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주    소 | 

대표번호 |

이선규

문서 서식 포털 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부산디자인센터)

1588-8443

기업개요

•2000. 11 지능형 검색어 정렬 및 
분류 transaction 개발

•2001. 12 벤처기업 우수판정
•2002.07 일간스포츠 2002 히트 웹사이트 선정
•2005.05 비즈폼 서식, 네이버 지식 시장 제공

•2010. 12 2010 신기술 혁신상 수상
•2011. 03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
•2012. 0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15.09 ㈜비즈폼 상호 명칭 변경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IT·콘텐츠계열 (웹프로그래밍협약반)

협약내용 | •모바일웹 기획/웹디자인     •모바일 홈페이지/모바일앱개발

협약인원 | 10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0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부산디자인센터)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퇴직금,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비즈폼
www.bizforms.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종업원수 |  
사업내용 |
주    소 | 
대표번호 |

강정택
통신장비, 앱/웹 솔루션
９명
스마트폰 어플 디자인 및 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0번지 T타워 4층
1600-2500 

기업개요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IT·콘텐츠계열 (웹프로그래밍협약반)

협약내용 | 디자인/마케팅

협약인원 | 10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0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0번지 T타워 4층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퇴직금,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신세계아이씨티
www.skict.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종업원수 | 
사업내용 |
주    소 | 
대표번호 |

김미정
온라인 마케팅
15명
인터넷 마케팅 대행,웹/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83번길 40 애드제노빌딩
051-817-8354

기업개요

•2000. 11 (주)부산웹 설림
•2000. 12 080웹콜센타 특허출원
•2002.09 사업장 이전(부산대학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주)제노'로 상호변경
•2002. 12 야후 라이프/아이러브스쿨 (주)GL마케팅 온라인

포털 광고 웹사이트 구축 계약
•2003.02 Daum communication Busan center 계약 체결
•2003.04 Overture 지방대행사 대행 계약 체결
•2004.10 Yahoo스폰서 샵 대행계약 체결
•2006.01 롯데백화점 영남본부 10개점

Daum 커뮤니티 프로모션 진행(~현재)

•2009.09 애드몬스터/로거/로그 파트너 계약체결
•2010. 01 광고통합관리 솔루션 XENO ZONE 론칭
•2010. 12 (주)제노에서 (주)애드제노로 상호명 변경
•2011. 06 NATE공식 광고대행 계약 체결
•2011. 11 각 대학 광고홍보학과와 산학협력 체결
•2012. 05 제주도 지사설립
•2013. 01 리얼클릭 공식대행사 지정
•2014. 02 (주)애드제노 대구지사 설립
•2014. 03 사옥이전
•2014.06 벤처기업 인증
•2014.09 애드제노 대표 경상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선임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IT·콘텐츠계열 (웹프로그래밍협약반)
온라인/모바일 제작
10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0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83번길 40 애드제노빌딩

근무형태 주 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퇴직금,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애드제노
www.adxeno.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박종덕
소프트웨어제작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5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807호 (재송동 센텀 IS타워)
1544-8156

기업개요

•2001.07 엔싱크 설립 
•2002.04 지역정보사이트 우리모아 운영
•2003.05 쿠폰전문사이트 쿠포엔 서비스
•2006.02 주식회사 디자인에버 법인전환
•2006.03 소프트웨어 사업자등록
•2008.08 ㈜유시스 사무실 확장 이전(해운대구 센텀시티)
•2010. 12 관공서,기업홈페이지 및 시스템500여개 제작
•2011. 07 벤쳐기업인증
•2011. 07 ㈜우시스 볍인명 변경
•2013.08 동아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2014.04 ISO9001 인증 획득
•2014.04 기술혁신형 이노비즈 인증
•2014.09 KIDP 인증
•2015.03 정비사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2015.04 정비사업 예산회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최우수상 수상(행정자치부)
•2016.04 안산대학교 학과홈페이지 개발 시스템(CMS)도입
•2016.05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2016.06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개발사업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IT·콘텐츠계열 (웹프로그래밍협약반)

•모바일웹 기획/웹디자인    •모바일 홈페이지/모바일앱개발

10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300만원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807호 유시스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퇴직금,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유시스      
www.uxis.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진호진

광고 대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070-7728-6334

기업개요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IT·콘텐츠계열 (웹프로그래밍협약반)

