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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DGB데이터시스템
DGB데이터시스템은

DGB금융그룹의 IT시너지 창출을 위해 설립된

금융IT전문회사입니다. 

모집부문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SM, SI) 

직무내용  정보처리기사 등 IT자격증 소지자 

자격요건 전공 무관

학력/전공 대졸(전문대졸) 이상/ 전공무관

복리후생 복지연금, 하계휴양소 지원, 명절상여, 피복비, 종합검진 등

전형방법 서류전형 → 인적성평가/기술평가 → 실무진면접 → 책임자면접 → 최종합격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신입:채용연계형 인턴)

제출서류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매출액 20,888백만원

종업원수 148명

홈페이지 www.dgbds.co.kr

인사담당       053-718-1413 

       053-741-1220

2012. 04   ㈜DGB데이터시스템 설립

2012      ㈜대구은행 IT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무 실시

2014     비은행 계열사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실시 등

2016     DGB금융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및 서비스 실시

          DGB금융그룹 비은행계열사 인터넷 회선, 망분리서비스 구축 및 서비스 실시 등

2017   ㈜대구은행 IFRS9시스템, 여신사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등

2018    ㈜DGB캐피탈 홈페이지고도화, 정보계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등

2019     DGB생명보험㈜ IT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무 실시 등

2020     ㈜DGB금융지주 우리사주관리시스템 구축 등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2016 대구광역시 고용친화기업 선정

2019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2019    대구광역시 청년고용증진 대상 수상

2019    노사발전재단 고용차별 개선 우수 사업장 선정

2020    일터혁신컨설팅 우수사례 기업 선정

2020    DGB금융그룹 윤리경영 대상제도 대상 수상

금융·비금융 전산시스템 개발, 그룹IT자산 통합구매,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비은행 계열

사 전산센터 및 전산시스템 운영, 통합보안관제서비스, 대학교등록금 수납시스템/학생정보 

전송시스템 , 성과평가관리시스템, IT컨설팅(시스템/네트워크보안/망분리) 등

대표자  김상근 

업종  정보서비스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70, 3층(봉무동)

생산품목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컨설팅

고용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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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mi.recruiter.co.kr/app/jobnotice/list 

→ 2021년 제이브이엠 수시채용 

 (연구/관리직군)  → 지원서 작성(하단)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전세계 병원·약국 자동화 솔루션 Global No.1

㈜JVM

전세계 병원·약국 자동화의 선도기업 제이브이엠의 시작부터, 

세계최고의 Leading Company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모집부문  연구분야 0명, IT분야 0명 

직무내용  연구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 IT분야 – 사내 전산관리 

자격요건 컴퓨터, 정보통신, IT관련 전공자

학력/전공 대졸 이상 / IT관련

복리후생 학자금, 스포츠경기 관람지원, 기숙사, 건강검진, 콘도지원 등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최종합격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연 3,800만원 ~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매출액 100,349천원

종업원수 320명

홈페이지 www.myjvm.com

인사담당       053-584-9999 

       053-582-2516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ATDPS), 약품 관리 자동화 장비(INTIPharm)

대표자  이용희 

업종  제조업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121

생산품목 약품 조제 자동화장비, 약품 관리 자동화장비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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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 강소기업 고용친화기업월드클래스300 세계일류상품(9년연속)

1977. 06  협신의료기 상사 설립

1996. 07 ㈜협신메디칼(HSMED) 법인전환

          국내 최초 약품 포장기 생산 및 판매 시작

1999. 07  벤처기업 등록

2000. 12 ㈜제이브이메디 사명변경

2003. 10  바이오센 인수합병

2004. 04  ㈜제이브이엠 사명변경

2004. 11  미국/캐나다 McKesson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2006. 02  스웨덴 정부와 공급 계약 재체결

2006. 06  코스닥 상장(한국거래소)

2006. 09  SIE MENS와 전략적 제휴 체결

2008. 03  코스닥 시장 스타지수 종목 편입

2010. 07  유럽 HDM 합작법인 설립 

 (Joint Venture Company)

2014. 07  유럽 HDM Medi 종속회사 편입

2015. 07  천진철유명 자동화설비 유한공사 

 설립(중국)

2016. 07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편입

1999. 12            EM품질인증 획득, 유럽CE인증 획득

                           (산업자원부)

2001. 0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중소기업청)

2001. 09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중소기업청)

2001. 11            해외무역진흥 대통령상 표창(산업자원부)

2001. 12            철탑산업훈장 수훈

                           중소기업대상 우수기업 수상(산업자원부)

2002. 11            기술개발분야 중소기업 대상 수상(대구광역시)

2003. 11           벤처기업 인증(중소기업청)

2004. 11           해외 무역진흥 대통령상 수상

2005. 12           세계일류상품 선정(산업자원부)

2007. 11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한국무역협회)

2008. 11           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한국무역협회)

2009. 03           네덜란드 하멜 무역상 수상(네덜란드진흥청)

2010. 05            히든챔피언 양성기업 선정(한국수출입은행)

2010. 06            특허스타기업 선정(대구상공회의소)

2011. 11             제41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대통령상 수상

                            (지식경제부)

2011. 12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우수상 수상(지식경제부)

2012. 05            WorldClass300 육성기업 선정(지식경제부)

2012. 06            코스닥 히든챔피언 선정(한국거래소)

2012. 07            대구시 스타기업 선정(대구광역시)

2012. 08            2011년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유공 체육포장

                            (대한민국정부)

2013. 05            노사화합 우수 사업장 선정(대구광역시)

2013. 09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중소기업청)

2013. 11            2013 기술경영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제5회 지식재산(IP) 경영인대회 대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2014. 04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4년 연속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14. 09            은탑 산업훈장 수훈

2015. 10            “2015년 우수자본재 개발”유공기업 국무총리 표창

2017. 06            제9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최우수 마케팅기업상 수상

                           (코스닥협회)

2017. 11            2017년 대한민국기술대상 장관상 수상(INTIPharm)

                           (산업통상자원부)

2019. 0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3회 연속 선정

                         (중소기업청)

2019. 10           첨단기술기업 4회 연속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07          코스닥 라이징스타 9년 연속 선정(한국거래소)

2020. 08          고용친화기업 선정(대구광역시)

2020. 12          세계일류상품 9년 연속 선정(산업통상자원부)

                         제12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최우수 테크노기업상 수상 

                         (코스닥협회)

2021. 01          청년친화강소기업 3년 연속 선정(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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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창의적인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

㈜거양금속

창의적인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여 관련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생산관리, 품질보증/공정품질, 기술연구

직무내용  제품생산관리, 출하관리, 제품 품질관리 / 전공무관 

자격요건 대졸(전문대졸)이상 / 자동차 및 공학계열 전공자 우대

학력/전공 대졸(전문대졸)이상/금속기계공학 등

복리후생 건강검진, 자녀학자금, 연말포상금 등 

전형방법 서류전형→실무자면접→임원면접→최종합격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연 3000만원 ~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등

매출액 640억

종업원수 150명

홈페이지 www.geoyang.kr

인사담당       053-610-7800 

       053-616-7801

Differential Bevel Gear

대표자  김학순 

업종  제조업 

소재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3길 214

생산품목 자동차부품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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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2002. 06  ㈜거양금속 설립

