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정시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가군 기업체 리스트 

학과 연번 기업명 인원 위치

스마트전자공학과

1 디바이스디자인㈜ 1명 경기도 수원시

2 ㈜디티앤씨 5명 경기도 용인시

3 ㈜셀트론 1명 경기도 군포시

4 ㈜아이피로드 1명 서울시 구로구

5 ㈜와이티에스 3명 경기도 안산시

6 ㈜일선 1명 경기도 수원시

7 ㈜진영코퍼레이션 1명 인천시 부평구

AI소프트웨어학과

1 ㈜로이테크원 3명 서울시 구로구
2 ㈜시큐인포 1명 경기도 성남시
3 ㈜아이퀘스트 1명 서울시 구로구
4 ㈜아이피로드 2명 서울시 구로구
5 ㈜윈즈시스템 2명 경기도 성남시
6 ㈜이엠시스 1명 경기도 안양시
7 ㈜인포씨지 1명 서울시 동대문구

IT융합디자인공학과

1 ㈜리메드 1명 경기도 성남시
2 ㈜블루윙스 1명 경기도 부천시

3 ㈜에프알코리아 2명 인천시 미추홀구,
경기도 화성시

4 엑스아이디 1명 서울시 구로구
5 이조이모터스24 2명 경기도 수원시
6 ㈜진영코퍼레이션 1명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1 ㈜네고팩 3명 경기도 화성시
2 ㈜모아건축디자인 1명 경기도 김포시
3 ㈜아이에스시 1명 경기도 성남시
4 지구화학㈜ 1명 인천시 남동구
5 ㈜지에스켐텍 1명 경기도 안산시
6 측천산업㈜ 1명 인천시 남동구
7 클린대기환경㈜ 1명 인천시 서구
8 ㈜트레스웍스 1명 서울시 구로구
9 혜성기계㈜ 1명 경기도 안산시

총 채용 약정인원 43명

1. 스마트전자공학과

연번 기업명 학과 인원 위치

1 디바이스디자인㈜ 스마트전자공학과 1명 경기도 수원시

2 ㈜디티앤씨 스마트전자공학과 5명 경기도 용인시

3 ㈜셀트론 스마트전자공학과 1명 경기도 군포시

4 ㈜아이피로드 스마트전자공학과 1명 서울시 구로구

5 ㈜와이티에스 스마트전자공학과 3명 경기도 안산시

6 ㈜일선 스마트전자공학과 1명 경기도 수원시

7 ㈜진영코퍼레이션 스마트전자공학과 1명 인천시 부평구

채용 약정인원 13명



디바이스디자인㈜
기업정보

대표이사 조영국

설립년원일 2010년 1월 13일

주생산품목 IoT 통신모듈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 815호

홈페이지 www.dd-device.com

기업소개 중소기업, 벤처기업, 강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전자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IoT 통신모듈 관련 업무

우대기준 -

㈜디티앤씨
기업정보

대표이사 정업준, 남기혁

설립년원일 2000년 10월 18일

주생산품목 전기, 전자 시험검사, 인증 서비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154번길 42

홈페이지 www.dtnc.net

기업소개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이노비즈, 벤처기업, 강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전자공학과 채용인원 5명

직무내용 전자 시험검사, 인증 서비스 관련 업무

우대기준 -



㈜셀트론
기업정보

대표이사 정성운

설립년원일 2003년 12월 31일

주생산품목 이동통신기기

주소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53-18 (산본동) 엘앤씨타워 601호

홈페이지 www.celltron.co.kr

기업소개 중소기업, 이노비즈, 강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전자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무선통신, 프로그램 로직 설계 관련 업무

우대기준 -

㈜아이피로드
기업정보

대표이사 강철지

설립년원일 2008년 4월 28일

주생산품목 라우터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407호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407호)

홈페이지 www.iproad.co.kr

기업소개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전자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라우터, IOT기기 관련 업무

우대기준 -



㈜와이티에스
기업정보

대표이사 남성국

설립년원일 1994년 1월 14일

주생산품목 자동화 설비

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722 (사사동)

홈페이지 www.ytstar.co.kr

기업소개 중소기업, 이노비즈, 강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전자공학과 채용인원 3명

직무내용 자동화 설비 관련 업무

우대기준 -

㈜일선
기업정보

대표이사 김준호

설립년원일 2015년 9월 2일

주생산품목 통신/레이다 관련 전자부품 및 모듈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E동 602호(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빌딩)

홈페이지 www.ilsun.co.kr

기업소개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전자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통신/레이다 관련 전자부품 및 모듈 관련 업무