•온라인마케팅

•웹디자인

10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000만원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76번길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퇴직금,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하이브미디어   
www.hivemedia.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이이근
제조업
자동차, 전자부품 등
40명
부산시 강서구 화전동 600-4
010-3870-0541

기업개요

•1993년 07월 대성금속 설립       
•2003년 08월 자가공장 확보       
•2007년 06월 ISO 9001 인증 획득 
•2010년 07월 화전산업단지 이전   

•2014년 03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획득
•2016년 06월 ISO/TS 16949 인증 획득
•2016년 06월 ~ 2017년 12월 강서산업단지 이전계획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경영과(경영관리실무자 협약반)

•현장실습업체 약정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협약 체결

2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생산 고졸이상 전공무관 3명 연봉 3,000만워 이상

품질관리 초대졸이상 상경계열 1명 연봉 3,5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5로 
37번길 7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8:00~17: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대성메탈
www.daesungmetal.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오상완
제조업
합성수지선건조 및 수리업/정밀산업기계 등
79명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로31
010-3583-6645

기업개요

•1999년 12월 상영금속 설립 
•2005년 10월 상영인더스트리 설립
•2006년 기업신용 A 등급 획득
•2008년 ISO 9000 인증

•2010년 온산공장 신축, 자동화 사업부 신설
•2012년 10월 상영금속 건천공장 신축이전
•2016년 05월 자동화 사업부 공장이전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경영과(경영관리실무자 협약반)
•경영과 졸업생 3명 채용 약정 •기업체 견학
•기업체 상무이사 학교 특강 수시교육 등 실시 •기업체 현장실습
3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고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협의 후 결정
경리 초대졸이상 경영,세무 1명 협의 후 결정
생산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1명 협의 후 결정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로 31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통근차 운행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상영아이앤피
www.syinp.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유승분
제조업
차량용 냉·온장고, 배식카 등
20명 ~ 40명 미만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 513번길 66-35
010-3618-5220

기업개요

•1997년 한국시스템 대하전자 설립       
•2003년 국내 최초 차량용 냉온수기 개발
•2010년 판금사업부 대저공장 신설        

LG전자 이동서비스 차량제작

•2012년 개인→법인기업으로 변경
•2015년 템프락 병원용 배식차 모델 개발
•2016년 스타렉스 냉온장고 개발, 시판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경영과(경영관리실무자 협약반)

•현장실습업체 약정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협약 체결

3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고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500만원 
경리 초대졸이상 경영,세무 1명 연봉 2,500만원
생산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1명 연봉 2,500만원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619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8:00~17: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회사규정)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한국시스템  
www.hankuksystem.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김영구, 지석준
제조업
자동차 제조, 자동차내장제
150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 1로 115(화전동)
051-601-7000

기업개요

•1989년 01월 한라레벨 설립        
•1994년 10월 화력발전 기자재공급업체등록
•2000년06월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2004년 11월 수출 500만불 탑 수상
•2005년06월 벤처기업 지정           
•2005년 11월 수출 1000만불 탑 수상

•2007년05월 KOSDAQ상장         
•2007년 12월 중국한라선박기전 유한공사 설립
•2009년 10월 한라IMS 사명변경        
•2014년 12월 부산 선도기업 선정
•2016년 06월 세계최초 ‘선박용 트리플 맬러스트

(3B)패키지 시스템 수주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경영과(경영관리 실무자 협약반)
•교육과정 개발 협의회 참석    •교강사, 및 멘토 지정
3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고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300만원 이상
경리 초대졸이상 경영,세무 1명 월급여 180만원
생산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1명 연봉 1,500~1,800만원

채용 인재상 : 성실, 인화, 일등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
1로 115(화전동)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포상, 우리사주조합, 퇴직금, 사원기숙사제공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한라IMS 
www.hanlaims.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이원길, 김기민
슈퍼마켓
슈퍼마켓
약 3,000명          
본사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2
051-330-2555

기업개요

•1981년 03월 ㈜서원유통 법인설립
•1986년 09월 부산 덕천동 본사사옥 준공
•1995년 12월 매출 1,000억원 달성        
•2002년06월 물류센터 준공

•2009년 10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010년 12월 매출 1조원 달성
•2015년 12월 (주)서원홀딩스 지주회사출범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인원 |

유통물류과 『유통관리실무자협약반』  

3명 채용약정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관리 고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700 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유통의 열정을 겸비한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유통분야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 경남, 경북, 울산, 
창원, 대구 일대 직영사업장

