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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오늘, 내 일(JOB)을 잡자!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채용·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박람회개요

주요 프로그램

행 사 명 2020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일      시 2020년 9월 24일(목) ~ 9월 25일(금), 2일간

장      소 온라인 홈페이지 ( www.agrijobfair.kr )

주      최 농림축산식품부

주      관 농협,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참가부문 공공, 농협, 농림, 축산, 식품

동시개최 202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유망	유망	
일자리관일자리관

ㆍ농림축산식품 산업과 밀접한 유망 신규 일자리 홍보 영상(8개)	
ㆍ현재 농산업 일자리에서 미래 일자리 전망 변화를 소개 영상(1종)

창업관창업관
ㆍ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 지원 정착 사례 상담	
ㆍ전문기관과 창업컨설팅 진행

채용관채용관

민간기업	 농림, 축산, 식품·외식 등 주요 분야별 기업 채용 정보 제공 및 상담
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 유관기관 소개, 채용 정보 제공 및 현장 상담 	
                    채용, 해외인턴 등 기관별 일자리 관련 사업 홍보 및 상담
농협 	 농협 및 계열사, 지역농협·축협의 채용정보 제공·상담

산업관산업관
한돈산업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 브랜드 소개 / 한돈 농가의 채용 및 일자리 홍보, 이벤트	
한우산업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브랜드 소개 / 한우농가 장학금 지원 사업 홍보, 이벤트

부대행사부대행사

[박람회 L!VE] 채용설명회	 	
청년일자리 기회 제공과 우수인재 채용의 장(場) 형성 / 국내 주요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관 및 업체 취업의 핵심사항

[박람회 L!VE] 토크콘서트	 	
창업관 참가 기업의 사례 및 스타트업 소개 / 분야별 성공한 선배 창업자와의 온라인 토크콘서트 진행

My Flex 구직자 동영상 이력서 제출, 구직 기업 담당자 컨설팅 실시

박람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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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가기업 리스트

박람회 
정보

기관·기업명 페이지

기관·기업명 페이지

농촌진흥청	 008

축산물품질평가원	 01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1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13

한국임업진흥원	 01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1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16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17

국제식물검역인증원	 01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19

한국농어촌공사	 020

한국마사회	 0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2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023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	 024

한국수목원관리원	 02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26

산림조합중앙회	 027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028

농협중앙회	 030

농협중앙회(농축협)	 031

주식회사 농협네트웍스	 032

㈜농협파트너스	 033

농협자산관리회사	 034

농협정보시스템	 035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036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축산경제)	 037

㈜농협하나로유통	 038

남해화학 ㈜	 039

㈜ 농협케미컬	 040

농업회사법인 ㈜ 농우바이오	 041

주식회사 농협사료	 042

농협은행 주식회사	 043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044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045

NH투자증권 ㈜	 046

NH농협캐피탈주식회사	 047

NH저축은행 주식회사	 048

(사) 농민신문사	 049

기관·기업명 페이지

주식회사911흙사랑	 051

SY에너지 ㈜	 05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공주 아띠	 053

㈜ 그린아그로텍	 054

꼬마대장 주식회사	 055

농업회사법인 나폴리농원주식회사	 056

주식회사 드림테크	 057

주식회사 마스팜	 058

부미상사	 059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	 060

세이프넷	 061

아그로플러스	 062

농업회사법인 에코그로잉 주식회사	 063

주식회사 엠브이소프텍	 064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065

㈜ 우림인포텍	 066

농업회사법인 ㈜이노그린팜	 067

주식회사 이레아이에스	 068

주식회사 인지시스템	 069

공공

농림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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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가기업 리스트

박람회 
정보

기관·기업명 페이지

㈜ 자연의 모든것	 070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071

주식회사 지앤비 (G&B)	 072

주식회사푸마시	 07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국 바이오차	 074

한국농업아카데미 주식회사	 075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076

㈜ 한국융복합바이오공학센터	 077

협동조합 행복농장	 078

농업회사법인 황금농장 주식회사	 079

(사)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102

(사) 한국단미사료협회	 103

(사) 한국동물약품협회	 104

(사)한국사료협회	 105

사단법인한국애견협회	 106

(사)한국유가공협회	 107

(사) 한국펫사료협회	 108

기관·기업명 페이지

농업회사법인㈜금돈	 081

(사) 대한한돈협회	 082

농업회사법인돈마루㈜	 085

㈜ 삼우	 086

㈜ 선진	 087

㈜ 세스코	 088

주식회사 쎄븐푸드	 089

씨제이생물자원주식회사	 090

주식회사 올핀	 091

우진비앤지주식회사	 092

원실업	 093

육그램	 094

㈜케어사이드	 09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리더	 097

㈜팜스토리	 098

펫쓰리엘	 099

주식회사 펫픽	 100

주식회사 하림	 101

기관·기업명 페이지

OmO(오엠오)	 110

농업회사법인 누리 주식회사	 1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112

주식회사 더브레드블루	 113

농업회사법인 동진식품 유한회사	 114

주식회사 디보션푸드	 115

주식회사 비씨랩	 11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이라이프	 117

주식회사 오그래 농업회사법인	 118

자연보담	 119

㈜제너시스비비큐	 120

주식회사 제이푸드테크	 121

㈜ 진한식품	 122

참프레	 123

코웨이 ㈜	 124

주식회사 프레시고	 125

(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26

화천와송	 127

㈜흥국에프엔비	 128

㈜힘난다	 129

농림

축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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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공공 고졸(예정)자  
채용상담

설립년도: 1962. 4
비    전: 농업기술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견인
미    션: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교육훈련 및 국제기술협력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농업인 복지, 농촌 활력 증진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농촌진흥청

채용계획

 대표자명 : 허태웅  홈페이지 : http://www.rda.go.kr
 생산품/서비스 : 농업기술 개발/보급  근로자수 : 5,000여명(공무원 1,894명)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대표 전화 : 063-238-1000

모집분야 연구직공무원(공채) 연구직공무원(경채) 지도직공무원(공채) 전문연구원

모집인원 년초집계 결원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직무내용 농업,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개발(채용 직렬별 직무 다름)

모집전공 무관 전공자(채용관련전공)  무관 전공자(채용관련전공)

학력 무관 석사 이상 / 	
무관(관련분야 경력 필요) 무관 석사이상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영어성적 보유자, 관련분
야 자격증 소지자(가점)

논문실적 등 채용 직위별로 
다름, 관련분야 자격증(인사

혁신처 주관의 경우)
- 논문실적 등

전형절차
공고(‘20.1)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결과발표

공고(필요시)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결과발표

공고(‘20.1)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결과발표

공고(수시)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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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공무직 예비스마트농업 전문가 KOPIA 연구원 KOPIA 연수생

모집인원 결원 75명 30명 내외 30명 내외

근무예정지 전국 전국 기타, 해외 기타, 해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2000~2400만원 1800~2800만원
체재비 월 100만원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임)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계약직, 인턴직 계약직, 인턴직

직무내용

(연구원) 농촌진흥청 연구
개발/지도사업 수행을 위
한 연구/지도 업무 보조

(행정사무원) 농촌진흥사
업 연구개발/지도 사업 추
진을 위한 행정 사무 업무

-스마트팜 생육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스마트팜 농가 컨설팅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전공 관련 	

실습과제 수행 
-현지 취업연계 프로그
램 참여 및 주재국의 농

업기술 정보 분석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농업분야 	

연수과제 수행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 분석

모집전공 무관 전공자	
(농업, 통계, ICT 관련 전공)

전공자	
(농과계열 전공)

전공자	
(농과계열 전공)

학력 고졸(예정)이상 전문대졸 이상
대졸(예정) 이상	

(전문학사는 관련경력 
1-2년 있는 경우 가능)

대학 재학생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ICT, 통계 및 농업 관련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우대)

공인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2년 이내)

공인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2년 이내), 	

농업과 관련된 과목을	
6개 이상 이수(성적증명서)

전형절차
공고(수시)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결과발표

공고(’20.12~’21.1)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결과발표
공고(’20.11/’21.5)→지원서 접수	

→서류전형→면접전형→결과발표→파견(‘21.2/’21.8)

공공 고졸(예정)자  
채용상담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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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농촌진흥청
모집분야 KOPIA 통역연구원 강소농민간전문가 온라인 컨텐츠 제작지원

모집인원 필요시 70명 20여명

근무예정지 기타, 해외 전국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1800~2800만원 2000~2400만원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계약직, 인턴직 계약직 계약직

직무내용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
터 운영 지원 및 협력사업 관련 통 
번역 업무 및 관련 실습과제 수행

-현지 취업연계 프로그램 참여 및 주
재국의 농업기술 정보 분석

(교육) 청년강소농 	
교육운영 및 업무지원

(공통) 농가 경영체별 경영실태 조
사, 진단 및 처방 등 경영개선 지원 / 
개별농가·조직체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농촌지역개발) 시군 특성에 따른 	

강소농사업 운영 지원	
(지역코디네이터)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을 	
동영상 등으로 제작 지원 	

(시나리오 작성, 컨텐츠 제작, 	
시스템 운영지원)

모집전공 전공자(스페인어, 프랑스 어학 전공) 전공자(채용분야 관련 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고졸(예정) 이상(관련분야 10년 근
무) / 대졸(예정) 이상(관련분야2-3

년) / 석사 이상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공인 어학능력 성적증명서(2년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가산 특전)

전형절차
공고(’20.11/’21.5)→지원서 접수→
서류전형→면접전형→결과발표→

파견(‘21.2/’21.8)

공고(‘20.11~12)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역량평가(컨설팅보고

서) → 결과발표
공고(수시) → 지원서 접수 → 서류

전형 → 면접전형 → 결과발표

공공 고졸(예정)자  
채용상담

2020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010



채용계획

공공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축산물품질평가직 안내

모집인원 18명 1명

근무예정지 전국 세종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2000~2400만원

신입/경력 신입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내·외부 내방객 응대 및 출입자 현황 관리 	

및 출입차량 관리 등

모집전공 전공자 (축산관련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성과지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외국어능력 기준 점수 이상인 자	

(TOEFL(iBT) IBT 70점, TOEIC 630점, New TEPS 
268점, JPT 630점, HSK  5급 180점)

-

전형절차 서류 → 필기 → 면접 서류 → 필기 → 면접

 대표자명 : 장승진  근로자수 : 453명
 생산품/서비스 : 축산물등급판정  대표 전화 : 044-410-7000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대표 이메일 : recruit@ekape.or.kr
 홈페이지 : www.ekape.or.kr