2005. 06  중소기업 벤처기업(신기술기업) 지정

2005. 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1. 10  DIFF GEAR 가공공장 확장

2012. 03  일본 나고야 영업 사무소 개설

2013. 12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2014. 03  달성공장 설립(단조라인 확장)

2014. 07  취업하고 싶은 경남 우수기업 선정

2016. 01  달성공장 온간단조 라인 구축

2017. 12  태국지사 설립

2019. 12  구지공장 준공

2020. 06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2006. 04  DCF공법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

2006. 08  현대/기아 품질인증 “SQ-MARK”획득

2007. 01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선정

2008. 06  ISO14001품질인증 획득

2012. 03  모범 중소기업 도지사 표창 수상

2012. 12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5. 09  중소기업 기술혁신부문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2016. 12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8. 12  수출유공탑 수상

2019. 08  중소기업 기술혁신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2019.12          1000만불 수출의 탑

2020.09          중소기업유공자부문 산업포장 수훈  

03

2021 대학 리크루트 투어｜05



2020. 04              ㈜나다디지탈 설립

2020. 05              ㈜쎄인트인터내셔널 파운더단계 투자

2020. 06              DIP 원트랙 게임 제작지원 사업 선정

2020. 08              SBS아카데미게임학원 MOU 체결

2020. 09              마피아3D 런칭

2020. 10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MOU 체결

2021. 02              마피아3D 누적 10만 다운로드 돌파

2021. 03              ㈜스틸리언 MOU 체결

2021. 03              ㈜대경기술지주 투자 유치

2021. 04              슬랜디: 슬라임 랜덤 디펜스 런칭

2021. 05              초기창업패키지 최종 선정

2021. 06              ㈜서울게임아카데미 MOU 체결

2021. 07              랜스디: 랜덤스킬디펜스 런칭

2021. 07              DIP 맞춤형 글로벌 확산 지원 선정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게임성’을 키워나가는 캐주얼 게임 개발 전문회사

주식회사 나다디지탈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이용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모바일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자 0명

직무내용  신규 프로젝트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자격요건 Unity C# 프로그래밍 가능하신 분

학력/전공 대졸(전문대졸) 이상 / 전공무관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 포트폴리오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심사 → 실무자 면접 → 합격자 발표

매출액 -

종업원수 16명

홈페이지 www.nadadigital.co.kr

인사담당       053-951-0424 

       053-951-0425

※ 모바일 게임 

 - 마피아3D

 - 슬랜디: 슬라임 랜덤 디펜스

 - 랜덤 스킬 디펜스

대표자  이윤열 

업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IT융합

                       산업빌딩 306호

생산품목 모바일 게임, 기타 게임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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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기업 인증

나이스 디앤비 기술평가: T-4 우수기술인증 

슬랜디:슬라임랜덤디펜스 마피아 3D 랜덤 스킬 디펜스

자료 구조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유연한 소통이 가능하신 분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 4대보험, 연차, 퇴직금, 중식 제공, 건강검진,

차량 보조금, 중식, 경조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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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복리후생 

학력전공 대졸 이상 / 전공무관

예측에 강한 Big Data&AI

㈜더아이엠씨

모집부문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직무내용  AI 빅데이터 R&D 기획 및 수행

주요역량 

전형방법 서류전형 → 업무 관련 면접 →  연봉협상  → 최종합격

    취업정보

매출액 2,373 백만원

종업원수 50명

홈페이지 www.theimc.co.kr

인사담당       053-744-0707 

       053-744-6688

대표자  전채남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소재지 

생산품목 빅데이터, AI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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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음성인식, 이미지처리 등 지식, 

연구 계획서 작성

4대보험, 퇴직금 별도, 인센티브, 연차,   

경조 휴가제, 대체공휴일, 노동절휴무,   

포상휴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5길 17(대흥동, 

텍스톰베이스)

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 을지한국빌딩 20층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복리후생 

학력전공 대졸 이상 /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전공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복리후생 

학력전공 대졸 이상 / 전공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복리후생 

학력전공 대졸 이상 / 전공무관

모집부문  AI A팀

직무내용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사업 수행

주요역량 

전형방법 서류전형 → 업무 관련 면접 →  연봉협상  → 최종합격

모집부문  빅데이터 S팀

직무내용  빅데이터, AI 사업기획 및 관리, SW서비스 기획

주요역량 

전형방법 서류전형 → 업무 관련 면접 →  연봉협상  → 최종합격

모집부문  빅데이터 D팀

직무내용  빅데이터 AI 서비스 구현 및 플랫폼 개발

주요역량 

전형방법 서류전형 → 업무 관련 면접 →  연봉협상  → 최종합격

    취업정보

    취업정보

    취업정보

AI 모델 개발 및 알고리즘 적용, NLP, 음성인식, 이미지              

처리 등, AI 사업 및 서비스 기획 기술, AI 데이터 구축

아이디어 발굴 및 서비스 기획력, 서비스기획 UX/UI 설계, 제안

서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마케팅, MS, 빅데이터 등 지식

데이터 설계, 수집/분석프로그램 개발, AI 빅데이터서비스 

개발,데이터 시각화 구현

(우대사항)                                                                                                        

AI 알고리즘 개발 경험자, R,Python등 사용가능자, 사회조사분석사,  

데이터분석전문가, 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처리기사자격증 보유자, 

석사이상

(우대사항)                                                                                                        

AI 빅데이터 관련 R&D 수행 경험자, 챗봇 개발 경험자, 

Knowledge Graph 경험자, 석사 이상

(우대사항)                                                                                                           

사업기획 경험자, 프리젠테이션 경험자, PPT, 문서작성 능력자, 

통찰력, 종합적이해력, 자기의사표현능력 우수자

(우대사항)                                                                                                   

Python 개발 기능자, JAVA, JSP, Springframework, PHP 가능자, DBMS 

(Orade, MYSQL) 활용 경험자, 오픈소스개발 framework 활용 가능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능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4대보험, 퇴직금 별도, 인센티브, 연차,   

경조 휴가제, 대체공휴일, 노동절휴무,   

포상휴가, 청년내일채움공제 

4대보험, 퇴직금 별도, 인센티브, 연차,   

경조 휴가제, 대체공휴일, 노동절휴무,   

포상휴가, 청년내일채움공제 

4대보험, 퇴직금 별도, 인센티브, 연차,   

경조 휴가제, 대체공휴일, 노동절휴무,   

포상휴가,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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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더아이엠씨는 데이터와 기술로

전 세계인의 밝은 미래를 실현시키는

빅데이터·AI 전문기업입니다.