근무형태 주40시간/월209시간

근무시간
09:00 ~ 23:00 중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휴일

인턴사원 기준 
유급휴무월 6회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사내동호회, 식비지원, 

각종 경조사비 지원, 법정퇴직금, 유아보육비, 학자금(고등, 대학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후 현장실습을 거쳐 인턴사원채용)

㈜ 서원유통 
www.seowon.com 

협 약 반 |

협약인원 |

경영과 『경영관리실무자협약반』  

3명 채용약정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홍기진
제조업, 무역
수액패치제조
12명
경남 양산시 동면 계석로 29
383-9975

기업개요

•2001년 10월 KJI공업(주) 설립
•2006년03월 벤처기업 인증
•2008년 10월 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표창
•2008년 12월 부산벤처기업인 대상
•2008년 12월 부산시장 표창

•2008년 12월 3백만불 수출탑 수상
•2009년 12월 중소기업IP경영우수상(특허청)
•2011년 07월 일하기 좋은기업 선정
•2012년 12월 신기술혁신상 지식경제부장관표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초대졸이상 무역학 없음(결원시) 연봉 2,500만원 이상
생산 초대졸이상 이공계열 없음(결원시) 연봉 2,5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성실 근면한 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양산시 동면 계석로29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퇴직금, 자녀 대학입학금, 자기개발 지원금 등 

KJI공업 ㈜ 
www.kjit.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김택현
제조업
자동차 제조, 자동차내장제
50명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5로60번길 15 
051-312-2400

기업개요

•1990년 11월 건양기계 설립 
•2001년 02월 건양ITT 법인전환
•2001년 05월 건양ITT기술연구소 설립   
•2003년 12월 수출 100만불 탑 수상
•2006년 10월 B2B e-BIZ System 구축
•2007년 10월 ㈜Gunyang Trunet 법인설립

•2010년 12월 ㈜Gunyang Trunet 사옥건립 kotra
보증브랜드 사업 참가업체로 선정    

•2011년 11월 수출500만불탑 수상      
•2011년 10월 벤처기업 대통령상 표창
•2014년 10월 미음산단 사옥 이전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경영과(경영관리 실무자 협약반 )
•인력, 시설인프라, 품질관리, 채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교원 및 현장 실무 실습, 채용 및 교육과정 참여
2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고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000만원 이상
경리 초대졸이상 경영,세무 1명 월급여 180만원
생산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1명 연봉 1,500~1,800만원

채용 인재상 : 전문성과 바른인식과 품성, 대인관계와 소통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
1로 115(화전동)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포상, 기념일 선물,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건양ITT 
www.gunyangitt.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천미숙
제조업
영상감시 시스템
15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46(양정동) 
051-866-8600

기업개요

•1990년 07월 국제정보통신 설립
•2001년 08월 유선통신기기 공장 등록
•2007년 07월 ㈜국제시스템 법인변경
•2008년02월 경영혁신형 중소기기업 선정
•2011년 06월 ISO90001 인증  
•2013년 01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4년 05월 FAUDIO상표 등록  
•2014년 11월 전관방송 시스템개발 완료
•2014년 12월 부산광역시장표창패 수상
•2015년 09월 전기공사 면허 취득
•2016년 02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장 수상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경영과(경영관리 실무자 협약반)
•잡매칭, 협장실습을 통한 학생 취업처    •프로젝트를 통한 산학협력, LINC+ 협약
1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400만원 이상
경리 초대졸이상 경영,세무 1명 월급여 180만원
생산 고졸이상 전공무관 1명 연봉 1,800~2,800만원

채용 인재상 : 전문성과 바른인식과 품성, 대인관계와 소통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46(양정동)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국제 시스템 
www.kjsystem.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박청용
제조업 사업내용 : LED 조명
60명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원대로 18번길 46 
070-4070-7976

기업개요

•2006년 01월 블루싸이언스 설립(개인)  
•2006년03월 OTIS ELECATOR 거래등록
•2006년 12월 ㈜블루싸이언스 법인전환 
•2007년 2월 항해등용/조명등용LED전구 개발
•2007년05월 LED전구 양산돌입        
•2008년 11월 발광다이오드 조명장치 특허취득

•2009년 12월 부산시 전략 선도기업선정 
•2010년 02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인가
•2011년 09월 초절전 LED 고정등기구 특허취득
•2014년 04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2016년 03월 KS C7716LED터널등기구 KS인증

