12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 수상 / 식품안전관리유공 2019. 4 면역조절용 해조류 발효조미액을 함유한 꼬시래기 김치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

2014.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수출유공 2019. 7 면역조절용 해조류 발효조미액을 함유한 다시마 김치의 제조벙법 특허 등록

2016. 9 HALAL 인증 / WAREES HALAL(MUIS) 2019. 12 FDA 등록

2016. 10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 2019. 12 면역 증진 활성을 가지는 김치용 소스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

2016. 10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20. 9 FSSC22000 인증

「믿음과 신뢰로 지금 이순간 최선을 다하자」



(주)미정

기업명 (주)미정 대표자 정재현

설립일자 2008. 8.22 매출액(직전년도) 31,000백만원

소재지 경북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358-7 종업원 수 100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mijungfood.com

주생산품목 떡, 면, 소스류 대표전화 054-775-7733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품질

직무내용 식품 품질관리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우대

연봉 2,6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18:00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휴일(특근) 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통근버스 운행, 사원아파트, 구내식당(중식제공), 명절선물/귀향비 지급

「오랜전통의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기업」

 1963년 작은 국수방이였던 경일제면소로 시작한 경주미정당은 우리나라 면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전쟁 후 주린 배를 든든하게 채워

주던 밀가루 국수부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곡물로 건강까지 더한 다양한 면과 떡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전통과 고집으로 

한결같이 지켜온 반세기, 경주미정당은 오늘도 우리 쌀, 우리 곡물을 고르고 골라 건강하고 맛있는 면과 떡을 만들어 나갑니다. 50년이 넘는 세

월 한결같이 지켜온 정직과 원칙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면,떡부터 소스를 직접 제조 가능하며 자체적인 연구개발까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0. 8 법인 설립 2010. 1 HACCP(떡류)지정,경상북도 학교급식 쌀국수 지원사업선정

2001. 4 본사 공장 이전 경주시 현곡면 2011. 1 HACCP지정 - 면류 3종

2002. 7 ISO 9001 인증획득, 즉석 쌀국수 개발 2012. 1 FDA(미국) 공장 등록

2003. 9 클린사업장 인증 획득 2014. 1 HACCP지정 - 소스류

2004. 5 국방품질인증 획득 2015. 1 향토뿌리기업 인증

2006. 1 KS인증(즉석쌀국수,스파게티,짜장소스) 2016. 1 신용평가 우수기업 선정

2007. 2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획득 2018. 1 내일채움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2008. 10 쌀가공식품 TOP10 선정 2018. 1 FDA 공장등록 현장 실사

2008. 12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 지정 2019. 1 가족친화기업, 중소벤쳐기업부 장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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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78. 5 아진산업(주) 설립 2013. 12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

2004. 6 아진산업(주) 기술연구소 설립 2015. 7 월드클래스 300선정

2006. 9 아진실업유한공사 설립(중국 상해) 2015. 9 강소아진 설립(중국 염성)

2009. 3 아진USA설립(미국 앨라바마) 2015. 12 아진산업(주)코스닥 상장

2009. 12 대우전자부품 인수 2016. 11 존경받는 기업인 상 수상

2010. 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획득(고용노동부) 2017. 2 경주구어공장 설립

2011. 2 KCO에너지(現 아진카인텍)인수 2018. 11 중국 동풍실업과 합작사 동풍아진 기차영부건유한공사 설립

2012. 12 일억불 수출의 탑 달성 2020. 1 품질5스타 인증획득(현대자동차그룹)

2013. 12 아진산업(주) 신축공장 설립

기업명 아진산업(주) 대표자 서중호

설립일자 1978. 5. 31 매출액(직전년도) 263,302백만원

소재지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26길 40 종업원 수 672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wamc.co.kr

주생산품목 FENDER APRON, 차체부품 생산설비 등 대표전화 053-856-910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보유

기타사항 코스닥 상장기업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기술

직무내용 제품생산, 생산레이아웃설계, 공법수립 우대조건 관련자격증

연봉 3,8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7:50~16:4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4대 보험, 청년내일채움공제(선택지원) 주5일근무 통근버스 운행 체력단련실운영, 주요 제품 직원 할인, 자녀학자금 명절선물/귀향비

아진산업(주)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1978년 5월에 ‘근면성실’, ‘창의개발’, ‘기술배양’의 사훈 아래 창업하여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지속적인 창조적 마인드로 끊임없는 개선과 연구 

