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상장여부 홈페이지 주소 근로자수(명) 주요사업분야 매출액(억원) 모집직종 학력 근무지 경력유무 신입연봉(만원) 경력연봉(만원)

램리서치코리아 상장 korea.lamresearch.com 750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설치 및 서비스 110,000(글로벌매출기준) Field Service Engineer, Field Process Engineer 대졸 경기, 충북 신입/경력 Market competitive

동우화인켐㈜ 비상장 www.dwchem.co.kr 2,873 반도체/LCD용 케미칼 광학소재, 터치센서 제조 21,608 생산직 고졸/초대졸 경기, 전북 신입 3,600~3,800

AP시스템 상장 www.apsystems.co.kr 550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10,000 기구설계 대졸 경기, 충남 신입 3,100 

㈜신성이엔지 상장 www.shinsungeng.com 574 공기조화장치, 태양광 10,000 생산직 고졸 경기 신입/경력 2,400 내규

㈜신성이엔지 상장 www.shinsungeng.com 574 공기조화장치, 태양광 10,000 품질검사원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2,400 내규

미원상사 상장 www.mwc.co.kr 1,315 생활화학원료, 전자재료 8,549 생산기술, 품질관리 대졸/석사/박사 경기,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신입/경력 3,500~4,000

미원상사 상장 www.mwc.co.kr 1,315 생활화학원료, 전자재료 8,549 연구개발 대졸/석사/박사 경기,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신입/경력 3,500~4,000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비상장 www.tel.com 1,200 반도체 제조용장비 제조 8,389 Field Engineer 대졸 경기, 충북 신입/경력 3,400 

㈜동진쎄미켐 상장 www.dongjin.com 1,110 디스플레이, 반도체공정소재 및 발포제 7,852 전자재료(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연구개발 석사 경기 신입 3,500 

㈜비에이치 상장 www.bhe.co.kr 1707 연성인쇄회로기판 제작 6,913 기계설계∙CAD∙CAM∙PCB∙회로설계 초대졸 인천 신입 3,045 

㈜드림텍 비상장 www.idreamtech.co.kr 352 전자부품 및 제품 6,794 S/W개발 부문 대졸 충남 신입 3,000 

㈜파워로직스 상장 powerlogics.co.kr 293 카메라모듈, 배터리보호회로 6,582 개발(Camera Module) 담당 대졸 충북 신입 3,000 

솔브레인㈜ 상장 www.soulbrain.co.kr 1,1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 6,447 경영지원 대졸/석사 경기, 충남 신입 3천만원 초중반

솔브레인㈜ 상장 www.soulbrain.co.kr 1,1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 6,447 생산 및 공정관리 대졸/석사 경기, 충남 신입 3천만원 초중반

솔브레인㈜ 상장 www.soulbrain.co.kr 1,1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 6,447 연구개발 대졸/석사 경기, 충남 신입 3천만원 초중반

원익아이피에스 상장 www.ips.co.kr 840 반도체 장비 제조 6,300 CS엔지니어 초대졸 경기, 충북 신입/경력 4,000 경력에 따라 차등

대덕전자㈜ 상장 www.daeduck.com 1,200 인쇄회로기판 5,121 PCB 공정기술, 연구개발 대졸 경기 신입 3,600 

와이솔 상장 www.wisol.co.kr 689 전자부품 4,461 Simulation Tool 사용 및 설계/평가 석사 경기 신입 4,100 

국제엘렉트릭코리아㈜ 비상장 www.kekorea.co.kr 265 반도체 제조장비 4,402 기술 엔지니어 초대졸 경기 신입 3,000 이상

프렉스에어코리아㈜ 상장 www.praxair.co.kr 300 공업용가스(산소,질소,알곤) 제조,도매 4,390 공정운전 고졸 경기, 충남, 경남, 전남, 신입/경력 고졸:3,000초반, 초대졸:3,000중반, 대졸:3,000후반 경력에 따라 협의

프렉스에어코리아㈜ 상장 www.praxair.co.kr 300 공업용가스(산소,질소,알곤) 제조,도매 4,390 프로세스엔지니어 대졸 경남, 전남 신입/경력 고졸:3,000초반, 초대졸:3,000중반, 대졸:3,000후반 경력에 따라 협의

프렉스에어코리아㈜ 상장 www.praxair.co.kr 300 공업용가스(산소,질소,알곤) 제조,도매 4,390 품질관리 대졸 경기 신입/경력 고졸:3,000초반, 초대졸:3,000중반, 대졸:3,000후반 경력에 따라 협의