획득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경영과(경영관리 실무자 협약반)
•인턴십 활동 시 현장 지도 및 학점부여 •정규채용 연계 협약
1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800만원 이상
경리 초대졸이상 경영,세무 1명 월급여 180만원
생산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1명 연봉 1,500~1,800만원

채용 인재상 : 변화와 도전, 혁신, 자기개발

근무조건
근무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원대로
18번길 46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블루싸이언스
bluescience.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박수진
경호, 경비업
시설경비, 신변보호 등
15명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829호(우동)
051-731-4090

기업개요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경찰경호행정과 (경호·경비원 협약반)

경호·경비원 교육 이수

2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경호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000~2,500만원

채용 인재상 :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170 근무형태 협의

근무시간 협의 휴일 협의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 없이 채용)

㈜피에스제이
http://www.psjguard.co.kr/  

•2004년 06월 ㈜김세구리단 설립          
•2007년 07월 ㈜케이에스원 법인명 변경    
•2008년 03월 대표이사 박수진 취임       
•2011년 03월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 교부  
•2012년 06월 ISO 9001 인증              

•2013년 05월  부산세관 등록증 교부
•2014년 02월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
•2015년 03월 자본금 유상증자
•2016년 01월 본점 소재지 변경(현주소)
•2016년 01월 ㈜피에스제이 법인명 변경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김민자
서비스
건물관리, 청소, 위생관리소독업, 기계및전주무인경비업,
시설경비업, 주차설비 및 유지관리업
1200명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66(복천동)
051-552~2722~3

기업개요

•2001년 04월 회사설립              
•2002년 01월 경비업 허가 (제251호)      
•2007년 01월 ㈜에스원 인력협력업체 등록  
•2010년 09월 ISO 9001:2008 인증       
•2011년 05월 ㈜디즈텍 상호변경       
•2012년 02월 ISO 14001:2004인증
•2012년 06월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동협약 체결
•2013년 06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경찰경호행정과(디즈텍경호보안요원 협약반) 
경호, 경비원 교육 이수
15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보안요원 고졸이상 전공무관(관련학과 우대) 상시 연봉 2,000만원 이상

본사(관리부) 고졸이상
전공무관(관련학과)
동종업계 경력자우대

0명 월 급여 200만원 이상

본사(총무부) 고졸이상
전공무관(관련학과)
동종업계 경력자우대

0명 월 급여 15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현장별 상이 근무형태 맞교대, 3조2교대,5조2교대 등

근무시간 현장별 상이 휴일 맞교대, 3조2교대,5조2교대 등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유니폼 제공, 우수사원표창, 퇴직금 등

㈜ 디즈텍 
www.djtech-ltd.com  

•2014년 01월 법무법인 청명 법률자문협약 체결
•2014년 03월 ㈜에스원 공동마케팅 협약 체결
•2015년 09월 ㈜박수진경호 공동마케팅협약 체결
•2016년 03월 신라대학교 산업협동협약 체결
•2016년 05월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업무협력협약 체결
•2017년 04월 한양류마디병원 의료협력협약 체결
•2017년 09월 부산골프고등학교 산학업무협력협약 체결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강이근
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 사례관리 등
15명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46번길 45
051-507-8171

기업개요

•2012년 01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13년 02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개시 
•2014년 03월  연제구성인문해교육기관지정 
•2015년 03월  아동발달지원기관 선정

•2015년 04월  거제주간노인보호센터 설치
•2015년 06월  육아용품대여사업 기관선정
•2016년 03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선정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사회복지행정계열(연제구 장애인고용협약반)
•사회복지시설 실무교육 이수   •사회복지사 인성교육 이수
5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복지관 업무 전문대졸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5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채용 인재상 :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관과 실무능력을 갖춘 성실함과 참된 인성 소유자

근무조건
근무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연제구) 근무형태 주40시간 / 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식 제공, 제 수당, 퇴직금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대채용)

거제종합사회복지관
www.gjswc.co.kr

•안미옥(사례관리팀장.사회복지행정.2014.졸) •김문섭(관리팀.사회복지행정.2014.졸) 
•김근희(복지서비스팀.사회복지행정.2014.졸) •한혜경(복지서비스팀.사회복지행정.2012.졸) 
•박상우(지역복지팀.사회복지행정.2013.졸) •이슬비(지역복지팀.사회복지행정.2014.졸) 
•손미영(노인주간보호센터.사회복지행정.재학중) •이순애(노인주간보호센터.사회복지행정.재학중)