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여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주)델릭스

기업명 (주)델릭스 대표자 남석주

설립일자 1995. 9. 30 매출액(직전년도) 10,800백만원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21-6 종업원 수 80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dellics.com

주생산품목 자동차 엔진블럭 및 헤드, 크랭크케이스, 방산 창정비 대표전화 055-282-5061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품질관리, 생산관리

직무내용 공정검사, 생산작업 운용계획 및 Data 관리 우대조건 도전, 열정, 책임감

연봉 33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30~17:30 기숙사제공여부 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상여금, 장기근속자 포상, 퇴직금,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4대 보험, 명절수당 등

우리의 기술은 세계를 지향하고 우리의 품질은 모두를 웃게 한다.

당사는 1995년9월에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용 엔진블럭과 엔진헤드 가공을 전문으로 건설중장비용 유압부품과 방위산업용 유압기

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공기술 개발과 기술향상으로 세계 최고의 가공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과 원가 우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

공라인 로봇화와 무인화 구현을 위해 변화와 지속적인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95. 9 DELTA HYDRAULICS 설립 2018. 9 A-2 엔진블럭 (4기통) 자동화 라인 구축 및 생산(화천기계)

2011. 10 (주)델릭스 법인 전환 2020. 4 경남 스타기업 선정 (경남테크노파크 주관)

2012. 11 삼우하이테크사 인수 (델릭스 2공장) 2020. 4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정서 수상 (NICE 평가정보 주관)

2013. 7 자동차 엔진 헤드 및 블록(포드 427) 개발 및 양산수출(미국) 2020. 12 굴삭기 주행모터용 Rear Flange(1018, 07VC) 생산라인 로봇자동화

2015. 9
HEMI 엔진 블록 역설계 및 개발 완료(정부과제)

(16.06.27 개발성공 확정)-미국수출
2021. 1 굴삭기 주행모터용 Rear Flange(40VD) 생산라인 로봇자동화

2016. 8 특허출원 (중장비 주행모터용 리어 플랜지 가공용 유압지그 시스템) 2021. 3 벤처기업확인서(기술혁신형) 취득

2016. 10 경남중소기업대상 (기술혁신부문) 수상 2021. 5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2017. 7 KAPPA 엔진블럭 (3,4기통) 자동화 라인 구축 및 생산(동서기공) 2022. 12 (주)대동 컴바인 엔진블록 가공 자동화라인 구축



(주)와이즈드림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통신설비기술자

직무내용 네트워크 관리 유지보수 외 우대조건 CCNA자격증 우대 / 정보처리기사

연봉 2,5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9:00~18: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자격증수당, 장기근속수당, 4대 보험 주5일근무 차량유류비지급 건강검진, 각종 경조사 지원 연차, 여름휴
가, 경조휴가제, 근로자의 날 휴무 자유복장, 자유로운 연차사용, 회식비지원 워크샵 창립일선물지급

취업정보Ⅱ 

재밌는 회사, 꿈을 꾸는 회사

(주)와이즈드림은 종합ICT전문회사로 “Total ICT Solution을통한 21세기 정보통신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기업입니다.1995년 창업 이래 20년이

상 축적된 기술인력과 다양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고객과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을 바라보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 지향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10. 5 케이스표면의검사장치와 케이스의표면검사방법(특허) 2016 9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솔루션(프로그램저작권)

2011. 10 공용성을 갖는시편 표면촬영용 라인스캔장치(특허) 2016. 11 표창장 수상(미래창조부 장관상)

2012. 9 표창장 수상 (북구세무서장 상) 2020. 9 4/5G 통신망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2013. 5 표창장 수상 (대구전파관리소장 상) 2021. 9 와이즈모바일지능형 안돈시스템(저작권)

2014. 10 표창패 수상(구미시장상) 2021. 10 스마트폴 통합관제 시스템(저작권등록)

2016. 2 신체접촉식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술 시스템(특허)

기업명 (주)와이즈드림 대표자 전경아

설립일자 1995. 2. 8 매출액(직전년도) 4,627백만원

소재지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17,306호 종업원 수 12명

업  종 IT·정보통신 홈페이지 www.wisedream.co.kr

주생산품목 정보통신공사, 네트워크 유지보수, 통신장비 판매 외 대표전화 054-478-8282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기업명 (주)제다하네스 대표자 박상근