프렉스에어코리아㈜ 상장 www.praxair.co.kr 300 공업용가스(산소,질소,알곤) 제조,도매 4,390 고객지원 초대졸 경기, 충남 신입/경력 고졸:3,000초반, 초대졸:3,000중반, 대졸:3,000후반 경력에 따라 협의

㈜이오테크닉스 상장 www.eotechnics.com 677 레이저 응용기기 4,041 기술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이오테크닉스 상장 www.eotechnics.com 677 레이저 응용기기 4,041 SW 개발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상장 www.enftech.com 410 프로세스, 파인케미컬 3,870 연구개발직 대졸/석사 울산 신입/경력 3,800(석사) 경력에 따라 협의

한국알박㈜ 비상장 www.ulvackorea.co.kr 438 반도체 장비 3,635 영업(디스플레이/반도체) 대졸 경기 신입 3,350 

한국알박㈜ 비상장 www.ulvackorea.co.kr 438 반도체 장비 3,635 디스플레이/반도체 구매 대졸 경기 신입 3,350 

한국알박㈜ 비상장 www.ulvackorea.co.kr 438 반도체 장비 3,635 디스플레이/반도체 설계 대졸 경기 신입 3,350 

한국알박㈜ 비상장 www.ulvackorea.co.kr 438 반도체 장비 3,635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 엔지니어 대졸 경기 신입 3,350 

㈜에이스테크놀로지 상장 www.acetech.co.kr 400 이동통신 제품 외 3,516 기지국안테나 대졸 인천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에이스테크놀로지 상장 www.acetech.co.kr 400 이동통신 제품 외 3,516 RF Filter 개발 대졸 인천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케이씨텍 상장 www.kctech.com 603 반도체 /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3,172 반도체 소재분야 연구개발 대졸 경기 신입/경력 3,500 회사내규

케이씨텍 상장 www.kctech.com 603 반도체 /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3,172 반도체 소재분야 해외고객 기술대응 대졸 경기 신입/경력 3,500 회사내규

㈜이녹스첨단소재 상장 www.innoxamc.com 610 FPCB, 반도체, 디스플레이 3,065 연구개발/기술 대졸 충남 신입/경력 3,900 회사내규

㈜이녹스첨단소재 상장 www.innoxamc.com 610 FPCB, 반도체, 디스플레이 3,065 생산기능직 고졸 충남 신입/경력 3,500 회사내규

로체시스템즈 상장 www.rorze.co.kr 239 반도체, 디스플레이 3,000 PLC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2,830 경력에 따라 협의

로체시스템즈 상장 www.rorze.co.kr 239 반도체, 디스플레이 3,000 전장설계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2,830 경력에 따라 협의

로체시스템즈 상장 www.rorze.co.kr 239 반도체, 디스플레이 3,000 기구설계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2,830 경력에 따라 협의

㈜디에이피 상장 www.dap.co.kr 1,100 인쇄회로기판 2,970 인쇄회로기판 제조직 고졸 경기 신입/경력 3,100 별도 협의

켐트로닉스 상장 www.chemtronics.co.kr 340 전자 및 화학 사업 2,927 연구개발(전자재료) 대졸 경기 신입 3,000만원 이상

히로세코리아㈜ 비상장 www.hirose.co.kr 615 커넥터 등 2,925 연구직 무관 경기 신입 3,520 

히로세코리아㈜ 비상장 www.hirose.co.kr 615 커넥터 등 2,925 영업직 무관 경기 신입 3,520 

히로세코리아㈜ 비상장 www.hirose.co.kr 615 커넥터 등 2,925 사무직 무관 경기 신입 3,520 

㈜에코프로비엠 비상장 www.ecoprobm.com 700 이차전지 소재 2,900 연구개발 대졸 충북, 경북 신입/경력 3,000~3,500 경력에 따라 협의

㈜에코프로비엠 비상장 www.ecoprobm.com 700 이차전지 소재 2,900 설비기술/공정기술/생산관리 대졸 충북, 경북 신입/경력 3,000~3,500 경력에 따라 협의

㈜에코프로비엠 비상장 www.ecoprobm.com 700 이차전지 소재 2,900 유틸리티 관리 대졸 충북, 경북 신입/경력 3,000~3,500 경력에 따라 협의

㈜에이치비테크놀러지 상장 www.hbtechnology.co.kr 346 LCD장비 및 부품제작 2,852 선행개발팀 영상처리 대졸/석사 충남 신입/경력 3,000 3,500~4,000(경력에 따른 협의 가능)

㈜네패스 상장 www.nepes.co.kr 680 반도체 2,800 반도체 기술영업 대졸 충북 신입/경력 3,362 경력에 따라 상이(내규 적용, 협의가능)

㈜네패스 상장 www.nepes.co.kr 680 반도체 2,800 해외마케팅 대졸 충북 신입/경력 3,362 경력에 따라 상이(내규 적용, 협의가능)