현재 근무 중인

부산경상대학교

졸업동문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김명수
소방설비공사, 소방인허가
소방공사시공/설계/방염/완비/인허가
5명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32
051-782-7119

기업개요

•2010년 01월 ㈜ 고려소방 설립  
•2010년 01월 ㈜ 고려소방 소방전기/기계 전문공사업 면허취득           
•2015년 02월 소방방염업/소방완비업 면허취득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소방기술 전문가 협약반)

소방기술 전문가 교육 이수

1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시공 초대졸이상 소방학과 1명 회사규정에 준함

채용 인재상 :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모집부문 무/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 해운대로61번길32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주식회사 고 려 소 방
http://blog.naver.com/meoungsoo  http://www.kr9119.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권춘오 
건설업, 제조 도소매업
소방설비공사, 기게설비공사등
12명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157(망미동)
051-853-1190

기업개요

•2001년 07월  ㈜다산기업 설립   
•2004년 11월  부산소방본부장 표창         
•2006년 10월  ISO 9001인증 취득  
•2009년 06월 중소기업 우수 기술개발 표창       

•2011년 02월  벤처기업 인증           
•2014년 11월 특허, 시용 5건 등록
•2016년 01월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소방기술 전문가 협약반)

소방기술 전문가 교육 이수

1 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현장공무 초대졸이상 전공 2명 협의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협의 근무형태 주5일 /토요일 오전격주 

근무시간 평일 08: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 다산기업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홍 말 윤
건설업, 관리업
소방점검, 소방공사, 전기공사 등
28명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348번길 5(광안동)
051-625-2365

기업개요

•2011년 01월 ㈜동남기술단 설립 
•2015년 05월 특허, 디자인 5건 등록
•2016년 10월 ISO 9001/2009인증 취득 
•2016년 12월 벤처기업인증 취득
•2017년 01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소방기술 전문가 협약반)

•소방기술 전문가 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3 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소방점검 고졸이상 소방관련 상시 연봉 1,800만원 이상

공 무 고졸이상 소방관련 1명 월급여 165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348번길 5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격주)

근무시간 평일 08: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식제공, 퇴직금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동남기술단
www.dntec0119.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백현기, 양정옥
건설, 도매업, 소매
소방공사, 소방점검, 소방안전관리
15명          
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 161-2(범천동)
051-635-0119

기업개요

•1996년 04월  성인소방(주) 설립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소방기술 전문가 협약반)

•소방기술 전문가 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2 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공사 초대졸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1명 연봉 2,000만원 이상

점검 초대졸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1명 연봉 2,000만원 이상

소방안전관리 초대졸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1명 연봉 2,0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161-2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성인소방(주)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이상욱
건설, 도소매, 서비스
소방공사, 소방시설관리 등
8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25, 2층(수영동)
051-759-5442

기업개요

•2009년 09월  ㈜중앙소방 설립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소방기술 전문가 협약반)

•소방기술 전문가 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2 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소방공사및소방시설관리 초대졸이상 전공 상시 연봉 협의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25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8:30~17:3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식 제공, 퇴직금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중앙소방
joongang0904@hanmail.net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강낙관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점검, 전문소방공사업, 기자재도소매
46명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2(초량동) 경교빌딩 2층
051-467-8119

기업개요

•2005년 12월   (주)참조은이엔지 법인 설립 
•2006년 01월   소방시설관리업 면허 등록   
•2006년 01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2013년 ~ 2017년 부산지역 기술력 평가 1위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소방기술 전문가 협약반)

소방기술 전문가 교육 이수

6 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소방시설점검 초대졸이상
전공(소방관련

자격증소지자 우대)
상시 연봉 2,100만원 이상

소방시설공사 초대졸이상 전공 상시 연봉 2,1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2 근무형태 격주휴무

근무시간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참조은이엔지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허보혜
서비스업, 건설업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점검, 
소방공사 등
20명          
부산시 남구 남동천로 22(문현동)
051-644-9119

기업개요

•1997년 07월  ㈜한국소방부산지사 설립   •소방시설감리업 보유
•2007년 07월  ㈜한국소방 독립법인 설립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보유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보유                  •소방시설관리업 보유