상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1989년 설립된 
이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을 주관
하고 있으며, 축산물 가격·유통·통계 등 축산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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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고졸(예정)자  
채용상담

- 설립연도 : 2012.05
- 비전 : 가고 싶은 농촌, 미래농업을 실현하는 농식품 전문기관
- 미션 : 농업 경영혁신과 농촌 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채용계획

 대표자명 : 신명식  근로자수 : 159명
 생산품/서비스 : 서비스  대표 전화 : 044-861-8888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대표 이메일 : admin@epis.or.kr
 홈페이지 : www.epis.or.kr

모집분야 청년인턴(장애인) 국제통상실장

모집인원 2명 이내 1명

근무예정지 세종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경력

고용형태 인턴직 계약직

직무내용 경영, 교육, 정보화, 홍보 등 	
농정원 수행업무에 대한 행정 지원

-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통상 협상 대응정책 지원
- 농업인 피해최소화를 위한 FTA활용정보서비스 강화

- 신속하고 정확한 국제 기준과 협정별 대응체계 및 역량 강화
- 글로벌 협력 공조체계 구축 및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강화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열정 

평가 우선사항 -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외국어 소통능력 우수자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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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상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대표자명 : 윤태진  근로자수 : 87명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대표 전화 : 063-720-0500
 홈페이지 : www.foodpolis.kr

 • 설립목적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
 • 주요기능 및 역할
  -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기관들에 대한 지원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채용계획
모집분야 기타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

근무요일 -

연봉 -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기타

직무내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식품창업Lab은 대학생·청년 등 	

식품 창업희망자에게 시제품제작 기회와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및 	
성공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21년 2기수 모집/운영 예정임

모집전공 -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식품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휴학생포함), 일반청년 등 (만 39세 이하)

 -5년 미만의 식품관련 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
 - (팀구성)예비창업 2~5인 이내, 기 창업의 경우 1인팀 지원가능

전형절차 서류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선정

고졸(예정)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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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산
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임업진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채용계획

 대표자명 : 구길본  근로자수 : 248명
 생산품/서비스 : 임업·임산  대표 전화 : 02-6393-2535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대표 이메일 : sdestiny2@kofpi.or.kr
 홈페이지 : www.kofpi.or.kr

공공 고졸(예정)자  
채용

모집분야 일반

모집인원 20여명

근무예정지 서울, 대전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소통, 팀위크, 학습역량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1단계) 서류, (2단계) 필기, (3단계) 면접

상담

2020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014



공공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기술경영을 통한 농산업 육성·지원 전문기관으로 농업 R&D 성과를 농업경영체, 농
식품기업 등에 확산·전파하여 농산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채용계획

 대표자명 : 박철웅  홈페이지 : www.fact.or.kr 
 생산품/서비스 : 공공  근로자수 : 350명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표 전화 : 063-919-1000

모집분야 전문직 공무직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전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기술사업지원, 벤처창업지원, 종자·종묘생산, 스마트팜사업, 	
농기계검정, ICT기자재검정, 농자재분석, 농식품분석 등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소통, 책임감,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직무면접 → 최종면접(인성면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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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축산관련 사회서비스를 위한 기타공공기관이며 일반직,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정보통계직, 예찰직, 청사관리직 7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모집분야 일반직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안전직 예찰직

모집인원 1명(예정) 5명(예정) 2명(예정) 2명(예정) 1명(예정) 4명(예정)

근무예정지 세종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전국 전북 세종, 충북, 충남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2400~2800만원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직무내용

경영관리	
(기획, 경영지
원, 인사업무, 	
사업관리 등)

농가에 방문하여 
가축의 임상예찰 

및 시료채취, 	
농장정보의 수집,

제공 등 수행

도축장에서 	
도축과정의 	
축산물에 대
한 위생검사 

수행

검역시행장에서 수입식용축산물의 국내 유
통 전 현물검사 수행, 검역관리 행정업무

- 본부(세종) : 경영관리 및 	
사업관리 관련 일반행정 사무보조
- 도본부 : 축산농가에 정기적인 전
화예찰을 통해 가축의 임상증상 및 
농장정보 변동 여부 확인 등 수행

모집전공 무관
전공자

(수의학, 축산학, 생물학, 	
보건학 전공 등)

전공자	
(수의학 	
전공)

전공자
(산업안전관련 전공) / 무관

(산업안전관련 자격증 소지 시)
무관

학력 고졸(예정)	
이상 무관 (자격증 소지 시) 대졸(예정)	

이상
대졸(예정)이상 / 	

무관(해당 자격증 소지 시)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소통, 대인관계, 열정,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공인영어점수, 	
한국사 점수 	
소지자 우대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축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수의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자격 : 전공학과 졸업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 관련 경력 2년이상 등

-

전형절차 서류 → 필기 → 역량면접→ 경영진면접

채용계획

 대표자명 : 정석찬  근로자수 : 1,268명
 생산품/서비스 : 축산관련 공공서비스  대표 전화 : 044-550-5500
 주소 : 세종시 아름서길 21(아름동 239)  대표 이메일 : webmaster@lhca.or.kr
 홈페이지 : www.lhca.or.kr

공공 면접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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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상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농
업정책보험사업의 지도·감독을 통해 정책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조성 
및 출자를 통해 농어업분야의 산업화 및 규모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 중에 있으며, 농
림수산정책자금관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채용계획
모집분야 일반직(정규직)

모집인원 3명(예정)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농업재해보험 및 국가재보험 사업관리

-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 모태펀드 기획 및 농식품경영체 투자지원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소통, 대인관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우대자격증은 기관 홈페이지 게시 직무기술서 참조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 등) → 면접전형 → 신원조회 및 임용

 대표자명 : 민연태  홈페이지 : www.apfs.kr
 생산품/서비스 : 금융업  근로자수 : 75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CCMM빌딩)
 대표 전화 : 02-3775-6704
 대표 이메일 : ehlee@apf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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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상담

우리원은 북미 국가(미국, 캐나다 등), 칠레, 뉴질랜드 등으로 출항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아시아매미나
방(AGM) 검사와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의 예찰·방제 업무 및 수입 재
식용식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대표자명 : 민주석  홈페이지 : www.ipab.or.kr
 생산품/서비스 : 선박AGM검사 등  근로자수 : 49명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903호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표 전화 : 051-600-8008
 대표 이메일 : iyahihu@ipab.or.kr

채용계획
모집분야 기타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기타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기준기본연봉 : 2,230만원	

1. 기준기본연봉에서 개별 경력을 환산하여 적용	
2. 기본연봉 외

신입/경력 기타

고용형태 기타

학력 기타

역할
1.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부착 여부 검사·무감염증명서 발급	

2. AGM 예찰·방제업무	
3.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4. 본원·사무소 행정업무 등

지원자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한 사람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TOEFL: PBT 530, CBT197, IBT71 / TOEIC: 700 / TEPS: 625 / G-TELP: 65(level-2) / FLEX: 625

우대사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 적용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상담공고이며, 참고자료로 `20년 상반기 실시한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정보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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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상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농림식품분야 R&D정책개발 지원,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농림식품분야 기술인증 및 R&D인력 육성 지원 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채용계획

 대표자명 : 오병석  근로자수 : 89명
 생산품/서비스 : 농림축산식품 R&D사업 기획 관리 및 평가  대표 전화 : 061-338-9817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교육길 45  대표 이메일 : kyh@ipet.re.kr
 홈페이지 : http://www.ipet.re.kr/

모집분야 R&D기획 관리 공무직

모집인원 미정

근무예정지 전남

근무요일 월~금(주5일) 기타 : 교대근무에 따른 휴무일 조정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신입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R&D기획)- 농림식품분야 R&D정책 및 장단기 	
R&D계획 수립 지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등

(사업관리)-농림식품 R&D사업 관리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협약, 진도관리 및 최종평가 등

(청사경비) - 청사 출입 인원에 대한 	
통제와 청사 및 시설물의 경비, 순찰 업무

(기계설비업무보조)-기계설비	
(중앙 냉·난방설비)류 운영관리 보조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문제해결,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

전형절차 서류 → 필기 → 면접 서류 →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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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채용계획

 대표자명 : 김인식  근로자수 : 6,641명
 생산품/서비스 : 조사용역, 관개시설운영외  대표 전화 : 061-338-5114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대표 이메일 : boram15@ekr.or.kr
 홈페이지 : www.ekr.or.kr

모집분야 5급 신입사원 채용

모집인원 18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행정 : 경영기획, 자산관리, 인사, 예산, 회계·감사, 구매조달 등
토목 : 설계기획관리, 유지관리, 토목건설사업관리, 국토·지역계획, 조경, 도시계획 등
지질 : 지반설계, 지하수관리, 건설공사공무관리
기전 : 전기, 건축, 기계 등
전산 : 정보기술기획, 응용SW엔지니어링, 보안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네트워크구축 등
환경 : 수질환경관리, 토양관리, 생태관리, 환경영향평가, 내수면양식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소통, 열정,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공인어학성적 600점 이상(TOEIC 기준), 
기술분야(토목, 지질, 기전, 전산, 환경) 응시자는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전형절차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자선발

상담

시그니춰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
이고 조직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식표기를 의미하며, 대외
적으로 CI를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각종 사인물, 서식류, 인쇄물 등 시그니춰의 활용범위는 그 적용매체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기능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한것이 시그니춰 시스템이다.
전용색 워드마크와 전용색 로고타입 조합의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사용시 변
경을 막기 위하여 본 매뉴얼에 수록된 원고 또는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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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경마를 시행하는 유일한 주체다.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
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경마 시행 외에도 생활승마 활성화, 학교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마문화 보급 
등 사업분야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국마사회
 대표자명 : 김낙순  홈페이지 : www.kra.co.kr
 생산품/서비스 : 경마, 승마  근로자수 : 843명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주암동)
 대표 전화 : 02-509-1417

공공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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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일반행정

모집인원 35명

근무예정지 전남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공사 주요사업인 수급안정,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행정 업무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열정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지원자격 : 정규직 일반행정의 경우 TOEIC 기준 850점 이상 지원 가능 

전형절차 서류 → 필기 → 역량면접 → 경영진면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채용계획