TEXTOM(텍스톰), TEXTOMi(텍스토미)

메인비즈 GS인증기술전문기업pre-스타기업

특허 8건 / 특허출원 6건/ 프로그램 등록 10건 / GS인증 1건 / 서프스표등록 2건

(특허증 : 핵심어 추출, 비정형 데이터, 예측방법 등)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 포트폴리오 

복리후생 

학력전공 대졸 이상 / 전공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복리후생 

학력전공 대졸 이상 / 전공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복리후생 

학력전공 대졸 이상 / 전공무관

모집부문  디자인팀

직무내용  다양한 웹, 앱 서비스 디자인

주요역량 

전형방법 서류전형 → 업무 관련 면접 →  연봉협상  → 최종합격

모집부문  AI C팀 (서울본부)

직무내용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AI 데이터 구축 등 사업 수행

주요역량 

전형방법 서류전형 → 업무 관련 면접 →  연봉협상  → 최종합격

모집부문  빅데이터 D팀 (서울본부)

직무내용  빅데이터 AI 서비스 구현 및 플랫폼 개발

주요역량 

전형방법 서류전형 → 업무 관련 면접 →  연봉협상  → 최종합격

    취업정보

    취업정보

    취업정보

웹사이트/솔루션/플랫폼디자인,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 웹표준/반응형웹

코딩(하드코딩), 모바일웹/앱디자인, 마케팅(서비스홍보/SNS)관련 디자인

데이터 분석계획서 작성, 분석 및 컨설팅 보고서 작성

데이터 설계, 수집/분석프로그램 개발, AI 빅데이터서비스 

개발,데이터 시각화 구현

(우대사항) 디자인기획/컨셉을 도출하고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자, 데이터기획/개발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자, 데이터 기반 디지털 UX/UI 디자인 가능자, 

Web UI에 대한 이해(HTML/CSS/JS기초)가 높은자, 자유롭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 데이터 시각화에 관심있는자, 웹에이전시 근무 경험있는자, 공공기관 및 

대기업 프로젝트 경험있는자

(우대사항)                                                                                                           

데이터분석, 처리도구 사용가능자,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자, 사회조사분석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기사자격증 보유자, 석사이상

(우대사항)                                                                                                   

Python 개발 기능자, JAVA, JSP, Springframework, PHP 가능자, DBMS 

(Orade, MYSQL) 활용 경험자, 오픈소스개발 framework 활용 가능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능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4대보험, 퇴직금 별도, 인센티브, 연차,   

경조 휴가제, 대체공휴일, 노동절휴무,   

포상휴가, 청년내일채움공제 

4대보험, 퇴직금 별도, 인센티브, 연차,   

경조 휴가제, 대체공휴일, 노동절휴무,   

포상휴가, 청년내일채움공제 

4대보험, 퇴직금 별도, 인센티브, 연차,   

경조 휴가제, 대체공휴일, 노동절휴무,   

포상휴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018                 

- 기술전문기업(ESP) 인증

- 벤처기업 인증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 대구시 2015 Pre-스타기업 선정

- 다국어 기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텍스톰  

  (TEXTOM) 개발

2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데이터 플래그십  

  장관상 수상

- 2019 경기도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 2019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 2019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

- 농산물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가격단수              

  예측 모형 개선 및 개발

  

2020년 

- DNA 혁신기업[인공지능] 분야 선정(2년 연속)

- 빅데이터 인프라 및 온라인 자료 자동수집 

  시스템 구축

- 위성영상기반 인공지능기술 활용 불법 건축물 

  의심 지역 탐지 기술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창원 경제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

- 안경산업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2차년도)

- 드론영상과 AI기반 농업농작물 분석 연구 용역

2021년

- 화성시 농업농촌 통계 기반구축 사업 용역

- 재난현장 긴급대응 기술개발(3차년도)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3차년도)

- 2021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 교육분야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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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혁신적인 IT 서비스

㈜데이타뱅크시스템즈

대표자  천윤우, 박황백, 정동현 

업종  서비스, 제조 및 도소매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106호(대명동)

생산품목 정보통신관련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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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40억

종업원수 75명

홈페이지 www.idatabank.com

인사담당       070-8277-5914 

       053-746-5815

모집부문  보안솔루션엔지니어/컨설턴트(대구)

직무내용  보안솔루션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자격요건 경력무관

학력/전공 대졸(2~3년)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 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취업정보

모집인원 2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3개월

제출서류 
(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입) 성적증명서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모집부문  의료분야개발(대구)

직무내용  병원SM,SI, JAVA개발 및 자사 앱개발

자격요건 신입 및 경력 1년이상

학력/전공 대졸(2~3년)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 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취업정보

모집인원 4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3개월

제출서류 

(JAVA: 2명 / android 및 back_end: 2명)

(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입) 성적증명서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모집부문  마케팅(대구)

직무내용  B2B마케팅

자격요건 경력 1~5년

학력/전공 대졸(4년)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 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취업정보

모집인원 1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3개월

제출서류 
(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입) 성적증명서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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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1. Tech & Consulting Service - 의료정보서비스, 모바일앱, Big Data, DATA & DB, WAS, 보안, 성능/장애진단, BI 등

2. Research & Development - enterprise SNS(M-think), 통합PC관리 및 보안, Smart Campus (M-edu) 등

3. 통합유지보수 및 아웃소싱

2002. 07      주식회사 데이타뱅크시스템즈 설립

2002. 11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가입

2004. 01      Oracle Partner Network 협약체결

2004. 07      소프트포럼 대구,경북지역 총판 체결

2004. 09      업무연속솔루션 ‘ARK' 출시

2004. 11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2005. 05      한국후지쯔 대구/경북지역 총판 Business   

                      Partner 체결

2005. 12       제니퍼소프트 협력업체 계약체결

2006. 07       서울지사 설립

2007. 08       Oracle 총판 (Local DMP) 선정

2009. 02       업무연속솔루션 ‘Ark'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용    

                       S/W 선정

2009. 03       'Ark 3.0' 특허 획득

2010. 12       스마트캠퍼스 솔루션 ’e☆Smart‘ 프로그램 

                       제품 출시

2014. 08      사전장애탐지 시스템 'THERAWARE' 특허  

                      획득

2014. 12       ‘광고홍보 및 장학금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특허 획득

2015. 02       THERAWARE(테라웨어) 상표권 등록

2015. 04        기업형SNS 'M-Think 1.0‘ 런칭

2015. 12        스마트헬스케어 ‘M-Care’ 런칭

2016. 03        ‘스마트헬스케어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획득

2016. 03         기업자산관리시스템 ‘Easy M' 런칭

2016. 04         기업형 SNS 'M-Think 2.0' 런칭

2017. 04         K-ICT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2018. 10         Ark CDC 런칭

2018. 12         Ark v6.0 조달청 등록

2019. 08         아크데이타 물적 분할

2004. 10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성 우수평가 벤처인증

2007. 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INNO-BIZ) 획득

2007. 12      BCS솔루션 (ARK v3.0) GS인증

2008. 12      벤처기업특별상 대구지방노동청장 수상

2012. 12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대구시장상 수상

2015. 06      BCS솔루션 (Ark v6.0) GS인증

2016. 11      대구광역시 IT.SW 산업발전 유공자포상 대구

                      광역시장 수상

2016. 12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수상

2017. 04      M-care v1.5 GS인증 및 일반 SW부문 미래

                      창조과학부장관 수상

2018. 11      국무총리 이낙연 표창장(SW산업발전유공) 

                      수상

2018. 12      국회의원 김부겸 표창장(IT.SW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수상

데이타뱅크시스템즈는 고객에게 

최상의 전산환경 구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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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입) 성적증명서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입) 성적증명서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입) 성적증명서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모집부문  DB엔지니어(대구/서울))

직무내용  DB기술지원

자격요건 경력무관

학력/전공 대졸(2~3년)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 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3개월