㈜필옵틱스 상장 www.philoptics.com 436 레이저응용장비, 노광장비 2,797 자동화 장비 PLC제어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2,800 3,200(경력에 따라 협의)

㈜테스 상장 www.hites.co.kr 315 반도체 장비제조 2,758 CS 설비 대졸 경기, 충북 신입/경력 3,900 

피에스케이㈜ 상장 www.pskinc.com 320 반도체 장비제조 2,753 FSE 대졸 전국 신입 3,600 

피에스케이㈜ 상장 www.pskinc.com 320 반도체 장비제조 2,753 생산관리 대졸 경기 신입 3,600 

피에스케이㈜ 상장 www.pskinc.com 320 반도체 장비제조 2,753 품질관리 대졸 경기 신입 3,600 

케이에스엠 비상장 www.ksm.co.kr 850 메키니컬 씰, 보조장치 外, 용접형 메탈 벨로우즈, AIN Heater, DuPont Kalrez, 자성유체씰 2,600 설계 직무 무관 경기 신입 3,300 

케이에스엠 비상장 www.ksm.co.kr 850 메키니컬 씰, 보조장치 外, 용접형 메탈 벨로우즈, AIN Heater, DuPont Kalrez, 자성유체씰 2,600 생산기술 직무 무관 경기 신입 3,300 

케이에스엠 비상장 www.ksm.co.kr 850 메키니컬 씰, 보조장치 外, 용접형 메탈 벨로우즈, AIN Heater, DuPont Kalrez, 자성유체씰 2,600 해외영업 무관 경기 신입 3,300 

케이에스엠 비상장 www.ksm.co.kr 850 메키니컬 씰, 보조장치 外, 용접형 메탈 벨로우즈, AIN Heater, DuPont Kalrez, 자성유체씰 2,600 구매 무관 경기 신입 3,300 

케이에스엠 비상장 www.ksm.co.kr 850 메키니컬 씰, 보조장치 外, 용접형 메탈 벨로우즈, AIN Heater, DuPont Kalrez, 자성유체씰 2,600 생산관리 무관 경기 신입 3,300 

케이에스엠 비상장 www.ksm.co.kr 850 메키니컬 씰, 보조장치 外, 용접형 메탈 벨로우즈, AIN Heater, DuPont Kalrez, 자성유체씰 2,600 국내영업 무관 경기 신입 3,300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비상장 www.ehwadia.co.kr 812 다이아몬드 공구 2,572 해외영업 대졸 경기, 전국 신입 3,800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비상장 www.ehwadia.co.kr 812 다이아몬드 공구 2,572 생산기술 대졸 경기, 전국 신입 3,800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비상장 www.ehwadia.co.kr 812 다이아몬드 공구 2,572 연구개발 대졸 경기, 전국 신입 3,800 

부전전자㈜ 비상장 www.bujeon.com 320 음향기기 2,500 연구개발 대졸 경기 신입 3,300 

크린팩토메이션㈜ 비상장 cfinc.co.kr 720 자동화설비 및 주변기기제조 2,466 반도체 자동화설비 Maintenance 초대졸 경기 신입 2,400 

㈜아이씨디 상장 www.icd.co.kr 290 반도체 장비 2,400 품질관리, EC제조/품질 초대졸 경기 신입 3,300 협의

2018 삼성(전자계열)협력사 채용한마당 기업리스트     *2018.10.08기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이씨디 상장 www.icd.co.kr 290 반도체 장비 2,400 국내/해외영업(중국영업)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3,300 협의

㈜아이씨디 상장 www.icd.co.kr 290 반도체 장비 2,400 MCT 가공 초대졸 경기 신입 3,300 협의

㈜아이씨디 상장 www.icd.co.kr 290 반도체 장비 2,400 설계 초대졸 경기 신입 3,300 협의

㈜아이씨디 상장 www.icd.co.kr 290 반도체 장비 2,400 품질관리 초대졸 경기 신입 3,300 협의

㈜아이씨디 상장 www.icd.co.kr 290 반도체 장비 2,400 CS 엔지니어 초대졸 경기 신입 3,300 협의

씨유테크주식회사 비상장 www.cutech.co.kr 68 고밀도 실장제품 제조, 판매 2,259 제조기술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2,600 경력에 따라 협의