•세종정부청사, 부산시청 베스코 등 실적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소방기술 전문가 협약반)

•소방기술 전문가 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2 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점검 (초)대졸 이상 소방전공 1명 연봉 1,500~1,800만원
감리 (초)대졸 이상 소방전공 1명 연봉 1,500~1,800만원
설계 (초)대졸 이상 소방전공 1명 연봉 1,500~1,800만원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남구 남동천로 22(문현동) 근무형태 주40시간/격주 토요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8:3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식제공,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한국소방
051-644-9119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강혜숙
소방시설유지관리공사, 제조업
소방점검 및 공사, 교육기자재 제조 등
20명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부전동)
051-555-1195

기업개요

•2006년 05월  ㈜한국유닉스 설립    •2013년 05월  벤처기업 인증

•2011년 08월  소방방재연구소 설립 •2013년 07월  이노비즈기업 인증

•2012년 01월  ISO 9001/14001 인증  •2013년 12월  소방제조공장 설립

•2014년 ~     특허 다수 등록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소방기술 전문가 협약반)

•소방기술 전문가 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3 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소방 초대졸이상 소방전기기사 1명 연봉 1,800만원 이상

위험물 초대졸이상 위험물 산업기사 1명 연봉 1,8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식 제공, 퇴직금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한국유닉스
www.koreaunix.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김영태
슈퍼마켓
슈퍼마켓
220명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36번길 13
051-757-8876

기업개요

•연 매출액 70억원(부산지역 5개마트 매출 334억)
•2008년 08월  ㈜에이치와이스토아 설립    
•2014년 11월 주식회사 한양스토아 상호변경

기업소개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인원 |

유통물류과(유통물류실무자협약반)

3명 채용약정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전 부문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0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유통업에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며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36 근무형태 주40시간

근무시간 09:00~23:00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식비지원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한양스토아(주)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하진태
유통·물류업
자동차 제조, 보건사업 등
353명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191번길 12
051-320-2014

기업개요

•1997. 11 축산마트 주공점 회사설립 •2015년 03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통령상 수상
•2003.08 ㈜우리마트로 상호명 변경 •2016년 농협은행선정 자랑스러운 농식품기업상 수상
•2014. 03 학장동 물류센터 오픈    •2016년 IBK기업은행 FAMILY 기업 지정
•2014. 08 SSM순위 6위권 기업선정  •2017년 현재 우리마트 직영점 14개 점포 운영 중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인원 |

유통물류과 『유통관리실무자협약반』

6 명 채용약정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매장영업 고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500만원 이상

경리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1명 월급여 15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 경남 인근 근무형태 주 48시간

근무시간 점포별 탄력적 일 8시간 휴일 월 5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우리마트
www.woori-mart.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서민재
유통 · 물류업
국제물류주선업 / 운수업
20명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13
051-465-6606

기업개요

•2010년 07월 화신해운항공㈜ 설립 •2011년 04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2015년 09월 AEO 인증 취득 •2016년 01월 부산상공회의소 정의원등록
•2016년 12월 우수중소기업 수여 •2017년 03월 사고안전관리우수업체 수여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인원 |

유통물류과 『유통관리실무자협약반』

1 명 채용약정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 초대졸이상 유통물류 상시 연봉 2,000만원 이상
업무 초대졸이상 경영,무역 1명 월급여 150만원

연봉 1,500~1,800만원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170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화신해운항공㈜ 
www.seke.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김주영

업    종 | 유학, 해외취업알선

사업내용 | 관광계열 해외 취업 및 국내 취업 연계

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APEC로 17, 1605호

대표번호 | 070-8838-8778

기업개요

•2015년 JR Edu 설립         
•해양수산부 크루즈 전문인력양성 과정 교육생 해외연수
•호주 Captain cook cruise, 재호요식협회(KORA) 협력업체 체결
•MIHCA 크루즈 전문교육기관 협력업체 체결 
•국내유일 세계3대선사 스타크루즈 승무원 매닝 에이전시
•국내 특급호텔 및 크루즈 페리, 해외 특급호텔 및 크루즈 페리 취업연계 (약 100명취업)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호텔관광항공계열(국·내외 크루즈 선사 취업)

협약내용 | 크루즈 전문교육을 통한 크루즈 선사 취업연계

협약인원 | 1 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호텔부 고졸이상 관광계열 상시 선사면접 후 결정

