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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Job)”은 인천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총괄과에서 매월 2회(둘째, 넷째주) 발행하는 취업정보지입니다.

인천지역

기술직

주식회사한영넉스

온도조절기 등 제조업
인천 미추홀구 길파로
전기기기·제품개발기술자및연구원, 5명
연봉 2,600만원~5,000만원
☎ 032)460-4778
생산직

㈜에이에프티

펄프 및 종이 산업용 기계제조업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기계·금속 분야 단순종사원, 1명
월급 208만원
☎ 032)460-4831
사무직

㈜동기바르네

수정테이프 등 제조업
인천 동구 방축로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2명
월급 200만원~220만원
☎ 032)460-4752
생산직

주식회사핌스

액정표시장치제조업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전자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0명
연봉 3,600만원
☎ 032)460-4836

사무직

광림컴팩(주)

유압압축기제조업
인천 남동구 고잔로
무역사무원(영어), 1명
월급 250만원
☎ 032)460-4836
운전직

주식회사대영알씨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인천 중구 서해대로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2명
월급 340만원
☎ 032)460-4752

㈜프로젠스

운전직

냉장 및 냉동창고업
인천 중구 축항대로
지게차 운전원 , 2명
월급 250만원~280만원
☎ 032)460-4752
서비스직

성결한방병원

한방병원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사업체 구내식당 급식조리사, 1명
월급 225만원
☎ 032)460-4778

사무직

㈜어드밴건설

건설업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경리사무원, 2명
연봉 2,800만원
☎ 032)460-4836
생산직

㈜일신다이캐스팅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조 및 조립업
인천 남동구 함박뫼로
CNC 밀링기 조작원, 2명
시급 9,200원
☎ 032)460-4831

㈜새얼시스템

생산직

통신기 부품 및 중장비 부품 제조업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1명
연봉 4,000만원
☎ 032)460-4836
생산직

주식회사한결이엔지

기계제조업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범용 밀링기 조작원, 1명
월급 350만원
☎ 032)460-4778

※ 상기 구인정보는 마감·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워크넷(www.work.go.kr) 구직신청 후 취업알선이 가능합니다.

인천지역
생산직

㈜오성기전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전기부품·제품조립·검사원, 4명
시급 9,160원
☎ 032)460-4831
생산직

주식회사유진씨앤씨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제조단순직, 5명
시급 ,9160원
☎ 032)460-4836
생산직

엔엠시스코(주)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인천 연수구 갯벌로
전자제품 제조기계 설치·정비원, 6명
연봉 2,800만원
☎ 032)460-4838

생산직

주식회사금창지앤에스테크
도금업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도금·금속분무기조작원, 5명
월급 290만원
☎ 032)460-4831
생산직

㈜에이스싸이버텍

전기장비 제조업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기타전자부품·제품조립·검사원, 5명
시급 9,160원
☎ 032)460-4831
생산직

㈜메카텍시스템즈

전자부품 제조업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전기·전자부품·제품조립원, 1명
월급 200만원
☎ 032)460-4838

생산직

이원씨엔피

포장지 제조업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제조 단순직, 5명
월급 1,914,440원
☎ 032)460-4836
사무직

주식회사다성기업

택배업
인천 중구 인항로
사무보조원, 1명
연봉 2,600만원~2,700만원
☎ 032)460-4752
영업직

㈜에스엔에스

공구함 제조업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일반영업원, 2명
연봉 3,240만원
☎ 032)460-4831

인천 뿌리기업 채용관
씨엠테크

생산직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머시닝센터(MCT) 조작원, 1명
연봉 3,500만원
☎ 032)460-4836
사무직

㈜아이블포토닉스
전자부품 재료 제조업
인천 연수구 갯벌로
생산·품질 사무원, 1명
연봉 2,900만원
☎ 032)460-4838

협성정밀

생산직

센서조립 및 전자부품제조업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CNC선반조작원, 1명
시급 9,160원
☎ 032)460-4836

생산직

이건에너지(주)