이루자 비상장 iruja.kr 210 반도체 Sputter 설비 제조 2,200 생산기술 초대졸 충남 신입/경력 3,500 경력에 따라 협의

이루자 비상장 iruja.kr 210 반도체 Sputter 설비 제조 2,200 기구설계 초대졸 충남 신입/경력 3,500 경력에 따라 협의

이루자 비상장 iruja.kr 210 반도체 Sputter 설비 제조 2,200 제어 초대졸 충남 신입/경력 3,500 경력에 따라 협의

㈜신흥정밀 비상장 www.shc.co.kr 717 전자부품, 금형제조 2,151 금형, 메카트로닉스 관련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엔씨케이 주식회사 비상장 www.nckco.kr 14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제조 2,136 인사총무 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엠이엠씨 코리아 ㈜ 비상장 www.gw-semi.com 660 실리콘 웨이퍼 생산 2,100 공정기술 엔지니어 대졸 충남 신입 3,250 

유니셈㈜ 상장 www.unisem.co.kr 647 반도체 장비 제조 2,050 C/S(반도체장비 유지보수 엔지니어) 고졸 경기 신입 2,600~2,800

㈜원익머트리얼즈 상장 www.wimco.co.kr 350 반도체용 특수가스 2,030 생산 Operator(현장직) 고졸/초대졸 충북, 세종 신입 2,800 

㈜원익머트리얼즈 상장 www.wimco.co.kr 350 반도체용 특수가스 2,030 품질 Operator(현장직) 고졸/초대졸 충북, 세종 신입 2,800 

㈜ 이엠텍　 상장 www. em-tech.co.kr 400 IT 기기, 음향기기 개발, 제조업 마이크로스피커, 리시버 1,944 SW 개발자 대졸 경기, 경남 신입/경력 3,700 협의

㈜ 이엠텍　 상장 www. em-tech.co.kr 400 IT 기기, 음향기기 개발, 제조업 마이크로스피커, 리시버 1,944 HW 개발자 대졸 경기, 경남 신입/경력 3,700 협의

㈜ 이엠텍　 상장 www. em-tech.co.kr 400 IT 기기, 음향기기 개발, 제조업 마이크로스피커, 리시버 1,944 기구 개발자 대졸 경기, 경남 신입/경력 3,700 협의

㈜ 이엠텍　 상장 www. em-tech.co.kr 400 IT 기기, 음향기기 개발, 제조업 마이크로스피커, 리시버 1,944 부품 개발 대졸 경남 신입/경력 3,700 협의

엘오티베큠 상장 www.lotvacuum.com 404 건식 진공펌프 1,930 R&D(설계) 고졸 경기 신입 회사내규

엘오티베큠 상장 www.lotvacuum.com 404 건식 진공펌프 1,930 CS 고졸 경기 신입 회사내규

에프에스티 상장 www.fstc.co.kr 420 반도체(Pellicle, Chiller) 1,911 인사(HRD) 대졸 경기 신입 3,000 

에프에스티 상장 www.fstc.co.kr 420 반도체(Pellicle, Chiller) 1,911 연구개발(THC) 대졸 경기 신입 3,000 

싸이맥스 상장 cymechs.com 190 반도체장비 제조업 1,641 고객지원본부 대졸 경기 신입 3,300 

싸이맥스 상장 cymechs.com 190 반도체장비 제조업 1,641 기술연구소 대졸 경기 신입 3,300 

㈜상아프론테크 상장 www.sftc.co.kr 550 전자기기부품 제조 1,600 연구원 석사 인천 신입 3,500 

에이에스엠케이㈜ 상장 www.asm.com 260 반도체 장비 1,600 Field Service Engineer 대졸 경기 신입/경력 3,500 개별 계약에 따름

에이에스엠케이㈜ 상장 www.asm.com 260 반도체 장비 1,600 Software Engineer 대졸 경기 신입/경력 3,500 개별 계약에 따름

재원산업 비상장 www.jaewon.co.kr 230 석유화학제품 제조, 판매 1,600 연구원(연구개발직) 대졸 경기, 전남 신입/경력 4,200(경영성과급 포함) 면접 후 협의

재원산업 비상장 www.jaewon.co.kr 230 석유화학제품 제조, 판매 1,600 생산엔지니어(생산기술직) 대졸 경기, 전남 신입 4,200(경영성과급 포함)

재원산업 비상장 www.jaewon.co.kr 230 석유화학제품 제조, 판매 1,600 생산운전원(생산기능직) 고졸 경기, 전남 신입 4,200(경영성과급 포함)

재원산업 비상장 www.jaewon.co.kr 230 석유화학제품 제조, 판매 1,600 품질관리(QA) 대졸 경기, 전남 신입 4,200(경영성과급 포함)

재원산업 비상장 www.jaewon.co.kr 230 석유화학제품 제조, 판매 1,600 품질분석원 초대졸 경기, 전남 신입 4,200(경영성과급 포함)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상장 www.gst-in.com 610 반도체 장비 1,540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초대졸 경기 신입 2,920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상장 www.gst-in.com 610 반도체 장비 1,540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초대졸 경기 신입 2,920 