제출서류 

모집부문  MW엔지니어(대구)

직무내용  MW기술지원

자격요건 경력무관

학력/전공 대졸(2~3년)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 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3개월

제출서류 

모집부문  IOS 개발(서울)

직무내용  IOS 앱 개발 및 앱스토어 배포 관리

자격요건 신입 및 경력1~4년

학력/전공 대졸(2~3년)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 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3개월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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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를 통한 행복을 공유하는 글로벌 온라인 게임 개발 회사

㈜라온엔터테인먼트
자신만의 색이 있는 전문개발사로서 단순한 최고의 게임이 

아닌 항상 게이머들과 공감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 

게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디자이너 / 프로그래머 / 게임기획자 

직무내용         채용 홈페이지 참고

자격요건         연령제한 없음 / 학력무관

학력/전공        무관

복리후생         인센티브, 장기근속 포상, 기숙사운영, 단체보험, 사내 동호회지원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필요에 따른 과제 제출 → 합격자 발표

    취업정보

모집인원        상시채용

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검토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매출액 113억 3,956만원

종업원수 100명

홈페이지 www.rhaon.co.kr

인사담당      -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테일즈 런너, 고스트워 : 캐주얼 배틀 아레나

테일즈런너 RPG 프로젝트

대표자  박재숙 

업종  소프트웨어개발 

소재지 대구시 남구 명덕로 104 전문관 509호 

생산품목 PC게임, 모바일게임 

이노비즈 벤처기업 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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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5        ㈜라온엔터테인먼트 법인 설립

2005. 08        [테일즈런너] 국내 서비스 실시

2013. 09        [인투더좀비] 모바일게임 글로벌 출시

2014. 07        [전설의도둑왕] 모바일게임 국내 출시

2014. 11        [슈팅 파이터] 모바일 게임 출시

2017. 08        테일즈런너 R(모바일게임) 출시

2019.12         신비아파트 고스트 시그널 (모바일게임) 출시 

2020. 07        고스트워 : 캐주얼 배틀 아레나(모바일게임) 출시

2004. 08        중소기업청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선정 

2008. 06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선정

2009. 06        법무부장관 표창패 수상 

2009. 12        무역의 날 [1백만불 수출탑] 수상

2010. 11        지식경제부장관 [지식전략육성사업]

                    표창장 수상 

2011. 06        대구광역시 [우수스타기업] 선정

2012. 09        사회복지 기여 부분 대통령표창장  

                     수여 

2015. 12        대구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2016. 08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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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통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섬유 산업 회사

㈜보광아이엔티
보광아이앤티는 섬유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제품컨설팅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경영지원부 

직무내용  회계, 경리 및 사무보조

자격요건 대졸 이상

학력/전공 무관

복리후생 퇴직금, 중식제공, 자유복장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취업정보

모집인원 0 명

연봉 협의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2003. 04       최초자본금 5,000만원 ㈜보광직물 설립

2003. 11       자본금 15,000만원 증자

2003. 11       서구 중리동1064 사업장 이전

2003. 12       자본금 15,000만원 증자

2007. 12       ISO 9001, 14001 인증 획득

2008. 11       상표, 서비스표 등록

2009. 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화섬직물, 면직물, 의류 

대표자  차순자 

업종  제조업, 도매

소재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0길 24

생산품목 화섬직물, 면직물, 의류 

가족친화인증기업 일학습병행기업 고령자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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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30억

종업원수 80명

홈페이지 www.bogwangint.com

인사담당       053-551-9901 

       053-563-3964

2007. 12       ISO 9001, 14001 인증 획득

2008. 05       미래경영대상 수상

2009. 05       중소기업청장 표창

2009. 06       품질보증우수업체 선정

2009. 07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010. 05       석탄산업훈장 수상

2010. 07       싱글PPM 품질인증 획득

2011. 0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선정

2011. 07       스타기업지정

2011. 07       GMP 인증

2012. 07       부품, 소재 전문기업확인서 인증

2012. 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013. 08       벤처기업 인증

2013. 10       대구중소기업대상 (우수상)

2013. 10       글로벌 소재 부품산업대전 (산업

                      통산부장관상)

2013. 12       Oeko-Tex Standard 100

2014. 09       대통령 표창 (기술혁신 기업분야)

2014. 10       성과우수 스타기업 선정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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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임직원의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하는 기업

㈜보국전자
온열침구 중 전기요 분야 업계 1위 보국전자는 핵심기술인 

발열과 에어셀 기술을  IT기술과 융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으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연월차휴가, 중식제공. 경조금, 명절선물 등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실무자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취업정보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1부, 채용전검진결과표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온열침구,환경가전, 헬스케어, 주방가전

대표자  이완수 

업종  제조업

소재지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57(대천동)

생산품목 가정용 온열침구, 생활환경가전 

이노비즈 스타기업선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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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15억원(2020년매출)

종업원수 62명

홈페이지 www.bokuk.com

인사담당       053-580-0613 

       058-582-7001

특허

2008. 04      전열 침구의 화재 방지방법 및 방지 장치 / 특허 제10-0823055호

2009. 04      감온성 절연수지를 이용한 온도제어장치 / 특허 제10-0893553호

2011. 09      안전장치가 부가된 전열기구의 온도제어장치 / 특허 제10-1065482호)

2015. 07      볼 진동센서를 이용한 온도조절 장치 및 방법 (인체감지) / 특허 제10-1492466호 (공동특허)

2019. 07      보온성을 구비하는 전기요 (에어셀) / 특허 제10-2007081호

인증 

2019. 03      KS ISO 9001:2015 / ISO 9001:2015 (품질), KS ISO 14001:2015 / ISO 9001:2015 (환경) 

2019. 08      영국 알러지협회 BAF 인증서

2019. 09      LOHAS  인증서 "전기요", "전기매트"

2019. 09      전자기장환경인증서(EMF) "전기요, "전기온수매트", "전기매트

2020. 03      품질인증(Q-Mark) 지정서

1999. 03      ㈜보국전자 설립

2002. 0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08. 12      대구광역시 3030기업지정

2009. 01      보국전자 CI변경 

2010. 07      대구스타기업선정

2013. 10      중소기업 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10      대구월드스타기업 선정

2015. 10      이노비즈기업선정, 지식재산경영인증

2017. 03      디자인혁신기업 100선정, 글로벌IP   

                    스타기업선정기술혁신형

2019. 12      제품안전의날 안전공로 기여(산업

                    통상자원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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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설립  Establish SK Bio science as 

             a private business

2008     (주)비에스케이바이오  법인전환 BSKbio was converted to 

             Corporation

2009     Roche  , Tecan  , Leica  ...Etc 다국적 기업과 제품 공급 계약 체결   

             Contract distribution agreement

2010     바이오벤처기업 인증, 스타기업인증

2011     기업전담연구소  ( 유전자 장. 단편 합성 및 개발 )

2015     본사 사옥 이전  ( 1층 물류창고 , 8층 기업부설연구소 )

2016     기업부설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세계인명

             사전 대표이사 등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도전정신의 바이오 벤처기업

㈜비에스케이바이오
항상 도전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며 국내 생명과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모집부문  기술영업부