 대표자명 : 이병호  근로자수 : 855명
 생산품/서비스 : 농수산물, 수출 등  대표 전화 : 061-931-1114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 이메일 :  -
 홈페이지 : www.at.or.kr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주요사업	 	 	
1. 수급안정사업: 비축 농산물 수매, 수입, 판매 등을 통한 수급안정 도모	 	 	
2. 유통개선사업 : 직거래 활성화, 산지조직.도매시장 평가.지원, 유통정보 등	 	 	
3. 수출진흥사업 : 수출기반조성, 해외시장개척,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	 	 	
4. 식품산업육성사업 : 식품.외식업체 인프라 구축, 전통식품 육성 등	

공공 면접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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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한식진흥원은 한식의 진흥 및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산업, 외식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관련사업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채용계획

 대표자명 : 이용자  근로자수 : 43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601호 (양재동, aT센터)
 대표 전화 : 02-6300-2084
 대표 이메일 : recruit@hansik.or.kr

 홈페이지 : www.hansik.or.kr

모집분야 사업기획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인턴직

직무내용
- 한식진흥을 위한 사업기획, 위탁사업관리, 사업전략수립

- 한식관련 언론홍보, 광고매체관리, SNS홍보기획
- 국내외 한식산업조사 수집 및 분석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대인관계,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상담

2020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023



공공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이영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리프라자 7층
 홈페이지 : www.ilem.or.kr

상담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

설립목적 :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주요사업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 평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컨설팅 지도 및 교육, 축산환경 개선	
	 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채용계획
모집분야 기타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세종

근무요일 주5일

연봉 내부 규정에 따름(5급 초임 : 약 3,000만원)

신입/경력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 대졸(4년)

역할 전문역량 및 미래 창출 

지원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2. 관련분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우대사항 요건 충족시 전형단계별 총점의 5%～10% 가점부여(중복 불가)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전형절차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를 기초로 응시자격 요건 심사 / 면접심사(2차) : 온라인 인적성 검사, 논술 및 면접심사 

 근로자수 : 54명
 대표 전화 : 044-550-5000
 대표 이메일 : jcu0120@il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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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대표자명 : 김용하
 생산품/서비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운영·관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3층 한국수목원관리원
 홈페이지 : www.kiam.or.kr
 근로자수 : 435명(상시)

모집분야 일반행정 고객지원 전시원/교육 운영관리 식물 연구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세종, 경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	
 기타 : 휴일 근무 가능 기타 : 휴일 근무, 평일을 휴일로 대체

연봉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무관 무관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인턴직 정규직, 인턴직 정규직, 인턴직 정규직, 인턴직

직무내용

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
립세종수목원, 사무처(세
종시) 기획 및 홍보, 대외
협력, 인사, 총무, 재무회

계 등 일반행정

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
립세종수목원, 고객 안내 
및 응대, 서비스 향상 방
안 및 안전 관리 방안 기

획/운영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전시
원 및 온실 운영/관리, 
전시물 기획 및 제작/
관리, 일반인 및 산림
분야 대상 교육프로그

램 기획/운영

산림생물자원의 유용성 및 자원화 연
구,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성 및 대량증
식 기술개발·보급, 맞춤형 수요충족을 
위한 안정적 묘목생산 사업, 산림생태
계 및 산림생물문화자원에 관한 조사·

수집·연구 및 평가 등에 관한 연구

모집전공 무관 전공자(산림 및 생명 관련 전공)

학력 무관 석사이상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소통,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영어성적,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하여 기후·식생대별로 조성한 3개의 국립수목원을 통
합 운영·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2018년 5월 3일에 정식 개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
화구 소재)과 2020년 10월 개원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을 운영 중이며, 국립새만금수목
원(새만금 간척지구, 2026년 조성)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한국수목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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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상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채용계획

 대표자명 : 이창재  근로자수 : 431명
 생산품/서비스 : 산림복지서비스  대표 전화 : 042-719-4000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대표 이메일 : fowi@fowi.or.kr
 홈페이지 : www.fowi.or.kr

모집분야 산림교육·치유, 일반행정, 시설관리 등 
/ 일반채용 산림교육, 일반행정 / 고졸채용 일반행정·시설관리 / 	

공무직(무기계약직)

모집인원 20명 내외 5명 내외 20명 내외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2400~2800만원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산림교육
산림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 및 운영
산림치유

산림치유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 및 운영

일반행정
경영기획, 경영평가, 인사, 	
노무관리, 예산, 총무 등

시설관리
건축설계 계약, 건축설계 운영관리

산림교육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행정
 문서작성·관리 등 사무행정 및 	

비품관리·업무지원 등 총무

일반행정
문서작성·관리 등 사무행정 및 	
비품관리·업무지원 등 총무

시설관리
기계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고졸(예정)이상 무관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소통, 대인관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증빙서류 일체, 가점 증빙자료(해당자) 등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숲과 함께 국민 행복을 키웁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숲의 가치와 소중함
을 나누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복지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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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산림조합중앙회

채용계획
모집분야 산림경영지도원 일반직

모집인원 66명 0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산주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기술지도, 	
국가 산림시책 전반 수행 등 산림조합업무 전반

모집전공 전공자(임업, 조경 관련 전공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에 명시된 자격자)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무관

주요인재상 능동, 소통, 책임감 문제해결, 대인관계,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공고사항 참조) 공고사항 참조

전형절차 1. 서류심사(응시자격 심사)	
→ 2. 필기시험  → 3. 면접시험

1. 서류심사 → 2. 필기시험 → 	
3. 면접시험 → 4. 신체검사

산림조합은 1949년 사단법인 시군산림조합으로 조직되어 58년간 산주와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과 삼림생산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78만명의 조합원 준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임업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명 : 최창호  근로자수 : 3,134명(중앙회 561, 조합 2,573)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삼전동, 산림조합중앙회)
 대표 전화 : 02-3434-7342
 대표 이메일 : eslee@nfcf.or.kr

 홈페이지 : www.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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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상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
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숲길 운영 및 보존·관리를 비롯해 우리나라 산악역사와 문화를 알
리고, 산악문화 발전과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트레킹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박물관·등산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대표자명 : 손중호  근로자수 : 58명
 생산품/서비스 : 등산교육, 연구용역, 광고  대표 전화 : 042-620-6300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상로 67(비래동)  대표 이메일 : yosan@komount.kr
 홈페이지 : www.komount.kr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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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고졸(예정)자  
채용

채용계획
모집분야 일반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

직무내용 -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대인관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농협중앙회
 대표자명 : 이성희  홈페이지 : www.nonghyup.com
 생산품/서비스 : 금융, 부동산, 서비스  근로자수 : 2,800명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충정로 1가)  대표 전화 : 02-208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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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농협중앙회(농축협)

채용계획

 대표자명 : 이성희  홈페이지 : www.nonghyup.com
 생산품/서비스 : 금융, 도소매, 서비스 등  근로자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대표 전화 : 02-2080-6083

모집분야 금융, 경제, 영농지도

모집인원 00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 기타 : 경제 및 영농 등 담당업무에 따라 상이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금융, 경제(마트, 산지유통, 양곡, 주유소 등 업무), 	
영농지도(농업 지원, 농기계은행 사업)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소통, 대인관계,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전국 공개채용

전국 1,118개 지역(품목) 농업·축산업 협동조합으로 각 농축협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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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주식회사 농협네트웍스

채용계획

 대표자명 : 권남회  홈페이지 : www.nhnetworks.co.kr 
 생산품/서비스 : 서비스, 건설 / 여행알선, 건축공사  근로자수 : 207명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서관 9층, 10층(미근동, NH 농협생명빌딩)
 대표 전화 : 02-2140-5021
 대표 이메일 : wonboklee80@naver.com

모집분야 공사관리 기계설비

모집인원 3명 1명

근무예정지 -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

신입/경력 무관 경력

고용형태 -

직무내용 -

모집전공 -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대인관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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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

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일반직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아웃소싱 운영 및 자산관리(PM) 업무 전반

모집전공 -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소통, 대인관계,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 → 3차 면접전형

㈜농협파트너스

농협파트너스는 2000년 12월에 설립된 <범농협 고객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경제사업지원, 보안〮경비, 파견, 시
설관리, 금융후선업무, 토탈클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사의 성공경영 파트너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명 : 조현선  홈페이지 : www.nhpartners.co.kr
 생산품/서비스 : 인력공급, 근로자파견 등  근로자수 : 5,581명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48길 7 	

서울지역본부 별관1~2층
 대표 전화 : 02-560-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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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농협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농협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의 정리를 효율
적으로 지원하여 농협의 구조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2년 8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입니다. 
농축협과 농협은행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건전성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수한 부실채권을 정리
하여 농협의 수지에 기여함으로써 농협 내 부실정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채용계획

 대표자명 : 오경석  홈페이지 : www.acamco.co.kr
 생산품/서비스 : 금융, 부동산  근로자수 : 207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3층, 4층(여의도동, 농협재단)
 대표 전화 : 02-6256-8600

모집분야 일반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사무관리 업무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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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농협정보시스템

채용계획
모집분야 일반직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서울,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금융,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SI개발,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솔루션 개발 등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대인관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IT관련 학사 또는 IT관련 자격증 소지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등)

전형절차 공개 채용(공고) → 서류 전형 → 필기 전형 → 면접 전형 → 신체 검사 

농협정보시스템은 농협중앙회가 전액 출자한 IT전문기업입니다. 저희 기업은 최고 품질의 IT서비스 제공을 통
해 범농협의 IT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정보화를 위한 사업을 앞장서는 IT전문기업입니다. 농협정보시스
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IT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끊임없이 IT기술 혁
신과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최고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대표자명 : 이구환  홈페이지 : www.nonghyupit.com
 생산품/서비스 : 전산 서비스  근로자수 : 543명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24 	

NH디지털혁신캠퍼스 2층 
 대표 전화 : 02-3497-2004
 대표 이메일 : nhis-hr@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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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

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미정

모집인원 미정

근무예정지 미정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일반직 등

모집전공 -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소통, 대인관계,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대표자명 : 장철훈, 김태환  근로자수 : 2,295명
 생산품/서비스 : 농축수산물, 공산품, 가공식품 도소매  대표 전화 : 02-2080-614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대표 이메일 : illumiel@nonghyup.com
 홈페이지 : www.nhabgroup.com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에 필요한 자회사를 운영하며,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및 도시-농촌 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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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일반직(7급)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기타 : 지사무소 자체 근무일정에 따름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가축개량사업 / 축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 축산 컨설팅사업 / 	
가축질병 예방활동 / 친환경축산사업 / 체험형 놀이목장 등

모집전공 무관(축산관련 전공자 대상 전형 포함)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문제해결, 성과지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산업이해)