와이아이케이㈜ 상장 www.yikcorp.com 129 반도체 테스트장비 1,504 S/W개발 대졸 경기 신입 3,281 

와이아이케이㈜ 상장 www.yikcorp.com 129 반도체 테스트장비 1,504 H/W개발 대졸 경기 신입 3,281 

㈜프로텍 상장 www.protec21.co.kr 268 반도체장비, 자동화기기, 전자부품 제조 등 1,457 자동화 장비 SW 개발 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프로텍 상장 www.protec21.co.kr 268 반도체장비, 자동화기기, 전자부품 제조 등 1,457 자동화 장비전장 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프로텍 상장 www.protec21.co.kr 268 반도체장비, 자동화기기, 전자부품 제조 등 1,457 HW 개발 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프로텍 상장 www.protec21.co.kr 268 반도체장비, 자동화기기, 전자부품 제조 등 1,457 기구 개발 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프로텍 상장 www.protec21.co.kr 268 반도체장비, 자동화기기, 전자부품 제조 등 1,457 Vision SW 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와이엠씨㈜ 상장 www.ymc-inc.com 240 FPD 장비부품 생산 1,452 연구개발 대졸 충남 신입 회사내규

에스케이씨솔믹스 상장 www.skcsolmics.com 500 반도체 부품 1,317 기술직(생산) 고졸 경기 신입/경력 기본급 약 180만원(각종 수당 제외) 경력에 따라 상이

에스케이씨솔믹스 상장 www.skcsolmics.com 500 반도체 부품 1,317 품질관리 고졸 경기 신입/경력 기본급 약 180만원(각종 수당 제외) 경력에 따라 상이

인탑스주식회사 상장 www.intops.co.kr 240 정보통신기기 부품 1,304 회로설계 초대졸/대졸 경북 신입/경력 3,000 경력에 따라 협의

㈜알에프텍 상장 www.rftech.co.kr 230 휴대폰 충전기 1,300 회로설계 대졸 경기 신입/경력 3,400 경력에 따라 협의

트래닛 비상장 www.tranit.co.kr 150 커넥터, 자동차 부품 1,300 Connector 개발(설계) 대졸 경기 신입 3,100 

아이원스㈜ 상장 www.iones.co.kr 780 반도체 세정&코팅, 장비/부품 가공/생산 1,290 기술개발그룹 - 반도체 세정기술팀/코팅기술팀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2,400 회사내규

아이원스㈜ 상장 www.iones.co.kr 780 반도체 세정&코팅, 장비/부품 가공/생산 1,290 영업그룹-영업지원(물류) 고졸 경기 신입 2,400 

㈜케이씨 상장 www.kct.co.kr 110 Gas, Chemical 공급장치 1,232 Gas 장비 제조 및 CS 업무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3,300 경력에 따라 협의

㈜아이에스시 상장 www.isc21.kr 473 반도체 Test Socket 1,200 연구직 대졸 경기 신입 3,000 

코미코 상장 www.komico.com 850 반도체 부품 세정/코팅 1,200 기술 대졸 경기 신입 3,500 

코미코 상장 www.komico.com 850 반도체 부품 세정/코팅 1,200 연구개발 대졸 경기 신입 3,500 

파이퍼베큠세미코리아(유) 비상장 312 반도체용 진공펌프 제조 1,178 Field Service Engineer 고졸 경기, 충북 신입 2,250 

㈜디바이스이엔지 상장 www.deviceeng.co.kr 180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제조 1,150 전장설계 대졸 경기, 충남 신입/경력 2,900 경력에 따라 협의

㈜디바이스이엔지 상장 www.deviceeng.co.kr 180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제조 1,150 부품 설치 및 협력사 관리, 장비 Set-up 등 대졸 경기, 충남 신입 2,900 

㈜디바이스이엔지 상장 www.deviceeng.co.kr 180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제조 1,150 PLC 제어설계 대졸 경기, 충남 신입 2,900 

㈜테키스트 비상장 www.techest.com 150 Chiller/RACK/TRAP 1,139 고객지원(CS엔지니어) 초대졸 경기 신입 2,300(초대졸 기준)

㈜테키스트 비상장 www.techest.com 150 Chiller/RACK/TRAP 1,139 품질관리팀 / 생산(장비수선) 초대졸 경기 신입 2,300(초대졸 기준)

㈜삼진 상장 www.samjin.com 74 TV리모컨,스피커, IoT 관련 제품 외 1,088 경리,재무,회계 대졸 경기 신입 면접 후 결정

신흥에스이씨㈜ 상장 www.shsec.co.kr 329 소형 및 대형전지 부품사업 1,083 사무직 대졸 경기 신입/경력 3,100 경력에 따라 협의