설립일자 2014. 12. 1 매출액(직전년도) 45,634백만원

소재지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 57 종업원 수 460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zda.co.kr  

주생산품목 와이어링하네스 대표전화 053-859-0100

병역특례지정현황 지정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보유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개발팀, 생산기술

직무내용 제품개발 및 자동화기기 관리 우대조건 도전, 열정, 책임감

연봉 2,400만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50~17:5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주5일 근무,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청년내일 채움공제(선택지원), 통근버스 운행, 구내 식당(점심 제공) 등

(주)제다하네스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우선 주의를 통해 무결점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에게는 최상의 가치를 지닌 

제품을 제공하는 완벽한 품질 경영

(주)제다하네스 자동차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제다 법인을 설립하여 1999년부터 하네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법인 분할으로 (주)제다하네스를 설립하여 쌍용자동차, 대우버스, 현대두산인프로코어 협력 업체 등록되어 부품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1. 6 (주)제다 법인설립 2014. 7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 등록

2007. 6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14. 12 (주)제다-(주)제다하네스 법인분할

2009. 1 쌍용자동차 1차 협력업체 등록 2014. 12 대한칼소닉 1차 협력업체 등록

2009. 6 ISO/TS16949, ISO14001인증 2014. 12 쌍용자동차 협력사 부품 품질 대상 수상

2012. 7 대우버스 1차 협력업체 등록 2015. 7 동양물산 1차 협력업체 등록

2012. 7 KM&ampI 협력업체 등록 2018. 12 두산인프라코어 원가혁신상 수상

2013. 12 쌍용자동차 우수협력사 선정



기업명 진일스틸(주) 대표자 김우석

설립일자 1978. 4. 12 매출액(직전년도) 57,010백만원

소재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산단중앙로 108 종업원 수 18명

업  종 기타 홈페이지   -

주생산품목 허브베어링외, 스페이스허브,철강제 외 대표전화 055-354-1530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기술영업, 금속가공

직무내용 기술영업, 금속가공 우대조건 -

연봉 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18:3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4대 보험 휴게실, 유니폼지급, 사무용품 지급 주차장제공, 주 52시간제 준수 건강검진 등

진일스틸(주)
진일스틸(주)는 1978년 4월 설립되어 허브베어링외, 스페이스허브 철강제 외를 주력제품(사업)으로 하는 1차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1978. 4 철판재 가공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진일철강(주) 설립 2007. 12 일부를 분할하여 (주)진스틸 설립

1990. 8 본점을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7 소재로 이전 2013. 12 상호를 진일스틸(주)로 변경

1992. 1 상호를 진일금속(주)로 변경 2016. 11 일오삼스틸(주) 흡수합병

1994. 12 자본금 증자, 경남 창원시 소재에 지점설치 2016. 11 본점을 경남 밀양시 소재로 이전

1997. 1 본점을 경남 창원시 소재로 이전



에쓰엠씨코리아(유)

기업명 에쓰엠씨코리아(유) 대표자 권동호

설립일자 2003. 3. 1 매출액(직전년도) 6,445백만원

소재지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2길 84 종업원 수 47명

업  종 제조 홈페이지 www.systrand.com

주생산품목 자동차부품 대표전화 055-587-7144

기업정보Ⅰ

취업정보Ⅱ 

기업 연혁 및 각종 수상 실적 (특허기술 등)  Ⅲ

모집분야 생산직

직무내용 자동차 부품 가공 우대조건 -

연봉 면접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08:00 ~ 20:00 기숙사제공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퇴직연금, 우수사원포상, 장기근속자포상, 야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등

Systrand Manufacturing은 40년 이상 고객, 근로자 및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품질, 고성능, 고정밀 기어 

및 샤프트 , 어셈블리 및 기타 구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사양을 충족할 준비가 된 유능한 제조업체입니다(필요

한 경우 제조 가능성 개선을 위한 설계 입력 지원)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2003. 3 회사설립 2010. 12 자본증자(자본금 1,331,550,000원)

2007. 8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NO-BIZ)인증 2013. 12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7. 12 회사이전(칠서공단) 2016. 9 FORD Q1 인증획득

2008. 5 ISO 14001/TS 16949 인증획득 2019. 8 Ford  World Excellence Awards –Gold Award

고객, 근로자 및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