기타발전업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
화학·환경·에너지분야단순종사원, 1명
연봉 3,800만원~3,900만원
☎ 032)460-4778

㈜이씨스

생산직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인천 연수구 갯벌로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명
시급 9,160원
☎ 032)460-4838
생산직

㈜율림에어샤프트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머시닝센터(MCT) 조작원, 1명
월급 300만원
☎ 032)460-4831

생산직

주식회사에이플러스알에프
전자부품 제조업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CNC 선반 조작원, 2명
시급 9,160원
☎ 032)460-4836
생산직

㈜대덕피엔씨

PCB 제조업체
인천 미추홀구 방축로
PCB부품·제품조립·검사원, 7명
시급 9,160원~11,000원
☎ 032)460-4778
생산직

선광전자주식회사

프레스 자동화기기 방호장치 제조업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전기·전자부품·제품조립원, 3명
월급 1,914,440원
☎ 032)460-4831

※ 상기 구인정보는 마감·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워크넷(www.work.go.kr) 구직신청 후 취업알선이 가능합니다.

인천지역
생산직

㈜부광정공

냉·열간 단조공구 제조업
인천 부평구 항동로
범용 선반 조작원, 1명
월급 300만원
☎ 032)540-5822
생산직

이솔정보통신주식회사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인천 계양구 서운산단로
기타 전자부품·제품조립·검사원, 2명
연봉 2,400만원
☎ 032)540-5808
생산직

엠씨테크놀로지(주)

전자부품·전자회로 제조업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PCB 부품·제품조립·검사원, 2명
연봉 3,000만원~5,000만원
☎ 032)540-5803
운전직

주식회사케이디우드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인천 서구 북항로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 1명
월급 250만원
☎ 032)540-2032

기산정공

생산직

주형 및 금형제조업
경기 부천시 원미로
캐드캠 기능원, 2명
시급 9,160원~10,000원
☎ 032)320-8903
운전직

신우산업(주)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경기 김포시 통진읍
지게차 운전원, 1명
월급 250만원~270만원
☎ 031)999-0957

성일기공

생산직

㈜샤바스

생산직

기계 및 부품 제조업
인천 계양구 서운산단로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1명
시급 9,160원
☎ 032)540-5808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인천 부평구 안남로
플라스틱제품조립원및검사원, 10명
시급 9,160원
☎ 032)540-5803
생산직

주식회사서울에프엔디

자동차부품,풀림방지너트 제조업
인천 서구 원전로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1명
시급 9,160원
☎ 032)540-2004
사무직

태성정밀공업(주)

전자 악기 제조업
인천 서구 원전로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명
연봉 3,200만원
☎ 032)540-2030

부천·김포·시흥지역

㈜맥텍

생산직

세라믹 제조업
경기 부천시 석천로
기타 전자부품·제품조립·검사원, 2명
연봉 2,400만원
☎ 032)320-8903
생산직

조일성업전기(주)

변압기 제조업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전기·전자부품·제품 조립원, 2명
시급 10,000원
☎ 031)496-1912

기술직

㈜이피아이티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인천 부평구 안남로
대기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연봉 4,000만원
☎ 032)540-5803

신아산업

생산직

전자제품 도금업
인천 부평구 백범로
화학·환경·에너지분야단순종사원, 2명
시급 9,160원
☎ 032)540-5822
생산직

주식회사경인텍

PCB(전자회로기판) 제조업
인천 서구 원창로
전자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명
월급 200만원
☎ 032)540-2032
생산직

㈜코뿔소

가스관 후렉시블 제조업
인천 서구 보듬로
창고관리원, 3명
월급 220만원
☎ 032)540-2031

㈜더블윈

사무직

필터제조용 기계 제조업
경기 김포시 월곶면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2명
연봉 2,400만원~4,000만원
☎ 031)999-0957
생산직

㈜대양앙카볼트

기초앙카볼트 제조업
경기 시흥시 마유로
기계·금속분야 단순종사원, 1명
월급 250만원
☎ 031)496-1913

※ 상기 구인정보는 마감·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워크넷(www.work.go.kr) 구직신청 후 취업알선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