신흥에스이씨㈜ 상장 www.shsec.co.kr 329 소형 및 대형전지 부품사업 1,083 생산직 고졸 경기 신입/경력 3,100 경력에 따라 협의

어보브반도체 주식회사 상장 www.abov.co.kr 200 MCU(Micro-Controller Unit) 및 Driver IC, Sensor 개발 1,058 반도체 응용설계(Application Engineer) 대졸 서울 신입/경력 회사내규 경력에 따라 협의

어보브반도체 주식회사 상장 www.abov.co.kr 200 MCU(Micro-Controller Unit) 및 Driver IC, Sensor 개발 1,058 반도체 설계(digital/analog) 대졸/석사 서울 신입/경력 회사내규 경력에 따라 협의

어보브반도체 주식회사 상장 www.abov.co.kr 200 MCU(Micro-Controller Unit) 및 Driver IC, Sensor 개발 1,058 반도체 마케팅 대졸 서울 신입 회사내규

㈜티에스이 상장 www.tse21.com 506 반도체, OLED/LED테스터장치 1,010 신제품개발 대졸 충남 신입 2,800 

㈜티에스이 상장 www.tse21.com 506 반도체, OLED/LED테스터장치 1,010 기구설계 대졸 충남 신입 2,800 

㈜티에스이 상장 www.tse21.com 506 반도체, OLED/LED테스터장치 1,010 회로설계 대졸 충남 신입 2,800 



㈜티에스이 상장 www.tse21.com 506 반도체, OLED/LED테스터장치 1,010 제품기술 대졸 충남 신입 2,800 

덕산네오룩스㈜ 상장 www.dsnl.co.kr 150 OLED 소재개발 1,004 OLED 재료 합성 연구원(신입, 경력, 전문연구요원) 대졸 충남 신입/경력 3,500 경력에 따라 협의

덕산네오룩스㈜ 상장 www.dsnl.co.kr 150 OLED 소재개발 1,004 연구기능직(증착장비 운용 및 관리) 초대졸 충남 신입/경력 3,500 경력에 따라 협의

㈜삼광 비상장 www.samkwang.com 1,300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 1,000 품질 대졸 경북 신입 3,000 

글로텍 주식회사 비상장 www.glotec.co.kr 220 광학시트 제조 995 경영지원(인사총무) 대졸 충북 신입 2,900 

글로텍 주식회사 비상장 www.glotec.co.kr 220 광학시트 제조 995 생산기술 대졸 충북 신입 2,900 

글로텍 주식회사 비상장 www.glotec.co.kr 220 광학시트 제조 995 영업&마케팅(중화권 담당) 대졸 충북 신입 2,900 

글로텍 주식회사 비상장 www.glotec.co.kr 220 광학시트 제조 995 연구개발 대졸 충북 신입/경력 2,900 3,400 

㈜일광폴리머 비상장 www.ikp.co.kr 69 플라스틱 원료 980 영업(기술영업) 대졸 경기 신입 3,250 

대주전자재료㈜ 상장 www.daejoo.co.kr 195 도전성 페이스트 등 전자부품 제조 934 화학 연구원 대졸 경기 신입/경력 3,500 면접 후 결정

엠이케이㈜ 비상장 www.mek.co.kr 125 프로브카드 제조 및 판매 784 반도체 검사기기(프로브 카드) 영업(B2B) 대졸 경기 신입 3,273 

엠이케이㈜ 비상장 www.mek.co.kr 125 프로브카드 제조 및 판매 784 반도체 검사기기(프로브 카드) 제품기술 엔지니어 대졸 경기 신입 3,273 

엠이케이㈜ 비상장 www.mek.co.kr 125 프로브카드 제조 및 판매 784 반도체 검사기기(프로브 카드) 제조팀 설비 오퍼레이터 고졸/초대졸 경기 신입 3,300~3,700(시간외 수당 포함 시)

오이솔루션 상장 oesolutions.com 310 광통신부품 770 연구개발분야(회로파트) 대졸 경기 신입/경력 3,100 경력에 따라 협의

㈜피앤이솔루션 상장 www.pnesolution.com 185 충방전설비 736 기술설계, C/S 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경력에 따라 협의

㈜피앤이솔루션 상장 www.pnesolution.com 185 충방전설비 736 하드웨어설계 및 테스트, 연구개발 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 경력에 따라 협의