직무내용  기술영업

자격요건 대졸

학력/전공 생명공학, 생물학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취업정보

모집인원 1명

연봉 면접후 능력차등급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연혁

  주요 상품

실험용진단시약

대표자  방석권 

업종  연구기자재,실험용진단시약

소재지 대구 동구 동내로 76, 803호

생산품목 실험용진단시약

바이오벤처대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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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0억

종업원수 12명

홈페이지 www.bsk-bio.co.kr

인사담당       053-960-0077 

       0504-841-3746

(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필요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공휴일휴무, 여름휴가, 퇴직금, 4대보험, 교육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2010     바이오벤처기업 인증, 스타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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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브레이크 시스템 회사

상신브레이크㈜
브레이크 마찰재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는  

상신브레이크, 품질 최우선을 경영이념으로

글로벌 경영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승용 브레이크 패드, 상용 브레이크 앗세이

대표자  김효일, 박세종

업종  제조업

소재지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90

생산품목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슈 등

대구청년고용친화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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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490억 4,164만

종업원수 624명

홈페이지 www.sangsin.com

인사담당       053-610-8312 

       053-614-1708

1990. 1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부품 대상 수상

1993. 11       HMC 1등급 공장인증

2011. 06       World Class 300기업 선정

2014. 03       현대자동차 SQ인증 마크 획득

2015. 01       디지털조선 주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 수상

2015. 12       1억불 수출탑 수상

2017. 12       청년친화 강소기업선정(임금,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

2019. 07       대구청년고용친화기업선정

2019. 09        2019 공학교육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1975. 03       상신화학공업사 설립

1980. 03       상신브레이크공업(주) 상호변경

1987. 01       HI-Q, 하이-큐 상표등록

2002. 03       상신브레이크(주)로 상호변경

2002. 12       해외 현지법인 설립(중국 우시)

2003. 12       하드론(레이싱 스포츠전용패드) 출시

2010. 02       해외법인 설립(인도)

2010. 10       해외 현지판매법인 설립(미국)

 

2011. 05       중동지사 설립(두바이)

2013. 06       해외 현지법인 설립(중국 쓰촨)

2016. 11       해외 현지법인 설립(멕시코)

2017. 12       ISO22301 획득

2018. 09       해외 현지법인 설립(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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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치과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 도약하는 기업

주식회사 써지덴트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으로 전 세계의 치과

업계의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품질관리부 / 제조부

직무내용  

자격요건 경력: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사원)

학력/전공 고졸 이상 / 전공자 우대, 관련직무 유경험자 우대

복리후생 건강검진, 휴게시설 완비(여성휴게실 有), 건강단련실, 부서회식비지원, 경조사지원

전형방법 서류접수 → 면접 → 최종합격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0천만원~

고용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기구, 임플란트 상부구조물

대표자  허덕수

업종  제조업

소재지 대구 동구 혁신대로 423-7 (대림동)

생산품목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기구, 임플란트 상부구조물

벤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IP 스타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이노비즈

12

 T

 F

매출액 4,500(백만원)

종업원수 36명

홈페이지 www.surgident.co,kr

인사담당       070-4278-4289 

       053-965-2877

2018. 12       '백만불 수출탑' 수상

2018. 12       HMC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무역 진흥 이바지)

2019. 05       의료기기의 날 '식약처장상' 수상

2019. 05       중소기업인대회 모범중소기업인 '대통령 표창' 수상

2019. 10       대한상공회의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지정

2019. 11       대구시 강소기업 육성 'Pre-스타기업' 지정

2020. 04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수상

2020. 07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

2020. 12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대구중기청 '우수벤처기업상'

2014. 01       주식회사 써지덴트 법인 설립(경기도 성남시)

2015. 12       기업부설연구소 최조 인정

2016. 01        KGMP 3등급 적합 인정 / ISO 13485 

시스템 인증 / CFDA CLASS 1 인증2016.08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6. 12        CFDA의료기기 2등급 인증 획득2017.06 

유럽 CE 인증 획득

2018. 11       본사 및 연구소 대구 이전

                       제조시설 설치 승인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2018. 12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2019. 0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2020. 05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2020. 06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

2020. 12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품질관리책임자, 담당자/조립, 포장, 레이저마킹, 

표면처리, 외관검사, 클린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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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기업

㈜아스트로젠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혁신적 

진보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바이오그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모집부문  연구개발

직무내용  연구 및 임상 개발

자격요건 해당직무 전공자

학력/전공 학력무관

복리후생 단체상해보험, 가족사랑의 날, 사내 카페테리아, 복장자율화, 자기계발비지원, 스낵바 등

전형방법 서류전형 → 1차 면접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

고용형태 정규직(3개월 수습)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대표자  황수경

업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440

생산품목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13

매출액 53백만원

종업원수 35명

홈페이지 www.astrogen.co.kr

인사담당       053-254-8850

                           053-254-8851

2019 기술보증기금 A+ Members 및 프런티어벤처기업 선정

2020 대구스타벤처육성사업 선정

2020 아기유니콘200 선정

2020 금융위 혁신기업 국가대표 선정

2020 대구스타트업어워즈 대상 수상

2021 대구 Pre-스타기업 선정

2017. 07     주식회사 아스트로젠 법인 설립

2017. 08     벤처기업인증

2017. 10     제 2사무소 및 물류창고 개소

2018. 01     기업부설연구소 승인

2018. 08     19억원 유상증자(SEED)

2019. 02     특허등록 2건 및 PCT(특허국제출원) 1건

2019. 03     서울사무소 개소

2019. 11     시리즈A 투자유치(50억원)

2019. 11     프런티어벤처기업 및 기술보증기금 

                   A+Members 선정

2020. 01     PCT(특허국제출원) 1건

2020. 03     특허등록 1건

2020. 03     AST-001 임상 1상 IND 승인

2020. 06     아스트로젠 신사옥 입주

2020. 06     중기부 아기유니콘 선정

2020. 07     AST-001 임상 2상 IND 승인

2020. 11     금융위 국가대표 혁신기업 선정

2020. 12     시리즈B 투자유치(130억원)

2020. 12     대구스타트업어워즈 ‘대상’ 수상

2020. 12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상 수상

2020. 11     국가대표 혁신기업 선정

아기유니콘 국가대표 혁신기업

13

pre-스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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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혁신적인 IT 서비스

주식회사 아크데이타

대표자  장윤철, 고광연

업종  서비스 및 제조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전문관 402호

생산품목 패키지소프트웨어

14

 T

 F

매출액 6억원

종업원수 25명

홈페이지 www.iarkdata.com

인사담당       070-8277-5914 

       053-746-5815

모집부문  프론트엔드(대구)

직무내용  관리 및 모니터링 웹 어플 개발

자격요건 경력무관

학력/전공 대졸(2~3년)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온라인 및 코딩인터뷰 → 면접→ 최종합격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취업정보

모집인원 1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3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가능)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모집부문  C,C++,C#개발(대구)

직무내용  CDC솔루션 Agent 개발

자격요건 경력무관

학력/전공 대졸(2~3년)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온라인 및 코딩인터뷰 → 면접→ 최종합격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취업정보

모집인원 리눅스 2명, 윈도우 1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3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가능)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모집부문  IT기술영업(서울)