우대기준 -



㈜진영코퍼레이션
기업정보

대표이사 송철호

설립년원일 2015년 9월 10일

주생산품목 PACS-460(Plasma Activated Cleaning System)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55, 426호
(사동,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www.jinyoung-corp.kr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전자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전자, 기계, 전기 관련 업무

우대기준 -

2. AI소프트웨어학과

연번 기업명 학과 인원 위치

1 ㈜로이테크원 AI소프트웨어학과 3명 서울시 구로구

2 ㈜시큐인포 AI소프트웨어학과 1명 경기도 성남시

3 ㈜아이퀘스트 AI소프트웨어학과 1명 서울시 구로구

4 ㈜아이피로드 AI소프트웨어학과 2명 서울시 구로구

5 ㈜윈즈시스템 AI소프트웨어학과 2명 경기도 성남시

6 ㈜이엠시스 AI소프트웨어학과 1명 경기도 안양시

7 ㈜인포씨지 AI소프트웨어학과 1명 서울시 동대문구

채용 약정인원 11명



㈜로이테크원
기업정보

대표이사 박일수

설립년원일 2008년 11월 14일

주생산품목 전사적 건설관리 시스템 PMIS/EPMS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202호
(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홈페이지 www.roit.co.kr

기업소개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채용인원 3명

직무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우대기준 -

㈜시큐인포
기업정보

대표이사 김기화

설립년원일 1999년 5월 11일

주생산품목 CCTV개발, 제조 및 보안SI솔루션 개발, DVR보드 생산 등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301호)

홈페이지 sentry.co.kr

기업소개 중소기업, 이노비즈, 강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우대기준 -



㈜아이퀘스트
기업정보

대표이사 김순모

설립년원일 1996년 11월 27일

주생산품목 ERP프로그램(얼마에요)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407호

홈페이지 www.iquest.co.kr

기업소개 중소기업, 이노비즈, 벤처기업, 강소기업, 청년강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우대기준 -

㈜아이피로드
기업정보

대표이사 강철지

설립년원일 2008년 4월 28일

주생산품목 라우터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407호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407호)

홈페이지 www.iproad.co.kr

기업소개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채용인원 2명

직무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우대기준 -



㈜윈즈시스템
기업정보

대표이사 이보헌

설립년원일 2001년 8월 1일

주생산품목 ASP서비스，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58, 402호
(삼평동, 씨즈타워)

홈페이지 www.w-ins.net

기업소개 중소기업, 이노비즈, 벤처기업, 강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채용인원 2명

직무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우대기준 -

㈜이엠시스
기업정보

대표이사 김철수

설립년원일 1999년 11월 9일

주생산품목 전자파 측정장비 및 EMI대책부품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77 이엠시스빌딩

홈페이지 emcis.co.kr

기업소개 중소기업, 이노비즈, 벤처기업,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인력양성 우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우대기준 -



㈜인포씨지
기업정보

대표이사 김호영

설립년원일 2010년 10월 28일

주생산품목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장안동), 808호

홈페이지 www.infocg.co.kr

기업소개 중소기업, NICE기술평가 우수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우대기준 -

3. IT융합디자인공학과

연번 기업명 학과 인원 위치

1 ㈜리메드 IT융합디자인공학과 1명 경기도 성남시

2 ㈜블루윙스 IT융합디자인공학과 1명 경기도 부천시

3 ㈜에프알코리아 IT융합디자인공학과 2명 인천시 미추홀구,
경기도 화성시

4 엑스아이디 IT융합디자인공학과 1명 서울시 구로구

5 이조이모터스24 IT융합디자인공학과 2명 경기도 수원시

6 ㈜진영코퍼레이션 IT융합디자인공학과 1명 경기도 안산시

채용 약정인원 8명



㈜리메드
기업정보

대표이사 고은현

설립년원일 2003년 8월 1일

주생산품목 의료기기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길 21-7

홈페이지 remed.kr

기업소개 코스닥 상장,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IT융합디자인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제품 설계 및 디자이너, UX/U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3D설계 
프로그램 관련 직무 등

우대기준 -

㈜블루윙스
기업정보

대표이사 김진우

설립년원일 2017년7월1일

주생산품목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주소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길 92, 1516호

홈페이지 www.blws.co.kr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채용정보

참여학과 IT융합디자인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웹 퍼블리싱(JAVA) 및 디자인 프로그램 활용 업무

우대기준 -



㈜에프알코리아
기업정보

대표이사 정창섭

설립년원일 2019년 11월 2일

주생산품목 RF 통신장비 외 산업용 금속가구 제조

주소 (사업부)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40, 303호
(공장)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406-2