㈜미코 상장 www.mico.kr 360 반도체 장비부품 711 공정기술 대졸 경기 신입 3,400~3,600

㈜미코 상장 www.mico.kr 360 반도체 장비부품 711 소재개발/설계 대졸 경기 신입 3,400~3,600

㈜와이엠케이 비상장 www.ymk.co.kr 76 편광판부착기, 연마세정기 685 기구 엔지니어 초대졸 경기, 전국, 해외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와이엠케이 비상장 www.ymk.co.kr 76 편광판부착기, 연마세정기 685 설계 엔지니어 초대졸 경기, 전국, 해외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와이엠케이 비상장 www.ymk.co.kr 76 편광판부착기, 연마세정기 685 제어 엔지니어 초대졸 경기, 전국, 해외 신입/경력 회사내규 회사내규

㈜엑시콘 상장 www.exicon.co.kr 147 반도체 테스트장비 672 S/W개발 대졸 경기 신입 3,281 

㈜엑시콘 상장 www.exicon.co.kr 147 반도체 테스트장비 672 H/W개발 대졸 경기 신입 3,281 

㈜온셀텍 비상장 www.oncelltech.co.kr 850 OLED 590 설비 maintenance 초대졸 충남 신입 3,400 

주식회사 하나기술 비상장 www.hn-tech.co.kr 110 2차전지양산자동화설비 590 기술영업 고졸 경기 신입 2,500 

주식회사 하나기술 비상장 www.hn-tech.co.kr 110 2차전지양산자동화설비 590 설비(기구제작) 고졸 경기 신입 2,500 

주식회사 하나기술 비상장 www.hn-tech.co.kr 110 2차전지양산자동화설비 590 소프트웨어(PLC제어) 고졸 경기 신입 2,500 

엠에이티플러스㈜ 비상장 www.mat.co.kr 200 반도체기계기구 500 장비 CS 고졸 경기, 충남 신입 2,700

㈜케이엔제이 비상장 www.knj21.com 115 디스플레이제조용 장비, 반도체 제조용 SIC 부품 482 디스플레이 제조용 자동화장비 기계설계 고졸 충남, 해외 신입/경력 2,200~2,800 경력에 따라 협의

㈜케이엔제이 비상장 www.knj21.com 115 디스플레이제조용 장비, 반도체 제조용 SIC 부품 482 디스플레이 제조용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고졸 충남, 해외 신입/경력 2,200~2,800 경력에 따라 협의

㈜케이엔제이 비상장 www.knj21.com 115 디스플레이제조용 장비, 반도체 제조용 SIC 부품 48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구전장 생산관리 고졸 충남, 해외 신입/경력 2,200~2,800 경력에 따라 협의

㈜알앤비소프트 비상장 www.rnbsoft.com 2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480 IT개발 및 운영 대졸 서울, 경기 신입 3,000 

㈜코리아인스트루먼트 비상장 www.kicl.co.kr 224 프로브카드 478 CS 엔지니어 고졸 경기 신입 2,000(제조직)

㈜코리아인스트루먼트 비상장 www.kicl.co.kr 224 프로브카드 478 설계, 재료평가 고졸 경기 신입 2,750(기술직)

한국필터텍 비상장 www.korea-filter.com 60 자동차부품 및 필터 425 R&D Application Engineer 대졸/석사 경기 신입 3,360 

㈜그린광학 비상장 www.greenopt.com 280 광학렌즈, 광부품 394 연구직(광학설계) 초대졸 충북 신입 2,700~3,000

㈜그린광학 비상장 www.greenopt.com 280 광학렌즈, 광부품 394 연구직(기구설계) 초대졸 충북 신입 2,700~3,000

㈜그린광학 비상장 www.greenopt.com 280 광학렌즈, 광부품 394 연구직(전자) 초대졸 충북 신입 2,700~3,000

㈜제이티 상장 www.jtcorp.co.kr 140 반도체 검사 장비 321 기구설계 초대졸 충남 신입/경력 3,000(대졸기준) 면접 후 결정

㈜제이티 상장 www.jtcorp.co.kr 140 반도체 검사 장비 321 기술영업 – 국내영업, 해외영업(영어권) 초대졸 경기, 충남 신입/경력 3,000(대졸기준) 면접 후 결정

㈜제이티 상장 www.jtcorp.co.kr 140 반도체 검사 장비 321 고객지원(C/S Eng’r) 초대졸 충남 신입/경력 3,000(대졸기준) 면접 후 결정