기타 요구사항 건강한 몸과 마음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 → (3자) 면접전형/채용검진	
※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표자명 : 김태환  근로자수 : 1,200명
 생산품/서비스 : 축종개량, 축산물유통/가공  대표 전화 : 02-2080-6459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대표 이메일 : relaxmode@nonghyup.com
 홈페이지 : www.nhabgroup.com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생산‧유통 ‧ 가공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와 축산물 가공품을 취급하는 계열사를 관리하며 축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축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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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공통(단일)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생필품 유통 관련 직무 일체	
(본부,하나로마트,물류센터 근무)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소통, 학습역량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보훈 및 장애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적성/직무능력/직무상식 등) → 면접전형(집단/토론 등)

 대표자명 : 김병수  근로자수 : 2,745명
 생산품/서비스 : 식잡, 농산물가공식품, 통신판매 등  대표 전화 : 02-2022-6925
 주소 : 서울 마포구 신촌로 66, 9층  대표 이메일 : -
 홈페이지 : www.nhhanaro.co.kr

㈜농협하나로유통

<섬김과 정도를 지키는 협동조합형 농산물 전문 유통기업>
농협하나로유통은 농협중앙회 마트사업부문이 분리되어 `15.3. 에 설립되었으며, 하나로마트 사업, 식자재 및 
학교급식 사업, 온라인 쇼핑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제값을 주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 전문 유통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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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당사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방침에 따라 비료제품 생산〮판매, 화학제품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4년 5
월 8일 설립되었으며, 1998년 농협중앙회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단일공장으로는 국내 최대규모의 비료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생산된 비료 제품은 국내 시장과 동남아시
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료 및 화학산업의 기초가 되는 연간 129만톤의 황산 생산시설 및 연간 34만톤의 인산 생산시설을 갖추
고 있으며, 황산공장 가동시 발생되는 잉여 스팀과 암모니아, 요소, 황산, 발연황산, 인산, 불화규산 등의 화학제
품을 국내시장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대 농자재중 하나인 유류사업과 관련하여 유류 완제품을 수입(도입), 2003년 12월 17일 당사의 주
유소 개장을 시초로 자영, 농협 및 직영 주유소를 운영, 영업중에 있으며, 당사의 화학제품 취급 역량을 활용하
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남해화학 ㈜

채용계획

 대표자명 : 하형수  근로자수 : 467명
 생산품/서비스 : 비료 및 농자재, 화학제품  대표 전화 : 061-688-5372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384 (낙포동)  대표 이메일 : yoojaido@nhchem.co.kr
 홈페이지 : www.nhchem.co.kr

모집분야 사무기술직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일반사무 및 기술(화공, 기계, 계전) 관련 관리업무

모집전공 전공자(화공, 기계, 전기전자 전공) / 무관 (일반사무 전공무관, 기술은 관련 전공자 채용)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열정,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어학성적 우수 및 국가기술자격증(기술직) 취득자 우대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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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연구직 영업직 사무직 기술직

모집인원 4명 6명 3명 3명

근무예정지 충북 전국 경기 경기, 대전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제품에 대한 작물별 약효 
및 잔류 등 제품등록에 관

한 전반업무

농약 제품 홍보 판촉 및 영
업활동(거래처 관리 및 대

농민 홍보 판촉 등)
본사 재무 및 총무 관련 업무 

등 사무직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제반 업무

모집전공 전공자	
(농생물, 농화학 전공)

전공자	
(농화학, 농학, 	

농생물 등 전공)
전공자	

(회계학과, 경제학과 전공) 무관

학력 석사이상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능동, 소통, 대인관계, 열정 능동, 소통, 대인관계, 열정,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운전면허증 필수 운전면허증 필수, 	
식물보호기사

전형절차 1차 지원서 접수 → 2차 서류전형 → 3차 인적성검사(필기) → 4차 최종면접

 대표자명 : 최규동  홈페이지 : www.nhchemical.com
 생산품/서비스 : 농약  근로자수 : 250명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26, 10층
 대표 전화 : 031-738-5244
 대표 이메일 : jinmanhong@nhchemical.com

㈜ 농협케미컬

농협케미컬은 농협이 100% 출자한 회사로서 농업인이 주인인 기업입니다. 1956년 창립 이후 60년 이상 농업
인과 함께 하며 작물보호제 생산과 공급에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농협케미컬은 전국 14개 영업지사와 권역
별 기술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과 안산에 고품질 작물보호제의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과 
제품의 적기 공급을 위한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옥천에 최신시설의 연구소를 갖추고 농업 생
명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케미컬은 160여 품목의 폭넓은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농작물의 다양한 
병해충을 방제함은 물론 농업인에게 노동력을 절감하여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도와 농업인 실익증진에 이바지
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국내 최우수 작물보호제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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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농우바이오는 1990년 6월 종자 육종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여주군 등에 육종연구소와 지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원은 고추, 수박, 무, 
배추 등 각종 종자 매출이며, 원예 및 수도용 상토사업도 영위 중입니다.

농업회사법인 ㈜ 농우바이오

채용계획

 대표자명 : 이병각  근로자수 : 445명
 생산품/서비스 : 종자  대표 전화 : 031-218-1121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대표 이메일 : wh.koo@nongwoobio.co.kr
 홈페이지 : http://nongwoobio.nonghyup.com

모집분야 영업직 연구직 사무직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전국 경기, 경남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신입

고용형태 인턴직

직무내용 종자 및 상토 영업(국내 또는 해외) 종자 등 육성 및 연구 경영/회계/사무지원 등

모집전공 무관 전공자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석사이상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대인관계, 책임감 문제해결, 책임감, 분석력 능동, 문제해결,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농업 관련 자격증(ex.종자기사 등) 외국어 능력 보유자 우대 외국어 능력 보유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 보유자 우대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전형 → 면접전형 → 건강검진 →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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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고졸(예정)자  
채용

주식회사 농협사료

채용계획

 대표자명 : 안병우  근로자수 : 750명
 생산품/서비스 : 배합사료  대표 전화 : 02-6932-9700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성내동 451)  대표 이메일 : saryotax1000@nonghyup.com
 홈페이지 : www.nonghyupsaryo.co.kr

모집분야 정규직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축산분야 : 영업관리 및 배합사료 품질관리 업무 

- 일반관리(전공무관) : 총무, 노무 등 일반관리 업무
- 기술관리(FA 전산) : 공동자동화, 전산프로그램 관련 업무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소통, 열정,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관련 자격증 보유자, 외국어 능통자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결과발표

농협사료는 1962년 부산배합사료 공장 사료사업을 시작한 이래 반세기 동안 최고의 품질, 정직한 가격으로	
국내 사료산업을 선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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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농협은행 주식회사

농협은행은 국내 외 약 1,150개 이상의 점포와 16,000여 명의 직원과 250조원의 자산규모를 갖추고, 2천만 명
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 발표 7회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 등 지난 50년간 금융산업을 선
도하는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해내며, 나라살림을 꾸려 온 순수 민족자본 은행입니다.

 대표자명 : 손병환  근로자수 : 16,000여명
 생산품/서비스 : 은행  대표 전화 : 02-1588-2100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20  대표 이메일 : nhbankhr@nonghyup.com
 홈페이지 : www.nhbank.com 

채용계획
모집분야 영업.고객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

연봉 -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전국 단위 영업점 등에서 금융업무 수행

모집전공 -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고졸(예정)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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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채용계획
모집분야 일반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마케팅, 영업지원, 상품개발·계리, 	
보험심사, 경영지원, 자산운용, IT 등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대인관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NH농협생명은 ‘고객사랑 1등 생명보험사’를 비전으로 고객에게 이로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5년 농협중앙회 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하며 반세기 이상 농업인의 인명과 
재산 을 지켜왔으며, 국내 빅4 생명보험사로서 탄탄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총 자산 60조원 돌파, 농업인
을 위한 정책보험 상품 등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성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대표자명 : 홍재은  홈페이지 : https://nhlife.co.kr
 생산품/서비스 : 생명보험  근로자수 : 1,078명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NH농협생명빌딩
 대표 전화 : 15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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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채용계획
모집분야 일반직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손해보험 관련 업무 일체 : 	

마케팅, 인수/지급, 자산운용, 상품개발, 정책보험, 	
계리, 리스크, 경영관리 및 지원 등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대인관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50년간 농업인과 함께해 온 농협공제가 보험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고
객에게 보험의 혜택을 드리고자, 2012년 3월 새롭게 출범한 손해보험사이며,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상품은 물
론 농업정책보험, 풍수해 보험 등 정책보험 사업도 활발히 펼치며 농업인과 고객 안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자명 : 최창수  홈페이지 : https://nhfire.co.kr
 생산품/서비스 : 금융 및 보험업  근로자수 : 750명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미근동) 	

KT&G 서대문타워
 대표 전화 :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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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

농협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WM IT Digital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5,0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PB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및 	
금융상품을 활용한 

PB)

1) IT 시스템 서버/클라이언트 개발자
- HTS/MTS 서버/클라이언트 개발
- 트레이딩 서버/클라이언트 개발

2) IT 인프라 시스템 운영
- 서버/네트워크 등 시스템	

 H/W개발 및 운영
- 시스템 S/W 개발 및 운영

3) IT 시스템 업무개발

1) 모바일 앱/웹개발 및 온라인 컨텐츠 UI/UX
- 모바일 앱(IOS, 안드로이드)개발

-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분석 및 UI/UX 기획
2) AI개발 / Data Scientist

- AI 기술검토 및 프로토타입 검증
-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분석 시나리오 설계, 데이터 분석 등

- 데이터 분석 과제 도출 및 모델링
-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등

모집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고객 중심주의, 책임감, 창의적 사고, 글로벌지향성, 전문성, 네트워크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금융 및 경제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Embedded SQL(Oracle 및 
MemoryDB) 개발 및 기본적인 DB 	
튜닝, Linux(Unix) OS 활용 능력

C/C++, SQL, Linux, JAVA등 프로그
래밍 언어 이용 개발 가능, 시스템 S/

W 관련 기술 보유자

모바일 앱/웹 개발 역량, OpenSource활용능력, 	
파워포인트 및 워드 활용 능력,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Hive, Hadoop, Hue) 쿼리를 통한 데이터 추출
프로그래밍 언어(Python, R등) 및 ML 프레임워크 
Tableau 등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및 리포팅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ON/OFF 중 추후 확정) → 심층면접(ON/OFF 중 추후 확정) → 최종면접