홈페이지 frkorea.co.kr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채용정보

참여학과 IT융합디자인공학과 채용인원 2명

직무내용 2D 및 3D 설계 프로그램 관련 직무

우대기준 -

엑스아이디
기업정보

대표이사 권혁태

설립년원일 2019년 11월 2일

주생산품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909호

홈페이지 www.xidesign.co.kr

기업소개 -

채용정보

참여학과 IT융합디자인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그래픽(2D)디자인 및 광고(영상)디자인 관련 업무

우대기준 -



㈜이조이모터스24
기업정보

대표이사 조용덕

설립년원일 2009년 10월 28일

주생산품목 자동차 수입 및 판매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2번길 45, 수원SK V1모터스 173호

홈페이지 www.joymotors.com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채용정보

참여학과 IT융합디자인공학과 채용인원 2명

직무내용 웹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관리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그램 등 활용)

우대기준 -

㈜진영코퍼레이션
기업정보

대표이사 송철호

설립년원일 2015년 9월 10일

주생산품목 PACS-460(Plasma Activated Cleaning System)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55, 426호
(사동,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www.jinyoung-corp.kr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IT융합디자인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전자, 기계, 전기 관련 2D&3D 디자인 관련 직무
(CAD. CAE 등의 설계프로그램)

우대기준 -



4.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연번 기업명 학과 인원 위치

1 ㈜네고팩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3명 경기도 화성시

2 ㈜모아건축디자인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1명 경기도 김포시

3 ㈜아이에스시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1명 경기도 성남시

4 지구화학㈜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1명 인천시 남동구

5 ㈜지에스켐텍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1명 경기도 안산시

6 측천산업㈜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1명 인천시 남동구

7 클린대기환경㈜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1명 인천시 서구

8 ㈜트레스웍스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1명 서울시 구로구

9 혜성기계㈜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1명 경기도 안산시

채용 약정인원 11명

㈜네고팩
기업정보

대표이사 이보영

설립년원일 1999년 12월 20일

주생산품목 PP, PE 합성수지필름

주소 경기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197(하저리)

홈페이지 www.negopack.kr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강소기업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채용인원 3명

직무내용 PP, PE 합성수지필름 관련 연구, 생산 관련 직무

우대기준 -



㈜모아건축디자인
기업정보

대표이사 이규완

설립년원일 1992년 7월 10일

주생산품목 블라인드, 실내 인테리어 등

주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 75번길 190, 702호

홈페이지 tu29911944.kodsys.kr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환경 분석 관련 업무

우대기준 -

㈜아이에스시
기업정보

대표이사 김정렬, 김상욱

설립년원일 2001년 2월 22일

주생산품목 전자부품, 반도체 Test Socket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금강펜테리움IT타워 B동6층

홈페이지 www.isc21.kr

기업소개 코스닥 상장,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등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전자부품, 반도체 Test Socket 제조 관련 업무

우대기준 -



지구화학㈜
기업정보

대표이사 이은섭

설립년원일 2017년 9월 19일

주생산품목 PE Wax, 인조 왁스 외

주소 인천시 남동구 능허대로 649번길 14

홈페이지 -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화공관련 제조 관련 업무,
기본 문서 작업(word, Excel, Power point 프로그램 등 활용) 업무

우대기준 -

㈜지에스켐텍
기업정보

대표이사 이호열

설립년원일 2012년 9월 12일

주생산품목 화공약품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79(성곡동, 안산도금단지) 나동 2호

홈페이지 www.gschemtech.com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화공약품 관련 직무, 기술영업 및 연구소 보조 직무

우대기준 -



측천산업㈜
기업정보

대표이사 이경화

설립년원일 2008년 7월 1일

주생산품목 환경 관련 기계장치 연구 및 환경정화기술 개발

주소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50(고잔동)

홈페이지 https://kimpossiblesh.wixsite.com/cheukcheon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비철가공, 환경사업 관련 제조 직무

우대기준 -

클린대기환경㈜
기업정보

대표이사 손영환

설립년원일 2022년 4월 28일

주생산품목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주소 인천 서구 백범로 611, 803-807호

홈페이지 -

기업소개 -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환경 분석 관련 업무

우대기준 -



㈜트레스웍스
기업정보

대표이사 홍석진

설립년원일 2018년 9월 6일

주생산품목 학술연구용역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1113호

홈페이지 tres.kr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Gabi, Total 소프트웨어 등 학술연구용역 관련 직무

우대기준

혜성기계㈜
기업정보

대표이사 이기열

설립년원일 2017년 6월 9일

주생산품목 염색기계 등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277(원시동, 혜성기계)

홈페이지 -

기업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채용정보

참여학과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염색기계, 고압탱크, 기계부품 등 관련 제조 직무

우대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