직무내용  IT기술영업

자격요건 경력 3~15년

학력/전공 대졸(2~3년)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취업정보

모집인원 1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3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가능)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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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엔지니어 및 개발자(서울)

직무내용  Arkdata 솔루션 기술지원 및 개발

자격요건 2년이상, 개발자(경력) 2년~4년

학력/전공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모집인원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3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가능)

제출서류 

2019.08        데이타뱅크시스템즈로부터로 물적분할 설립

2019.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선정

2019.12        엔젤투자유치(상환전환우선주 30억원)

2020.04        KB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상환전환우선주 5억원) 

2020.0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가입

2020.10        기업부설연구소(서울) 설립

2020.12        Ark for CDC v1.1 조달청 등록

2021.04        Ark v6.0 조달청 등록

세계 3번째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복제 엔진개발 

능력을 갖춘, 기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규모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Ark for Oracle, Ark for FR, Ark for CDC

[Ark for CDC] GS인증(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1등급

벤처기업

14

(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입) 성적증명서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입) 성적증명서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회사명 검색 후 지원)

엔지니어(신입) : 4명 / 엔지니어(경력) : 2명,

개발자(경력) : 4명

모집부문  경영관리부 회계/인사(서울)

직무내용  경영관리

자격요건 신입 및 경력 3년이하

학력/전공 대졸(2~3년)

복리후생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 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3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가능)

제출서류 

건강검진, 지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수당, 4대보험,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비

지원, 회의실, 노트북,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차량유류비지급, 주차비지원, 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의날 휴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대졸(2~3년)

엔지니어(신입) : 전산 및 수학 관련 전공자(IT교육기관 포함)

    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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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솔루션구축 및 컨설팅

오픈정보기술㈜
오픈정보기술은 소프트웨어·솔루션·ASP 업종의

IT보안 솔루션구축 및 컨설팅 사업을 하는

우수중소기업 인증 기업 입니다. 

모집부문   기술지원 엔지니어 신입, 경력모집

직무내용   

       

학력/전공       대졸이상 / 컴퓨터공학 관련학과

전형방법  

    취업정보

모집인원 2명

고용형태 정규직

연봉 

     

   연혁

  주요 상품

통합보안,정보보호, 미들웨어,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 컨설팅

대표자  김정기

업종  정보통신업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14길 99

생산품목 보안솔루션, 미들웨어, 유지보수

15

 T

 F

매출액 5,500백만원

종업원수 21명

홈페이지 www.opit.co.kr

인사담당       053-752-0234    

       053-752-0352

메인비즈 ISO9001인증 기업부설연구소

4대보험, 퇴직연금, 상해보험가입, 장기근속 및 가족수당지원, 주

말·휴일특근수당지원, 전직원 차량지원(출퇴근가능), 유류비지원, 

건강검진, 생일선물, 경조사지원, 명절  선물, 휴대폰 요금지원(월7

만원), 노트북지원, 사옥내 체력단련실(헬스장 준하는장비)이용

복리후생

자격요건 제출서류

서류전형 → 면접 → 임원면접

WEB, WAS, DBMS 설치 및 기술지원 유경험자 / 개발업무 유경험자 / 보안

제품군, 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지원 유경험자 / 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국가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신입 : 연봉 3,000만원 (퇴직금, 인센티브별도), 

수습기간 3개월 / 경력연봉 : 별도협의(희망  

연봉기재)

WEB, WAS, DBMS 기술지원(1명)                  

상용 WEB, WAS, DBMS / 오픈소스 WEB, 

WAS, DBMS / 필요시 단기 상주 업무

보안제품군 기술지원(1명)          

방화벽, IPS,UTM등 네트워크 보안

제품 / 무선보안(WIPS) 기술지원

1996. 12      오픈정보기술주식회사 설립

1997. 03      경산대학교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사업 협력체결   

                     (E-mail, 결제 프로토콜 개발 및 기술보유)

1997. 08      ㈜안철수연구소  보안 솔루션 협력체결(대구, 경북지역 총판)

2000. 07      ㈜윈스테크넷  네트워크보안시스템 협력체결

                     (대구, 경북지역 총판)

2002. 02      ㈜퓨쳐시스템  네트워크보안시스템 협력체결

                     (대구, 경북지역 총판)

2002. 04      ㈜정보보안 설립(자회사)

2003. 03      ㈜스콥정보통신  IP관리시스템 협력체결(대구, 경북 지역 총판)

2003. 03      ㈜티에스온넷 서버보안  협력체결(대구, 경북지역 총판)

2003. 05      ㈜모비젠 스팸메일  방지시스템 협력체결(대구, 경북지역 총판)

2004. 04      ㈜소프트런 패치관리시스템  협력체결(대구, 경북지역 총판)

2005. 01      ㈜티맥스소프트  협력체결(대구, 경북지역 총판)

2007. 03      시트릭스시스템즈  CSA(Citrix Solution Advisor)

2011. 03      ㈜파수닷컴 DRM  문서보안 파트너 협력체결(대구.경북지역)

2011. 03      ㈜클립소프트  REXPERT 협력체결(대구.경북지역 총판)

2011. 10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제530189호)

2013. 04      라온시큐어㈜  협력체결(대구.경북지역 총판)

2013. 12     ㈜시큐에버 리버스월  협력체결(대구.경북지역 총판)

2014. 05     ㈜원더풀소프트  모바일솔루션 협력체결(대구, 경북지역 총판)

2015. 01     ㈜모니터랩  협력체결(대구.경북지역 총판)

2015. 01     대구지방조달청장 표창(정보산업발전공로)

2015. 05      ㈜위즈디엔에스코리아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판매

                      파트너(WEP) 계약

2016. 06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2016. 07       ITSISO9001:2008/KSQISO9001:2009인증 

2016. 07       ㈜소만사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협력체결(대구, 

                       경북지역)

2016. 11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설립

2018. 03        에스큐브아이소프트㈜ 솔루션 대구/경북  총판계약

2018. 05        쿠도커뮤니케이션㈜ 협력체결

2018. 07         ㈜파이오링크 솔루션(시큐레이어)  협력체결

2019. 05         ㈜엘씨피 Azul Systems솔루션  파트너쉽 계약체결

2020. 05         오픈정보기술㈜ 본사 사옥이전

2020. 07         SK인포섹㈜ 세이퍼존/ Eagleye  대구.경북 

                        파트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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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을 선도하는 업계의 리더

㈜우경정보기술

모집부문  R&D 과제 기획인원

직무내용  R&D 과제 기획, 제안, 관리 

자격요건 

학력/전공 무관

복리후생 경조사 지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교육비지원, 경조휴가, 퇴직연금, 장기근속자 포상 명절선물, 생일/결혼기념일 선물 지급

전형방법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모집부문  실용화파트 인력 채용

직무내용  R&D 또는 용역사업 수행 및 관리 실무, 기획(안) 및 제안서 작성 

자격요건 경력무관, R&D 또는 용역사업 수행 및 관리 실무가 가능한자

학력/전공 무관

복리후생 경조사 지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교육비지원, 경조휴가, 퇴직연금, 장기근속자 포상, 명절선물, 생일/결혼기념일 선물 지급