NH투자증권 ㈜

50년의 시간동안 고객과 함께 성장해 온 NH투자증권은 새로운 50년에도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PLATFORM 
PLAYER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대표자명 : 정영채  홈페이지 : www.nhqv.com
 생산품/서비스 : 금융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근로자수 : 3,028명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NH 투자증권 빌딩
 대표 전화 : 1544-0000
 대표 이메일 : hrplan@nhq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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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NH농협캐피탈주식회사

채용계획
모집분야 금융일반, IT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금융일반 : 경영관리 및 금융영업 등 캐피탈 관련 업무
- IT : 디지털 및 IT 관련업무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능동, 소통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1차 전형(입사지원서 작성 및 온라인 인적성 평가) → 	
2차 전형(오프라인 인적성 평가 및 직무능력평가, 직무상식평가) → 3차 전형(면접전형)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함께하는 NH농협캐피탈!>
창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NH농협캐피탈은 고객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대표자명 : 이구찬  홈페이지 : www.nhcapital.co.kr
 생산품/서비스 : 금융업  근로자수 : 420명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NH농협캐피탈빌딩
 대표 전화 : 164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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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

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금융일반 IT

모집인원 0명 0명

근무예정지 서울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수신 업무 및 경영관리 등 저축은행 관련 업무 IT 관련 업무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열정,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기본자격 :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전형절차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결과발표

 대표자명 : 최광수  근로자수 : 146명
 생산품/서비스 : 금융서비스  대표 전화 : 1588-5191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3층  대표 이메일 : nhsavings@daum.net
 홈페이지 : www.nhsavingsbank.co.kr

NH저축은행 주식회사

NH저축은행은 농협금융지주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농협금융계열사 및 농,축협 등과 상생협력하고 서민과 중소
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저축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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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1982년 사단법인 농민신문사로 출범하여 유료구독부스 40만의 5대 일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15일 농업 전문방송인 NBS한국농업방송을 개국하여 종합미디어 언론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 농민신문사

채용계획

 대표자명 : 하승봉  홈페이지 : www.nongmin.com
 생산품/서비스 : 신문, 방송, 월간지  근로자수 : 170명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59	

(냉천동, 농민신문사)
 대표 전화 : 02-3703-6114

농협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모집분야 기자 및 사무관리직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

직무내용 -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능동, 문제해결, 대인관계,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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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허봉철  근로자수 : 6명
 생산품/서비스 : 농업용 기계  대표 전화 : 031-664-1190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294  대표 이메일 : leebc9@naver.com
 홈페이지 : www.powerspray.net

채용계획
모집분야 생산부

모집인원 2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토(토요일 격주 휴무)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생산부서 기계조립 제작

모집전공 전공자(기계,전기과)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책임감, 계획, 꼼꼼함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자격증

전형절차 -

개입사업자로부터 시작해 법인설립까지 30년 넘게 농업용 기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기도 소
재 다수의 농협 농자재 판매장 및 농기계센터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16가지 제품을 등록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력분무기 자체생산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많은 박람회에 참가하여 농민, 영농자
재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농기계 회사입니다.

면접

주식회사911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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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정원철  근로자수 : 91명
 생산품/서비스 : 펠릿  대표 전화 : 043-531-8423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473  대표 이메일 : coca7575@syenp.com

채용계획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연료인 목재펠릿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하여 친환경 목재펠릿을 연간 
30만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충북 진천에 건설하였으며, 2017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으로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모집분야 생산 공무

모집인원 3명 2명

근무예정지 충북

근무요일 기타 : 3조 2교대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생산오퍼레이터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관심사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농림 면접 고졸(예정)자  
채용

SY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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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정영숙  대표 전화 : 010-9559-1828
 생산품/서비스 : 오디 생산  대표 이메일 : maryevan@hanmail.net
 주소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사랑골길 91-3

사회적 약자인 소농이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꿈꾸는 농장입니다. 	
농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공주 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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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박만웅  근로자수 : 28명
 생산품/서비스 : 친환경농자재  대표 전화 : 053-818-3272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인안길 99  대표 이메일 : gat@sptrap.co.kr
 홈페이지 : sptrap.co.kr

채용계획
모집분야 강원도지역 영업사원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강원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모집전공 전공자(원예학, 곤충학, 농학전공 우대) /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소통,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영업직이므로 운전면허증 필수, 보고서가 온라인으로 올라가므로 컴퓨터 사용 필수

전형절차 서류전형 및 면접

㈜ 그린아그로텍

면접

 그린아그로텍은 친환경 농자재 전문 제조 업체로서, 2002년 창사 이래 곤충페로몬트랩, 루어, 무동력환풍기, 
해충포획유아등, 황색평판트랩, 수정용 호박벌 등 각종 친환경 제품이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린아그로텍은 
약 30여종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벤처기업으로서, 미래 농업을 디자인한다는 신념아래 부설 연구소 및 도별 
팀장을 주축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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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이미숙  근로자수 : 2명
 생산품/서비스 : 예초기날 부품  대표 전화 : 1688-7040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53 6동 103호  대표 이메일 : dj610320@naver.com

꼬마대장 주식회사

예초기날 전문 제조업체로 예초를 힘들지 않게 날의 양력이 발생하는 드로날과 잡초를 뿌리까지 제거하는 잡초
왕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채용계획
모집분야 생산.제조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기타

근무요일 -

연봉 -

신입/경력 기타

고용형태 기타

직무내용 예초기날 제조업

모집전공 -

학력 기타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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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면접

농업회사법인 나폴리농원주식회사

채용계획

 대표자명 : 길덕한  근로자수 : 3명
 생산품/서비스 : 피톤치드, 치유농업, 농촌교육농장  대표 전화 : 055-341-7005
 주소 :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륵산길 152  대표 이메일 : nongbuga11@hanmail.net
 홈페이지 : www.naporyair.com

모집분야 일반직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경남

근무요일 기타 : 수~월(매주 화요일 휴무)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계약직

직무내용 고객안내 및 간단 사무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소통, 대인관계,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운전면허증

전형절차 면접(회사에서 진행. 9/24 이후), 서류(9/24)

나폴리농원은 21세기형 농촌사업모델 로써 6차산업인증, 벤처기업인증, 농촌교육농장품질인증을 받은 농업과 
과학의 만남 인 바이오벤처기업입니다. 피톤치드 추출 원천 특허기술 보유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2020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056



채용계획

농림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정연오  근로자수 : 7명
 생산품/서비스 : 스마트팜&공장 솔루션  대표 전화 : 061-285-7598
 주소 : 전남 목포시 석현로46 목포벤처지원센터 208호  대표 이메일 : yojung303@naver.com
 홈페이지 : www.udreamtech.co.kr

모집분야 ICT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전남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ICT기술 촬영 솔루션 개발(소프트웨어 개발)

- 자동제어 장치 개발

모집전공 전공자(컴퓨터공학 전공)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ICT 관련 자격증 우대

전형절차 서류: 9.24 / 면접: 9.25

주식회사 드림테크

㈜드림테크는 농어촌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벤처기업
입니다. 주요 솔루션은 에너지 자립 노지형 스마트팜 시스템과 중소기업형 생산관리 시스템입니다.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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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 -

모집인원 1명 1명

근무예정지 전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기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재배로직 컨트롤로 임베딩 및 시설원예 제어기기와 연동 맵핑

모집전공 전공자(컴퓨터공학, 원예작물학 전공) 전공자(원예작물학 전공)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대인관계, 분석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리눅스/파이선등 활용 임베딩 능력

전형절차 면담 후 3개월 수습기간 후 최종 채용 결정

 대표자명 : 이현
 생산품/서비스 : 과채소작물 시설원예 스마트 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환경생육-생장 규격 	

모니터링 작물 활동 분석 솔루션 및 생장분석 키트용 앱서비스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111(팔복동2가 전자부품연구원 에코창업보육센터) 311호
 홈페이지 : www.maasfarm.com
 대표 이메일 : hlee0212@gmail.com

주식회사 마스팜은 과채소 작물별 양액기-복합제어기-하우스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온실의 시설 과수원예에 적
용되는 과채소 작물 ICT 수집기 패키지(무선lte 라우터+센서일체형 게이트웨이)에 의해 수집된 환경-생육 데이
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데이터 규격 모니터링 응용솔루션의 자동분석제안하는 1단계 서비스와 AI딥러닝 및 
재배로직 컨트롤러 기술을 활용 예측 분석하고 구동기를 제어하는 작물 규격서비스 솔루션 및 서비스를 통해 수
확의 질을 제공하는 2단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주식회사 마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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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토(토요일 격주 휴무)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대인관계,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대표자명 : 이덕재
 생산품/서비스 : 잔디깍이, 엔진톱, 예초기, 소형원예도구 수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5, 다동 1523호 (구로동, 중앙유통)
 홈페이지 : www.troybilt.co.kr / www.wolf-garten.co.kr
 근로자수 : 6명
 대표 전화 : 02-2625-6485
 대표 이메일 : bmm@bmm.co.kr

부미상사

당사는 50여 년간 조경기계를 수입하는 전문업체로서 잔디깍이, 관리기, 예초기, 엔진톱, 소형원예도구 등을 미
국의 TroyBilt, 독일의 Wolf-Garten, 이탈리아의 Oleo-Mac등 여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식 수입처로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대리점들을 통해 판매 및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고객을 섬기는 부미상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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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원예 회계관리

모집인원 1명 1명

근무예정지 전북 전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원예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정, 학교, 복지관 등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이 될 경우 노인정 수업과 	

마을학교 수업을 전담으로 진행예정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모든 회계관련 업무를 전담

모집전공 무관 전공자(세무, 회계전공)

학력 고졸(예정)이상 무관

주요인재상 대인관계, 열정, 책임감 문제해결, 꼼꼼함, 분석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관심사 / 2순위 : 역량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

전형절차 서류: 9.28~10.8 / 면접: 10.12~13 -

 대표자명 : 박 미  근로자수 : 6명
 생산품/서비스 : 농산물/보존화/식생활교육,체험  대표 전화 : 063-644-2225
 주소 : 전북 임실군 운암면 지천길3  대표 이메일 : mire5525@hanmail.net

면접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

*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만드는 선거웰빔팜	
농촌의 자연에서 들꽃을 채취하여 보존기술을 통해 제작한 상품이며, 저희 상품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활동
에 도움이 되고 농촌의 어르신들의 수익도 보장되는 상품으로 정착시켜서 농생명 6차산업과 농촌에서 창업을 
하고 들에 핀 꽃을 창의적이고 특색을 살리고자 하는 상품