채용 인재상 : 영어 구사, 제2외국어 가능자 우대, 호텔관광계열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글로벌 직업으로 선사발령 근무형태 9개월 계약 2개월 휴무

근무시간 12시간-14시간 휴일 없음

복리후생 생선사 정박 기항지 관광, 승무원 language class개설, 숙식제공 (하루4끼)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 JR Edu 제이알에듀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김은수
서비스
골프장, 서비스
200명          
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평남부길 78-130
055-370-1329

기업개요

•1980년 01월 - 회사 창립
•1984년 08월 - 회사 영업 오픈
•1993년 - 통도환타지아 오픈
•1993년 05월 - 중견기업 선정
•2006년 - 아쿠아 환타지아 오픈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약인원 | 2 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영업팀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2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성실 근면한 자, 용모단정,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유 험자 우대

근무조건
근무지

양산시 하북면 신평남부길 
78-130

근무형태 주48시간/주6일 근무

근무시간 탄력근무제 휴일 유동적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기숙사, 통근버스,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

㈜ 동일리조트

•2008년 - 환타지아 콘도 오픈
•2011년 04월 - 부산광역시 시장상 골프 꿈나무지원
•2015년 03월 - 양산시 성실납세자상 수여
•2015년 09월 - 환타지아 드림나이트 오픈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최영철
숙박, 음식
호텔업, 경양식
40명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 42(중동)
051-664-1234

기업개요

•2015년 10월 ㈜베스트웨스턴 해운대 오픈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호텔관광항공계열(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우수이수자 우선 채용

1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객실/예약 초대졸이상 관광/호텔전공 상시 연봉 1,500~1,800만원

객실/프론트 초대졸이상 관광/호텔전공 상시 연봉 1,500~1,800만원
식음 초대졸이상 관광/호텔전공 상시 연봉 1,500~1,800만원

채용 인재상 : 외국어 우수자, 서비스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 42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탄력제 (3교대) 휴일 근로자의 날, 명절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야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베스트웨스턴해운대호텔 
www.bwhaeundae.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이훈
컨설팅, 호텔업
숙박 및 음식, 호텔 전문 컨설팅
50명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 9
051-610-3000

기업개요

•2017년 7월 14일 GRAND OPEN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호텔관광항공계열(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우수이수자 우선 채용
1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객실팀 전문대졸 이상 전공무관

상시 초봉 1,860만원/면접 후 결정식음팀 고졸 이상 전공 무관
조리팀 고졸 이상 관련 전공 우대

채용 인재상 : 3S 
SINCERITY 진실한 마음의 인재 / SYMPATHY 공감하는 마음의 인재 / 

SERVICE 정을 다하는 마음의 인재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 9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교대근무 / 1일 8시간 휴일 교대근무 / 주 2회 휴무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퇴직금, 경조사비, 교육 훈련비, 직영호텔 할인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라마다앙코르해운대호텔
http://www.ramadaencorehaeundae.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윤재연
서비스업
골프, 콘도, 워터파크
300명          
경북 경주시 보불로 391
1899-1588

기업개요

•1993. 03 태영C.C (現 BlueOne 용인C.C) 오픈
•2006. 09 디아너스C.C (現 BlueOne 보분C.C) 오픈
•2010. 10 오렌지 골프리조트 (現 BlueOne 상주 골프리조트) 인수
•2010. 12~2011. 06  콘도(프라이빗, 패밀리) 및 워터파크 오픈
•2013. 11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인원 |

호텔관광항공계열

1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프론트 전졸이상 호텔관광 우대 상시 연봉 2,400만원 이상
식음 전졸이상 호텔관광 우대 상시 연봉 2,4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긍정적 마인드 및 고객지향적 사고 소유자

근무조건
근무지 경주, 용인, 상주 근무형태 주5일 또는 6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8:00~18:00 휴일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학자금 지원, 

직원식당 운영(3식 제공), 종합건강검진, 사내동호회 지원, 근무복 지급, 기숙사 및 셔틀
버스 운영, 창립기념일/생일 선물 지급, 퇴직금 지급, 우수사원 해외연수 실시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블루원
www.blueone.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임태형
호텔 숙박업
호텔 숙박업
89명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21
051-755-9000

기업개요

•2015년  5월 4일 회사설립
•2017년 12월 중순 센텀프리미어 호텔 오픈 예정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호텔관광항공계열 