㈜케이원전자 비상장 k-won.com 180 전자부품 270 인사팀/회계팀 초대졸 충남 신입/경력 2,500 3,000 

㈜신명 비상장 www.smfurnace.com 40 전기로 250 기계 설계 초대졸/대졸 경기 신입/경력 3,000 경력에 따라 협의

㈜신명 비상장 www.smfurnace.com 40 전기로 250 전기 초대졸/대졸 경기 신입/경력 3,000 경력에 따라 협의

㈜신명 비상장 www.smfurnace.com 40 전기로 250 기술영업 초대졸/대졸 경기 신입/경력 3,000 경력에 따라 협의

한국우에무라 주식회사 비상장 www.uyemura.co.kr 44 도금용 화학약품 233 기술부문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기본급 + 제수당 포함  약 3천만원 이상 회사 내규

한국우에무라 주식회사 비상장 www.uyemura.co.kr 44 도금용 화학약품 233 기술부문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기본급 + 제수당 포함  약 3천만원 이상 회사 내규

㈜시스게이트 비상장 www.sysgate.co.kr 290 전산시스템종합운영관리, 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 201 시스템운영관리 모니터링요원 초대졸 서울, 경기 신입/경력 2,240 2,600(경력에 따라 협의)

코스텍시스템㈜ 비상장 www.kosteks.com 56 반도체 장비 제조 196 장비 기구설계 초대졸/대졸 경기 신입/경력 3,000 경력에 따라 협의

코스텍시스템㈜ 비상장 www.kosteks.com 56 반도체 장비 제조 196 PLC제어 초대졸/대졸 경기 신입/경력 3,000 경력에 따라 협의

코스텍시스템㈜ 비상장 www.kosteks.com 56 반도체 장비 제조 196 SW개발 초대졸/대졸 경기 신입/경력 3,000 경력에 따라 협의

㈜비아이씨엔에스 비상장 www.bicns.com 85 DBMS,SM,SI,BI 189 데이터베이스, JAVA, BI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에 따름 경력별 회사규정

㈜비아이씨엔에스 비상장 www.bicns.com 85 DBMS,SM,SI,BI 189 SI 영업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회사내규에 따름 경력별 회사규정

나노윈㈜ 비상장 www.nanowin2008.com 145 반도체장비부품 세정/코팅 185 생산 및 품질보증(세정) 고졸 경기 신입/경력 2,300 면접 후 결정

세리정보기술㈜ 비상장 www.seritech.co.kr 130 금융솔루션 개발공급 179 전산 프로그래머(PG) 대졸 서울 신입 2,800 

㈜제이솔루션 비상장 www.j-solution.co.kr 84 부대설비(hot N2 system) 178 기구설계/Hardware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면접시 협의 면접시 협의

㈜위세아이텍 상장 www.wise.co.kr 153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161 Java기반 SW개발 대졸 서울, 경기 신입 3,000 

㈜비투엔 비상장 www.b2en.com 103 IT 컨설팅 152 컨설팅, Appilcation 분석 / 설계 / 개발자, R&D 프로젝트 관리,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 대졸 서울 신입/경력 3,100 회사내규

㈜데이터스트림즈 상장 www.datastreams.co.kr 140 데이터처리솔루션개발 151 SW 개발 대졸 경기 신입/경력 2,800(석사 : 3,200)

㈜데이터스트림즈 상장 www.datastreams.co.kr 140 데이터처리솔루션개발 151 SW 개발 대졸 서울 신입/경력 2,800(석사 : 3,200)

㈜알엔투 테크놀로지 상장 www.RN2.co.kr 138 무선통신 소재 및 부품 140 연구개발 대졸 경기 신입/경력 3,100 

주식회사 이엠아이 비상장 www.emiinc.co.kr 42 반도체장비용 전원공급장치 130 기술 고졸/초대졸 경기 신입 2,200~2,400

주식회사 이엠아이 비상장 www.emiinc.co.kr 42 반도체장비용 전원공급장치 130 연구개발 고졸/초대졸 경기 신입 2,200~2,400

정한테크㈜ 비상장 www.jhtech.kr 65 RFID기반 음식물처리기 124 유지보수관리 대졸 경기 신입 3,000

서울데이타통신㈜ 비상장 www.sdcnet.co.kr 196 네트워크공사 외 100 전산유지보수 고졸 서울 신입 2,200 

서울데이타통신㈜ 비상장 www.sdcnet.co.kr 196 네트워크공사 외 100 NW 엔지니어 고졸/초대졸/대졸 서울 신입/경력 2,200 2,400 

엠에스피씨코리아(유) 비상장 www.mspcorp.com 7 반도체 장비 핵심부품 70 Service Engineer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3,000 5,000 

엠에스피씨코리아(유) 비상장 www.mspcorp.com 7 반도체 장비 핵심부품 70 기술영업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3,000 5,000 

아임에버㈜ 비상장 www.aimever.com 95 ICT인프라 운영서비스 37 삼성그룹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운영 초대졸 경기 신입/경력 2,400~2,500 경력에 따라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