* 2013년 마을기업지정/2015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인증/	
임실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처 인증(2015)/2018년사회적농업 선정      

* 범죄피해자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통한 새로운 직업군 양성 교육을 통한 시들지 않는 꽃을 	
제조하고 상품화를 만들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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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전남, 충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 기타 : 월~금이 아닌 주 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일정기간 수습 후 업무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직무내용 구례/괴산 자연드림파크 내 담당업무, 자연드림 매장운영 전반의 업무 등 (법인별 상이)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능동, 문제해결,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1차서류심사 → 2차 면접(역량&PT) → 최종합격

 대표자명 : 김대훈  근로자수 : 22명
 생산품/서비스 : 교육상담컨설팅  대표 전화 : 02-2181-7900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신길동, 3층)  대표 이메일 : SAPENet_recruit@icoop.or.kr
 홈페이지 : www.icoop.or.kr/recruit/

세이프넷

세이프넷 소개 :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람중심경제를 위한 모임(Sustainable Society & People-centered 
Economy Network)으로 사람과 사업을 연결하여 함께 성장하는 네트워크 생태계입니다.
세이프넷 구성 : 
- 아이쿱생협 그룹 : 소비자 조합원의 아이쿱생협과 연합회, 공동사업법인 등
- 파머스쿱 그룹 : 농민 조합원의 생산자협동조합과 농업회사법인, 농민투자법인 등
- 세이프넷 협동기업 협의회 : 구례, 괴산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들의 협의회
- 사회적경제기업/비영리조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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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

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네이버 메인 페이지 FARM 주제판을 운영하는 아그로플러스입니다. 국내 최고 경제 종합일간지 한국경제신문
과 최대 포털 네이버의 합작사로서 농업·농식품 콘텐츠를 제작하고 농식품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모집분야 콘텐츠제작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인턴직

직무내용 농업 및 농식품 콘텐츠 제작

모집전공 무관(농업·식품 관련 전공 우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소통,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대표자명 : 김철수  근로자수 : 13명
 생산품/서비스 : 농업 및 농식품 콘텐츠  대표 전화 : 02-360-4763
 주소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 4층  대표 이메일 : nong-up@naver.com
 홈페이지 : blog.naver.com/nong-up

아그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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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

농림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자동화프로그래밍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세종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직무내용 스마트팜 영상정보 활용 및 	
환경제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열정,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대표자명 : 이명곤  근로자수 : 4명
 생산품/서비스 : 스마트팜(수경재배장치)  대표 전화 : 044-867-0728
 주소 : 세종시 연서면 서고길 7-29  대표 이메일 : egrowing@daum.net

면접

농업회사법인 에코그로잉 주식회사

온난화 및 농촌인구감소를 극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경재배장치 및 식물공장, 수경재배를 위한 기구 및 
자동화를 위한 트레이등 수경재배 장치개발 및 재배기술 개발 하는 회사로서 세종농장에서는 작물 중 재배가 가
장 힘든 고추냉이(wasabi)를 분무수경으로 재배하는 스마트팜 전문 회사입니다.

슬로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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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연구개발 및 서비스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대전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

직무내용 연구용역 수행(연구원,연구보조), 정보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행(사업관리, 산출물작성)

모집전공 전공자(임학 또는 컴퓨터공학 전공)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능동, 소통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정보처리기사, 지적측량기사, 산림기사, 드론 자격증, 외국어 능력 우대, 	

프로그래밍(Java, C#, Unity, 3D 등),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SI 유경험자, 	
산림조사 경력자, 조림 및 숲가꾸기 경험자

전형절차 면접전형

 대표자명 : 이승기  근로자수 : 17명
 생산품/서비스 : 정보화시스템, 공간정보, 솔루션  대표 전화 : 070-7639-3629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14, 서호빌딩 4층  대표 이메일 : dadjins@mvsoftech.co.kr
 홈페이지 : www.mvsoftech.co.kr

면접

주식회사 엠브이소프텍

㈜엠브이소프텍은 뛰어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산림정보화 및 일반행정정보화를 선도하는 전문기업으로 2014
년 창립 이래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력 매출 분야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행정정보화 SI 사업, 
GIS 기반 응용시스템 개발이며, 모바일 항공사진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산불확산모형 및 3차원 가시화, 유니티 
기반 3D 지형 텐더링 엔진 등 자체 솔루션 개발을 통해 농업 및 임업 정보화의 토탈 솔루션 회사로 발전해 나가
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차 산업인 농축임업과 정보화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혁신으로 관련 수
요는 나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기업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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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농업관리 행정

모집인원 1명 1명

근무예정지 전남 전남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직무내용 농장 및 농작물 유지관리, 사회적농업 활동 지원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기록 / 	
사회적농업 포털, e-나라도움

모집전공 무관 무관

학력 무관 무관

주요인재상 소통, 팀워크. 계획 능동, 소통,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관심사 / 2순위 : 이력 1순위 : 관심사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

전형절차 서류 → 현장면접 → 최종평가 -

 대표자명 : 권혁범  근로자수 : 3명
 생산품/서비스 : 벼, 특용작물, 사회적농업  대표 전화 : 061-353-1141
 주소 : 전남 영광군 묘량면 동삼로1길 95-36  대표 이메일 : faymdr2018@hanmail.net
 홈페이지 : https://ymdr.tistory.com

지역의 고령어르신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 소득을 나누고 돌보는 농부학교(초중고), 치매동행 등 농업을 기반한 
농촌의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입니다. 사회적농업 거점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면접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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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개발직

모집인원 5명

근무예정지 서울, 세종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JAVA, JSP, SQL, DB 가능자 우대)

모집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문제해결, 소통, 대인관계,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우대

전형절차 이력서 검토 후 자격증 우대

㈜ 우림인포텍

우림인포텍은 1996년 ㈜우림인포텍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정보 솔루션을 토대로 SI사업을 진행하였으
며, 축정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컨설팅 및 구축사업과 국내의 발전된 IT기술을 해외에 전파하는 
해외정보화 컨설팅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기업정보화 및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정보 솔루션 구축과 운영사업, 그리
고 이를 통한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정확한 전략과 분석으로 가장 효율적인 글로벌 IT서비스를 
준비하여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업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컨설팅 사업부문에 이르
기까지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귀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 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자명 : 안도훈  근로자수 : 30명
 생산품/서비스 : 농산물 유통정보 솔루션, 빅데이터 컨설팅  대표 전화 : 02-3461-330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302호  대표 이메일 : iyoung233@naver.com
 홈페이지 : www.woor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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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이용욱  홈페이지 : innogreenfarm.com
 생산품/서비스 : 스마트팜(수경재배장치)  근로자  : 5명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39길 8-1, 	

2층(문래동2가)
 대표 이메일 : ywlee.ig@esgroup.com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식물을 생장을 보장합니다. 최신 재배시스템은 최소공간에서 최대
의 녹화를 실현합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생장 모니터링 및 제어, 주거환경 및 작업공간의 개선 및 맞춤형 
재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이노그린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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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기술영업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직무내용 기술영업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문제해결, 소통, 대인관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서류: 9.23 / 면접: 9.24

면접

주식회사 이레아이에스
 대표자명 : 임창목  근로자수 : 9명
 생산품/서비스 : 배지함수율측정장치, 생장환경 측정장치  대표 전화 : 070-8680-0950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326번길 4(포남동, 203호)  대표 이메일 : cmlim@ireis.co.kr
 홈페이지 : http://ireis.co.kr/

㈜이레아이에스는 IT컨버전스 시대에 부응하는 IT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 제조, 공급하는 전문회사로, 
2010년 9월 법인을 설립한 이래 식물 공장 컨테이너 사업, 시설 재배 작물 생장 관리 사업 등의 스마트 농업 IT
와 스마트 에너지 사업 등 농업 IT, 에너지 IT, 스마트 레저, SW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해 오
고 있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과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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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마이컴 S/W 개발직

모집인원 2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인턴직

직무내용 MCU, 마이컴 S/W 개발가능자

모집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열정, 책임감, 학습역량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상시채용

농업, 임업용 기계 및 제어 컨트롤러

면접

주식회사 인지시스템
 대표자명 : 이상은  근로자수 : 3명
 생산품/서비스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대표 전화 : 031-406-8153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1층 101호  대표 이메일 : ing@ingsys.co.kr
 홈페이지 : www.ingsy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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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고졸(예정)자  
채용상담/면접

㈜ 자연의 모든것

채용계획
모집분야 매장직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서울, 경기

근무요일 월~토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과일채소 판매, 고객응대, 매장관리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대인관계, 열정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관심사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1차(본사) → 2차(매장) / 면접은 수시로 진행

 대표자명 : 강명균,이관중  근로자수 : 50명
 생산품/서비스 : 청과채소 판매  대표 전화 : 02-405-6827
 주소 : 서울 송파구 중대로146 유나프라자5층  대표 이메일 : khj@chonggak.net
 홈페이지 : http://www.chonggakne.com/

총각네 야채가게는  책, TV, 신문, 잡지 등에 언급된 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과 가장 신선한 야채를 
가장 즐겁게 판매하고 있는 도전, 열정, 꿈이 넘치는 총각네 야채가게 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수산물 유통 
매장이 되는 그 날까지 그리고 한국의 월마트를 목표로 쉼 없이 매진하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세상
을 꿈꾸며 열정이 있는, 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영업의 기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  총각네 야채가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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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송해안(강영석)  근로자수 : 3명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 	

2층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대표 전화 : 063-221-0079
 대표 이메일 : jbcenter19@hanmail.net

 홈페이지 : www.jbworkplus.or.kr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전라북도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는 14개 시군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통한 농어업, 
농산업 분야 일자리 발굴 및 정착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채용계획
모집분야 기타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전북

근무요일 -

연봉 -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기타

직무내용

농어촌 일자리·일거리 은행 운영	
- 지역민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은행에 등록하면, 	

지역의 활력을 더하는 일자리 및 일거리와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	
- 지역의 일터(경영체)와 마을을 등록하면, 지역의 숨은 인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제공	

- 지역민 재능·경력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창업 역량강화교육 지원

모집전공 무관

학력 -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고졸(예정)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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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

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학술연구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전남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국책연구과제 수행 및 교육

모집전공 -

학력 석사 이상

주요인재상 분석력, 성과지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농업분야의 학술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기업체로서 국가연구과제, 지자체 및 민간 농업경영체 컨
설팅, 지자체가 실시하는 각종 농어산촌 교육등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연구소입니다.