전형방법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모집부문  Cloud 기술지원파트

직무내용  Kubernetes,Python,Open Stack,Ceph 

자격요건 신입 및 경력 1년 이상

학력/전공 컴퓨터/시스템공학, 공학계열, 전기/전자공학

복리후생 조사 지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교육비지원, 경조휴가, 퇴직연금, 장기근속자 포상, 명절선물, 생일/결혼기념일 선물 지급

전형방법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취업정보

    취업정보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면접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모집인원 1명

연봉 면접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모집인원 3명

연봉 면접 후 결정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대표자  박윤하

업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공급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1길 24-5

생산품목 SECUWATCHER for CCTV 영상반출/영상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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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40억

종업원수 97명

홈페이지 www.wkit.co.kr

인사담당       010-6361-4264 

       053-794-3042

해당 직무관련 근무 경험, 석사우대, 글쓰는 소질 있으신분 우대, 마케팅 및 시장

분석 관련 자격증 소지 우대, 한글 및 파워포인트 숙달자 우대, 장애인 우대

2021 대학 리크루트 투어｜21



 우경정보기술은 ICT 산업의 융합 보안으로 차별화된 인재 

양성과 R&D 투자를 통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정보보안을 선도하는 업계의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혁

  주요 상품

SECUWATCHER for CCTV 영상반출/영상암호화, SECUWATCHER for CAMS, SECUWATCHER for HI-VS, PCMS-100, 

SECUWATCHER for Safety, AIO NVR, MOSAICER

2008.12      ㈜우경정보기술 설립

2011.02      벤처기업 인증

2011.05      토큰기반 DRM 기술 개발

2011.12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2.01      ISO(품질경영시스템)9001:2008 인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2012.05      친밀도 기반 영상감시 시스템 개발, CheckPoint 파트너 등록 

2013.01      (주)엑스게이트 총판 계약,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프리미어

                    파트너 등록

2013.04      (주)우경정보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AVAYA 파트너 등록

2014.03      시큐아이 총판 계약

2014.04      가역스테가노그래피, PUF 초경량 암호 영상 보안 시스템 개발

2015.01      블랙박스 영상 위변조 방지 시스템 개발

2015.11      차량용 블랙박스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개발

2017.05      HPE DP9 파트너 등록

2018.0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등록 ‘SecuWatcher for CCTV        

                    Enterprise System ver 2.0’

2018.05      2018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

                    (SW개발)

2018.06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주전산기 유지보수)

2018.11      2018년도 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정보처리)

2018.12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19.03      MK TECH와 말레이시아 사업관련 MOU 체결

2019.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고성장클럽200(예비

                   고성장기업) 선정

2019.05      2019년도 대구광역시 Pre-스타기업 지정

2019.05      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5.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6. 07      2016년도 대구광역시 Pre-스타기업 지정

2016. 07      영상정보보안 솔루션 ‘SecuWatcher for CCTV’ 출시

2016. 12      GS 1등급 인증 획득 ‘SecuWatcher for CCTV 영상보안 ver 1.0’

2017. 05      2017년도 대구광역시 Pre-스타기업 지정

2017. 06      2017년도 대구광역시 수출유망기업 지정

2017. 08      GS 1등급 인증 획득 ‘SecuWatcher for CCTV 영상반출 ver 1.5’

2017. 08      KTL마크 인증 획득 ‘SecuWatcher for CCTV 영상반출 ver 1.5’

2017. 0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2017.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018. 01      ISO(품질경영시스템)9001:2015 인증

2018. 04      GS 1등급 인증 획득 ‘SecuWatcher for CCTV Enterprise System   

                      ver 2.0’

2018. 05      2018년도 대구광역시 Pre-스타기업 지정

2018. 07      2018년도 대구광역시 수출유망기업 지정

2019. 01      2019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임금/일생활 

                      균형/고용안정 우수)

2019. 1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대상(우수상) 표창

2019.06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저작권기술개발사업

                    관련 MOU 체결

2019.07      중소벤처기업부 대구 지역스타기업 지정

2019.08      2019년도 대구광역시 SW융합 리딩기업 지정

2019.12      MK TECH와 ‘USD 500,000 SALES DEPOSIT’ 계약

2020.01      파키스탄 Crystallite사와 기술파트너십 체결

2020.05      2020년도 대구광역시 Pre-스타기업 지정

2020.0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등록 ‘시큐워처 for CCTV 

                    영상보안 ver 1.0’

2020.07      신축사옥 준공 및 본사 이전(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1길 24-5)

2020.09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등록 ‘SecuWatcher 

                     for CAMS Ver 1.0’

2020.1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등록 ‘SecuWatcher 

                     for HiVS v1.0’

2020.12      안동지사 설립(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

                     단지길88, 201호)

202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고성장클럽200

                    (고성장기업) 선정

2021.02      클라우드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KI-Cloud

                     기술 이전(KISTI)

2021.03       2021년도 대구광역시 SW융합 리딩기업 지정

2021.05     2021년도 대구광역시 Pre-스타기업 지정

2021.09      2021년도 스타기업 100 지정

2019. 12      GS 1등급 인증 획득 ‘SecuWatcher for CAMS Ver 1.0’

2020. 03      GS 1등급 인증 획득 ‘SecuWatcher for HiVS v1.0’

2020. 06      대구광역시교육감 표창

2020. 11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2020. 12      대구테크노파크원장 표창

2020. 12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2021. 01      2021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임금/        

                      일생활균형 우수)

2021. 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일반SW     

                      부문 수상

2021. 03      ‘제48회 상공의 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 수여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SW융합리딩기업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pre-스타기업 스타기업선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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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인피니트헬스케어 설립

2003       대만법인 설립

2004       일본법인, 중국법인 설립

2005       미국법인 설립

2009       유럽법인, 동남아법임 설립

2010       영국법인 설립

2010       KOSDAQ 상장

2011       중동법인, 브라질법인 설립

2014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글로벌 헬스케어 IT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의료영상 및 정보 솔루션을

개발하여 전 세계 헬스케어 IT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소프트웨어 시스템 엔지니어 (신입/경력)

직무내용   

자격요건 

학력/전공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Refresh 휴가, 차량유류보조금, 건강검진, 유연근무제 등 

전형방법         서류전형 → 1차면접(실무면접) → 2차면접(임원면접) → 최종합격 

    취업정보

모집인원 0명

연봉 경력에 따라 산정

고용형태 정규직 (3개월 수습)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INFINITT PACS

INFINITT Smart Endo (AI 알고리즘 통한 대장암, 용종 검출)

INFINITT Digital Pathology Solution (디지털 병리) 등

대표자  홍기태, 김동욱

업종  SW개발 (의료SW)

소재지 

생산품목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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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약 700억 원

종업원수 총 300여 명

홈페이지 www.infinitt.com

인사담당       02-2194-1675 

       02-6969-5455

2016       서울시 일자리 우수 강소기업 선정

2018       KLAS Award Community 병원 부문 1위, Ambulatory 병원 부문 1위

2018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2018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2019       Best in KLAS Award Imaging Centers/Ambulatory&Community 부문 1위 수상

2020       Frost&Sullivan Asia Pacific Enterprise Imaging Informatics Company of the Year 수상

2020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2020       중기경영대상 대상

가족친화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우수 강소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본사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12층 /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6

의료기관 내 제품 및 인프라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제품

교육 등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방사선학과 등)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방사선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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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1991. 05       진양산업 설립