호텔, 관광 교육 관련 이수

1 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프론트 초대졸이상 관광계열 상시 연봉 2,300만원 이상
마케팅 초대졸이상 관광계열 1명 연봉 2,300만원 이상
판촉팀 초대졸이상 관광계열 1명 연봉 2,3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외국어 능력 우수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21번지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탄력 근무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식 제공,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 없이 채용)

센텀 프리미어 호텔
www.premierhotel.co.kr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홍진유
관광호텔
호텔업
25명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9번길 8
051-901-1100

기업개요

2014년 12월 해운대에 오픈한 이비스버젯앰버서더 호텔은 세계적 호텔기업 ACCOR사의 계열호
텔로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급 호텔이며 객실 180실(더블,트윈,패
밀리타입)을 비롯하여 부대시설로 레스토랑(62석), 코인세탁실, 사우나&짐(무료운영), 비즈니스코
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개요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호텔관광항공계열(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우수이수자 우선 채용

1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객실 초대졸이상 호텔 관광계열 수시 연봉 2,000만원

식음료 초대졸이상 호텔 관광계열 수시 연봉 2,000만원
채용 인재상 : 서비스마인드가 뛰어난 자, 외국어구사 능력 우수자

근무조건
근무지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9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교대근무 휴일 지정일 휴무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1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관계호텔 할인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이비스 버젯 앰버서더 호텔 해운대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최경화
숙박/ 소매업
호텔업, 주류
200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32
055-600-0700

기업개요

•2008년 06월 그랜드 오픈           
•2008년 10월 특1등급 호텔등급 판정 
•2013년 07월 대한민국경영대상수상    
•2014년 04월 한림풀만앰배서더창원 법인승계
•2014년 12월 특1등급 호텔등급 판정
•2015년 05월 풀만앰배서더창원(다인인베스트먼트)법인승계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판촉 대졸이상 전공무관 상시 연봉 2,400만원 이상

객실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1명 연봉 2,400만원 이상

식음료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1명 연봉 2,4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서비스 마인드 소유자, 모집부문 유경험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170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석식 제공, 상조회, 퇴직금, 경조사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 - 수습기간없이 채용)

풀만 앰버서더 호텔 창원
pullman.ambatel.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최승환
숙박, 서비스업
호텔업
80명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051-720-9000

기업개요

•2017년 01월 ㈜한창어반스테이 설립
해운대센텀호텔 운영 

•2017년 07월 대한민국 온라인 브랜드 대상 ‘호텔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협 약 반 |

협약내용 | 

협약인원 |

호텔관광항공계열(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우수이수자 우선 채용

1명

LINC+협약내용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프런트 초대졸 전공 무관 수시모집 2,000만원 이상
예약 초대졸 전공 무관 수시모집 2,000만원 이상

세일즈 초대졸 전공 무관 수시모집 2,000만원 이상
채용 인재상 : 관광, 호텔 전공 우대, 외국어 가능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 

근무조건
근무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3교대 휴일 법정 휴일 수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조,중,석식 제공, 유니폼제공, 퇴직금, 경조사비, 외국어 교육비 등

(LINC+사업 협약반 이수학생 우선채용-수습기간 2개월 후 정직 전환)

㈜한창어반스테이 (해운대센텀호텔)  
www.ecentumhotel.com 



부산경상대학교

LINC + 협약기업 취업박람회

대 표 자 |
업    종 | 
사업내용 |
근로자수 |
주    소 | 
대표번호 |

신도억
호텔업.서비스업
호텔업개발.운영업
110명
해운대해변로 287
051-933-4300

기업개요

•2011년 11월 주)건오 설립
•2011년 11월 주)건오 씨클라우드호텔 운영법인 설립
•2016년 3월 국내최초 펫동반투숙호텔 주)위드 펫 설립 
•2016년 12월 주)건오 태종대점 설립

기업연혁

채 용 정 보

모집부문 학력 지원자격 채용계획인원 급여수준

객실,마케팅,관리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없음(결원시) 연봉 1,800만원  

식음 초대졸이상 전공무관 없음(결원시) 연봉 1,800만원

성실,끈기가 있고,서비스마인더가 확실한 직원

근무조건
근무지 해운대해변로 287 근무형태 주40시간/주5일 근무

근무시간 3교대 휴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중식 주말간식제공,퇴직금,야유회,매월 생일파티

건오㈜
www.seacloudhote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