 대표자명 : 이승현  홈페이지 : farmparty.co.kr
 생산품/서비스 : 학술연구, 컨설팅, 교육  근로자수 : 3명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0번길 

28, 상가 102-306
 대표 전화 : 062-945-7938
 대표 이메일 : shleemis@hanmail.net

주식회사 지앤비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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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면접

채용계획
모집분야 2020 F/W 수확작업 팜코디네이터

모집인원 00명 0명

근무예정지 강원 강원

근무요일 월~토 월~토

연봉 2800만원이상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무관

고용형태 파견대행 계약직

직무내용
20년 9월부터 강원 양구(무,배추,사과),	

 인제(고추,감자)에서 수확 관련 현장테스트를 통과한 	
참여자들에게 일8시간 8만원을 드립니다. 	
카카오톡 푸마시 채널추가 후 문의하세요.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구직자와 	
구인자의 소통을 돕고 갈등을 중재하며, 	

농장의 생산성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장주의 제3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직업

모집전공 무관 무관

학력 무관 무관 

주요인재상 책임감, 팀워크, 꼼꼼함 대인관계, 책임감,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

전형절차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일자리 신청, 	
전화 인터뷰 후 현장테스트 인터뷰 후 교육수료(3박4일) 필수

 대표자명 : 김용현  근로자수 : 4명
 생산품/서비스 : 농촌일자리 / 직업정보제공  대표 전화 : 1670-821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 5층 R572호  대표 이메일 : info@poomasy.com
 홈페이지 : www.poomasy.com

주식회사푸마시

농촌엔 일할 사람이 없고, 도시엔 일자리가 없다!
도시의 좋은 사람과 농촌의 건강한 일자리를 이어줄 수 있다면?
㈜푸마시는 농촌일자리 직거래 플랫폼으로서, 내일의 농부를 찾아서 키우며 함께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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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최한국, 최보성  홈페이지 : www.kbiochar.com
 생산품/서비스 : biocharcoal 생산, 홈가드닝 서비스  근로자수 : 10명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	

창업보육센터 113호
 대표 전화 : 010-7377-1765 (063-237-1766)
 대표 이메일 : kbiochar@naver.com

채용계획
모집분야 IT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집인원 2명

근무예정지 전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직무내용 식물 관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관리

모집전공 전공자(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IT전공)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책임감, 계획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IT계열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려 자격증 및 경력

전형절차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국 바이오차

㈜한국바이오차는 급속히 황폐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농토와 생활환경을 복원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결과
로 특허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차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에너지, 유기자원순환촉진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바이오차(Bio-char)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
결책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의 오랜 숙원인 지속가능한 농업에 필요한 각종 유기자원이 원활히 순환시스템의 중심에서 (주)한국
바이오차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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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디자인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1800~20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현수막 제작, 교재 제작, 유튜브 영상 편집, 	
회사 홍보영상 제작 등 교육사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 전반

모집전공 전공자 (디자인, 일러스트, 영상편집 전공)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책임감, 꼼꼼함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디자인 분야 관련 포트폴리오

전형절차 면접 

한국농업아카데미 주식회사

한국농업아카데미㈜는 2015년 11월 이덕형 단장을 대표로 설립하여 대한민국 농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아카데미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농어촌희망재단, 경기도청, 
지자체농업기술센터(포천시, 용인시, 평택시, 양평군, 부안군, 예산군 등) 등 다영한 농업유관기관 주최 농업교
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교육(2015~현재), 청년창업농 필수교육
(2018~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2016~현재) 등 미래 세대 농업인 교육과 농촌진흥공무원 기술보
급실무교육(2016~현재) 등 다양한 농업계 종사자, 종사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국내교육과 국외연수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의 결과로서 5년간 75개 
과정의 교육을 주관하였으며, 12,76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농업아카데미(주)는 
농업교육분야의 최전방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자명 : 이덕형  홈페이지 : www.nongway.com
 생산품/서비스 : 농업교육  근로자수 : 14명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303호
 대표 전화 : 031-677-7590
 대표 이메일 : jibs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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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박현출  홈페이지 : kasfi.or.kr
 생산품/서비스 : -  근로자수 : 5명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7, 안양벤처텔 804호
 대표 전화 : 031-341-8317
 대표 이메일 : kaicaf14@gmail.com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협력과 스마트팜의 육성 및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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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

모집인원 3명 

근무예정지 -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면접시 협의

신입/경력 -

고용형태 프리랜서

직무내용 -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문제해결, 대인관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관심사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대표자명 : 김연천  근로자수 : 4명
 생산품/서비스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제  대표 전화 : 063-276-3933
 주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망표길 122  대표 이메일 : foodbay@hanmail.net
 홈페이지 : http:://blog.daum.net/foodbay

㈜ 한국융복합바이오공학센터

당사는 토양과 식물을 살리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사짓던 토양이 죽어, 농작물 재배가 불
량해지는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물질을 개발하여 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은 “에코린”으로
서 소나무까지 살려내고 돌처럼 단단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연작장해를 완전히 해결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의 토양까지 살려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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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안병은  근로자수 : 7명
 생산품/서비스 : 유기농 허브, 꽃재배 및 가공, 사회적농업  대표 전화 : 010-3723-2757
 주소 :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473번길 79-22  대표 이메일 : happyhanfarm@gmail.com
 홈페이지 : www.happyhada.com

협동조합 행복농장

2014년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농장을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복격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다가 
2016년에 협동조합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은 허브(바질, 애플민트, 로즈마리, 와일드루꼴라 등)와 꽃
을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직거래 및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농장 운영의 특성과 함께 설
립 때부터 농업 활동과 돌봄을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성인만성정신질환자들이 사회 특히 농촌지역사회로 복귀
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농장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들 그리고 마을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재확인 하고 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훈련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고 
2018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
다.2015년 프로그램 출신 정신장애인 2명이 현재 고용되어 함께 일하고 있다.

베이직시스템
Basic System

SIGNATURE
COLOR

오렌지

PANTONE 144C 

C0%+M50%+Y100%+K0%

그린

PANTONE 377C 

C50%+M20%+Y100%+K0%

블루

PANTONE 3125C 

C65%+M5%+Y20%+K0%

바이올렛

PANTONE 682C 

C35%+M75%+Y0%+K0%

다크그레이

PANTONE 425C 

C15%+M10%+Y0%+K75%

채용계획
모집분야 기타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충남

근무요일 -

연봉 -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기타

직무내용
협동조합 행복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농장입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1차적인 생산기능과 더불어 농업이 갖고 있는 전인적, 치유적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교육, 돌봄, 고용의 측면을 수행하는 농업을 뜻합니다.

모집전공 -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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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윤지영  근로자수 : 6명
 생산품/서비스 : 호두나무농장 관리 및 판매  대표 전화 : 1688-3015
 주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533, 1층  대표 이메일 : hbg1911@naver.com
 홈페이지 : www.황금농장.com

농업회사법인 황금농장 주식회사

국내 최대규모의 호두농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실생 묘목을 직접 생산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채용계획
모집분야 기타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전국

근무요일 -

연봉 -

신입/경력 기타

고용형태 기타

직무내용 국내 최대규모 호두농장 운영 및 관리

모집전공 -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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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

모집인원 2명

근무예정지 강원

근무요일 월~토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직영농장에서 생산된 종돈을 선별하여 일반농가에 	

모돈으로 판매관리 하는 일

모집전공 전공자(축산학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능동, 열정,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이력 / 2순위: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면접

 대표자명 : 장성훈  근로자수 : 57명
 생산품/서비스 : 양돈  대표 전화 : 1544-9266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자작길 73  대표 이메일 : gumdon0202@naver.com
 홈페이지 : www.돼지문화원.com

축산업 환경을 고부가치 사업으로 바꾸는데 앞장서며 '우리나라 축산업을 관광산업화'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축산업 최초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모델 확립
금보유전자, 금보육종: 유전자센터와 종돈장 (1차산업)
치악산금돈: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 (2차산업)
돼지문화원: 서비스업 (3차산업)

면접

농업회사법인㈜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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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축산 면접 고졸(예정)자  
채용

채용계획

 대표자명 : 하태식  근로자수 : 26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3층  대표 전화 : 02-581-9751
 홈페이지 : www.koreapork.or.kr  대표 이메일 : ksa001@chol.com

(사)대한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기하고 한돈에 관한 지식과 기술
을 향상시켜 한돈 생산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한민국 한돈
인들의 권익보호 및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 대한한돈협회

모집분야 옥황농장 / 생산,제조 농업회사법인화원 / 생산,제조 두레영농조합법인 / 생산,제조 운암농장 / 생산,제조

모집인원 2명 2명 2명 1명

근무예정지 경기 전남 경기 경기

근무요일 면접 후 결정 면접 후 결정 면접 후 결정
① 9시간/일 

② 월2회 휴무 
(면접 후 상세 결정)

연봉 면접 후 결정 200만원/월
(면접 후 상세 결정) 면접 후 결정 면접 후 상세 결정

신입/경력 무관 무관 무관 무관

고용형태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학력 무관 무관 무관 무관

역할
1. 비육사 근무 (1명) *21

년 4월 출근	
2. 임신사 근무 (1명) *21

년 1월 출근
생산파트 임신사, 자돈사 근무 비육사 근무

지원자격 - - - -

우대사항 경력직 우대 경력직 우대 경력직 우대 경력자 우대

전형절차 서류 → 면접 → 채용 서류 → 면접 → 채용 서류 → 면접 → 채용 서류 → 면접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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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협진농장 / 생산,제조 신미래 / 생산,제조 행복농장 / 생산,제조 참길팜 / 생산,제조

모집인원 3명 1명 1명 1명

근무예정지 울산 강원 경남 경북

근무요일 면접 후 결정 면접 후 결정 면접 후 결정 주6일	
(면접후 상세 결정)

연봉 면접 후 결정
190만원/월 	

(면접 후 상세 결정)
220만원/월	

(면접 후 상세 결정)
200만원/월	

(면접 후 상세 결정)

신입/경력 무관 무관 무관 무관

고용형태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학력 무관 무관 무관 무관

역할 1. 관리직(2명)	
2. 생산종부기사(1명) 임신사 파트 담당 농장근무 양돈생산파트 

지원자격 - - - -

우대사항 경력직 우대  경력직 우대 경력직 우대 경력직 우대

전형절차 서류 → 면접 → 채용 서류 → 면접 → 채용 서류 → 면접 → 채용 서류 → 면접 → 채용

(사) 대한한돈협회

축산 면접 고졸(예정)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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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참길팜 / 생산,제조 우리손에프앤지 / 	
기타