2000. 10       (주) 진양오일씰 법인 전환

2010. 10       대구시 우수 스타기업 선정

2014. 06       정부지원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2015. 12       3천만불 수출탑 달성

2016. 05       베트남 현지 생산기지 설립

2016. 09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인증

2016. 11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2017. 07       고용친화대표기업 인증

2018. 11       중국 현지 생산기지 설립

2019. 12       년 매출 1,000억 달성 (해외법인 포함)

환경친화 기술과 무결점 품질

㈜진양오일씰
Sealing분야의 선두기업이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변화하는 시장요구와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취업정보

   연혁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주요 상품

자동차,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에 오일, 물, 이물질 등을 방지하는 

고무제품 생산

대표자  이명수

업종  제조업

소재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7길 17-24

생산품목 자동차, 가전제품 오일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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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908억

종업원수 232명

홈페이지 www.jy-oilseal.com

인사담당       053-580-9874 

       053-582-9834

2005. 12       ISO/TS16949, ISO14001, 현대-기아 SQ 인증

2006. 05       삼성전자 ERP/POP 활용도 최우수업체 선정

2011. 12       현대-기아 고분자 “최우수 모범 공급업체” 선정

2019. 03       삼성전자 협성회 등록

스타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고용친화 대표기업

서류면접, 인적성 전형 → 대면면접      

(1차, 2차) → 최종합격

0명

회사내규

정규직, 계약직 등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아침 및 삼시세끼 제공/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매년 리프레시 휴가 

최대 3일 지원/ 자녀 만4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자녀입학 축하 지원/ 

각종 기념일 선물 지원

영업부문 : CA개발팀(중국어권 고객관리)                영업부문 : 경력 2년 이상, 중국어 가능자

영업부문 : 고객사 수발주 업무 (중국어

권)/고객사 신규개발/신규 프로젝트 관

리 (중국권)/영업관리/고객사 대응

제조부문 : 일반 제조기술 업무/제조기

술 개선안 수립 및 개선목표제시/제조 

현장 표준화/기술 표준화 자료 관리/제

조 법인 별 기술 

연구부문 : 고무소재개발 및 개

선/고무재료 SPEC 이해 및 해석/

물성 평가 및 결과 해석/고무소재

분석 및 결과 해석

제조부문 : 생산관리/제조기술                제조부문 : 경력 2년 ~ 6년(팀원급)                

연구부문 : 연구기획/재료개발 연구부문 : 화학/화학공학/고분자공학 전공자 (경력 : 신입사원 입사함)

복리후생

직무내용 모집인원

연봉

고용형태

제출서류

자격요건

학력/전공 대졸이상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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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0명

연봉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모집부문  CNC선반의 조립 및 부품가공

직무내용   

자격요건 -

학력/전공 고졸이상

복리후생         4대보험, 명절설물, 생일선물, 연차휴가, 경조휴가,교통비지급, 중식지급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CNC선반의 조립 공정 일부를 담당하여, 기계조립 / 

CNC선반부품을 가공

2300만원 이상(성과금 별도 지급, 교통비 별도 

지급, 일본어 수당지급)

2011. 12     회사설립

2012. 10     공장 준공

2013. 06     CNC선반 AS200 1호기 수출

2015. 01     CNC선반 AS200L 1호기 수출

2021. 04     CNC선반 AS200/AS200L 합계 1,000대 생산

2021. 09     CNC선반 신기종 SC100X2 생산 시작

시대의 첨단에 서며 감성풍부한 창조성 

케이엔티 주식회사
외투기업 1호 기업으로 일본 나카무라토메정밀

공업(주)가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며 CNC선반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

   연혁

  주요 상품

CNC정밀선반(AS-200, AS-200L, SC100X2)

대표자  나카무라 쇼고

업종  제조업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대로6길33

생산품목 CNC선반

19

 T

 F

매출액 164억

종업원수 30명

홈페이지 www.nakamura-tome.co.jp

인사담당       053-611-4801 

       053-61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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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수상실적 및 기술인증

모집인원 0명

연봉 2800만원 (경력직 별도 협의)

고용형태 정규직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실무면접 → 최종합격

모집부문  

직무내용   

자격요건 경력 : 경력직(신입도 지원 가능)

학력/전공 대졸(전문대졸), 졸업예정자 가능

복리후생         

소프트웨어 개발 / 각종 연구과제 기획 등 

경영지원 업무

건강검진, 단체 상해보험, 여름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휴양시설    

제공, 창립일행사, 우수사원시상식, 퇴직연금,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포상, 직책수당, 4대 보험, 생일선물, 결혼기념일선물 등

연구부(기업부설연구소)          

경영지원(기획/마케팅/관리 등)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KAS의 비전

㈜한국알파시스템
한국알파시스템은 영상보안시스템 전문기업이며 기술

융합의 정보화 사회 속에서 창조성과 신뢰받는 기술로

정보통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도전합니다.

    취업정보

   연혁

대표자  김재용, 권영희

업종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22

생산품목 CCTV 영상감시장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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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6,662백만원

종업원수 30명

홈페이지 www.kasnet.co.kr

인사담당       053-953-0080 

       053-953-0585

1998. 03      한국알파시스템 설립

2001. 05      ㈜한국알파시스템 법인전환

2003. 0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2006. 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7. 08      이노비즈(기술혁신) 인증

2007. 08      벤처기업 인증

2007. 10      메인비즈(경영혁신) 인증

2017. 06      조달우수제품 지정(이미지 변환 기술을

                     적용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2008. 02      중소기업중앙회 표창장

2008. 08      특허(차량속도 측정시스템 및 차량속도 측정방법)

2008. 10      특허(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및 차량번호 인식방법)

2008. 10      특허(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및 차량번호 인식방법)

2009. 12      벤처기업특별상(대구지방조달청)

2010. 03      GS인증(차량번호인식 기반의 지능형 CCTV

                       시스템 v1.2)

2010. 05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2010. 06      성능인증(차량번호인식 기반의 지능형 CCTV

                       시스템)

2012. 06      특허(사각지대에서 검출된 차량번호판을 인식

                       하기 위한 이미지변환법)

2012. 08      특허(다중 객체 인식장치 및 방법)

2014. 02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인공지능 사고예방 시스템,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방범용 CCTV 시스템, 스마트 장애인(전기차) 

주차면 관리시스템

2019. 08      대구시 SW융합리딩기업 지정

2019. 11      대구시 Pre-스타기업 지정

2020. 04      신사옥이전(수성알파시티)

2020. 05      강소기업 선정

2021. 05      대구 지역스타기업 선정

2016. 01      특허(감시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

2016. 06      GS인증(아이뷰 v1.0)

2017. 04      성능인증(이미지 변환기술을 적용한 차량

                       번호인식시스템)

2017. 04      특허(영상밝기조절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8. 09      GS인증(차량정보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v1.0)

2020. 04      GS인증(어린이 보호구역 통합모니터링 

                       소프트웨어 v1.0)

2020. 08      특허(어린이 보호구역내 영상감지장치 및 

                       영상감지장치의 동작방법)

2020. 09      특허(다중 차량 추적 기술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단속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20. 12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pre-스타기업 조달우수제품지정 특허 근무혁신우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SW융합리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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