하이포크 스마트팜 / 
생산,제조 마루농장 부흥양돈	

영농조합법인

모집인원 1명 2명 0명 1명 -

근무예정지 경북 전남 경북 경남

근무요일 주6일	
(면접후 상세 결정) 면접 후 결정 주 40시간 근무 - -

연봉
200만원/월	

(면접 후 상세 결정)
200만원/월	

(면접 후 상세 결정)
면접 후 결정 면접 후 결정 -

신입/경력 무관 기타 무관 - -

고용형태 기타 기타 기타 - -

학력 무관 기타 무관 - -

역할 양돈생산파트      양돈사육 관리자 양돈축사 	
전반적인 업무 일괄사육 현장직 -

지원자격 - - - - -

우대사항 경력직 우대  경력직 우대  경력직 우대 - -

전형절차 서류 → 면접 → 채용 서류 → 면접 서류 → 면접 → 채용 - -

(사) 대한한돈협회

축산 면접 고졸(예정)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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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면접

 대표자명 : 이범호  근로자수 : 100명
 생산품/서비스 : 돈육  대표 전화 : 02-409-6894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940  대표 이메일 : donmarumall@naver.com
 홈페이지 : www.donmarumall.com

채용계획
모집분야 영업 및 영업관리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 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능동, 문제해결, 열정, 책임감,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역량 / 2순위: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돈마루에서는 돈육의 농장,생산,유통을 모두 관리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돼지고기를 공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한우, 소시지등 다양한 축산가공품까지 각 용도에 맞게 작업하고 포장한 상품으로, 조리시 
편리하고 유용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돈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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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시설 설치 및 AS

모집인원 2명

근무예정지 -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당사에서 제조한 축산설비를 축사에 설치하는 업무 (지방출장 가능한자 필)

모집전공 무관 (전기관련 기능자 우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열정, 책임감,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 삼우
 대표자명 : 안광덕  근로자수 : 30명
 생산품/서비스 : 축산용 기자재 제조, 설치  대표 전화 : 031-353-802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용수길26번길4  대표 이메일 : www.sweng35@hanmail.net
 홈페이지 : www.samwooinc.net

당사는 축산 사료급기기, 급수시설, 환기시설, ICT 스마트팜 제어시설을 제조, 판매,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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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이범권  근로자수 : 860명
 생산품/서비스 : 사료, 돈육  대표 전화 : 02-2225-0623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78  대표 이메일 : dhjung@sj.co.kr
 홈페이지 : www.sj.co.kr

저희 선진은 농장에서부터 고객의 식탁까지 우리가 만든 축산물이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작은 농장에서 키웠던 꿈은 양돈과 사료에서 식육   육가공에 이르는 축산업 전
반의 사업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더욱 커져 국내를 넘어 필리핀, 베트남, 중국, 미얀마 그리고 인도까
지 진출한 글로벌축산식품전문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 선진

채용계획
모집분야 기타

모집인원 0

근무예정지 기타

근무요일 월 - 금

연봉
2020년 대졸 공채 초봉 3,600만원 + ∂ (경영성과급)

* 월 22시간 초과근무 시 기준
** 입사 후 수습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일반: 영업(사료, 식육, 육가공), 생산관리(사료) 등

- IT·기술부문 : 사내 인프라 운영, 축사설계 등
- R&D : 종돈 육종전문가 등

* 선진 홈페이지(sj.co.kr) 직무 소개 및 채용

모집전공 -

학력 대학교 (4년)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1) 장교 전역자

2) 어학우수자(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3) 보훈취업 대상자, 장애인 등 관련법령상의 취업보호대상자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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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미생물 시험분석 이화학 시험분석 고객지원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2800만원 이상 2400~2800만원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경력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정규직

직무내용

- 미생물 분석 서비스지원
- 미생물 시험분석

(식품, 축산, 화장품, 위생용품 등)
- 시험분석 인프라 확대에 따른 

사업안정화 지원

- 이화학 시험분석(화장품)
- 이화학 시험분석 서비스 지원
- 시험분석 인프라 확대에 따른	

사업안정화 지원

- 시험분석 고객지원 
및 시료접수 관리 
- 고객지원 서비스	

(식품, 축산, 화장품, 
위생용품 등)

- 시험분석 고객관리, 
시료접수, 전산등록 

관리

모집전공 전공자 (미생물 관련 전공) 전공자 (이화학 관련 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책임감,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시험검사 경력 2년 
이상(필수) -

화장품 분석 또는 	
유관업무 경력 5년 

이상 (필수)

시험분석 검사기관 
고객지원(접수지원) 
업무 2년이상 (필수)

전형절차 서류전형 → 1차 면접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2차 면접전형

 대표자명 : 전찬혁  홈페이지 : www.cesco.kr
 생산품/서비스 : 종합환경위생 서비스  근로자수 : 3,100명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상이로 10길 46  대표 전화 : 02-1588-1119

㈜ 세스코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해충방제 및 식품위생안전, 시험분석 등 토털 위생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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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면접

주식회사 쎄븐푸드

채용계획
모집분야 축산물, 도매영업 사원

모집인원 10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거래처 관리

- 상품정보 수집 및 공유
- 매출채권관리

모집전공 무관이나 축산관련 전공 우대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 신체건강하고 신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수도권지역 거주자로 출,퇴근이 용이한자

전형절차 서류: 10월말까지 / 면접: 면접일 협의 가능

 대표자명 : 이상수  근로자수 : 50명
 생산품/서비스 : 축산물  대표 전화 : 070-7458-5312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홍로 748  대표 이메일 : welctc@hanmail.net

수년동안 쌓아온 축산물 무역 및 영업의 전문성과 신용으로 전문가 집단만이 갖는 깊이 있는 정보력과 냉철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이로 전략적인 국제 축산 비즈니스 시스템을 이륙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캐나
다, 유럽, 호주, 남미 등 수입무역의 다변화를 통한 원재료의 가격 안정화를 이루었고, 국내 최대의 냉장(동)육 
유통업체로 발전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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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양돈 수의사 사양 관리 어병관리사

모집인원 1명 1명 1명

근무예정지 서울 서울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직무내용 양돈 수의, 질병 관리, 	
방역 등 직무 수행 농장 사양관리 직무 수행 양어질병관리 직무수행

모집전공 전공자(수의 전공) 전공자(축산 전공) 전공자(수산학 전공)

학력 대졸(예정) 이상 대졸(예정) 이상 대졸(예정) 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능동, 문제해결, 열정, 성과지
향 도전, 능동, 문제해결, 열정, 성과지향 도전, 능동, 문제해결, 열정, 성과지

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역량 / 2순위: 이력 1순위: 역량 / 2순위: 이력 1순위: 역량 / 2순위: 이력

기타 요구사항 - - -

전형절차 - - -

 대표자명 : 신영수  홈페이지 : www.cjfnc.com
 생산품/서비스 : 축산  근로자수 : 200~400명 미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비동 12층	

(을지로4가, 을지로트윈타워)
 대표 전화 : 02-3660-0709
 대표 이메일 : jy.lee10@cj.net

최고의 기술로 생명공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BIO 기업
글로벌 6개국 11개 공장, 37개국 판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라이신, 트립토판, 핵산, 발린, SPC(Soy 
Protein Concentrate, 농축 콩단백)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2015년 세계최초 발효기반 L-메치오닌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2016년 하이더 인수를 통한 식품
용 아미노산 사업의 확장, 2017년 브라질 셀렉타 인수를 통한 식물성고단백 사업 확장을 추진하여, 글로벌 선도 
BIO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씨제이생물자원주식회사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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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면접

채용계획
모집분야 마케팅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모집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문제해결, 꼼꼼함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ms 오피스 등 문서 작업 프로그램 응용 능력

전형절차 서류: 9.14~18  / 면접: 9.24~25

 대표자명 : 최상호
 생산품/서비스 : AI 기반 맞춤 펫푸드 서비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26, 2층 (야탑동,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홈페이지 : http://www.allfin.kr/
 근로자수 : 3명
 대표 이메일 : petherapieplate@gmail.com

주식회사 올핀은 AI를 기반으로 하여, 3종의 진단 키트를 통한 영양 큐레이션 엔진 및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으
며, 진단 정보에 따라 기능성 조제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종 목표는 반려견 빅 데이터 기반 토탈 서
비스 제공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당사의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방/유기농 
반려동물 맞춤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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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 -

모집인원 0명 0명

근무예정지 경기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직무내용 동물용 의약품(백신)제조
제품기획 및 마케팅 업무

- 파이프라인 세팅(제품라인 개발)
- 제품판매 거래처 발굴, 마케팅 업무

모집전공 무관 전공자
(수의학 전공)

학력 무관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문제해결, 책임감 도전, 능동, 열정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

전형절차 서류전형(~9/18) → 실무면접(9/24~25)	
→ 임원면접(미정) → 채용 서류전형 → 실무면접 → 임원면접 → 채용

 대표자명 : 강석진, 강재구  근로자수 : 106명
 생산품/서비스 : 동물용 의약품  대표 전화 : 02-795-2361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30  대표 이메일 : hrjh@woogenebng.com
 홈페이지 : www.woogenebng.com

면접

우진비앤지주식회사

우진비앤지는 1977년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43주년이 되는 동물용 인체 원료의약품 제조판매 전문기업입니
다. 1996년 품질관리우수업체(KV GMP)로 지정되고, 2009년 국제규격의 GMP 주사제 공장을 준공하였습니
다. EU-GMP의 개념설계로 준공된 우진바이오 백신공장도 KV GMP 허가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백신사
업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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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면접

 대표자명 : 박준현  근로자수 : 3명
 생산품/서비스 : 단미사료/제조 유통  대표 전화 : 02-525-7667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53길 18 511호  대표 이메일 : os@onesyrup.com
 홈페이지 : www.onesyrup.com

원실업

채용계획
모집분야 -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계약직

직무내용 거래처 관리 및 전화영업 	
그리고 비서업무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소통, 꼼꼼함, 학습역량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관심사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농축산학과 혹은 수산학과 우대

전형절차 자기소개서 및 면접

원실업은 배합사료의 원료인 곡물중개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현재에는 축산용 제품과 양식용 제품 및 양식장의 
토양 개선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양식 환경 및 축산 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
품을 개발하는 한편, 선진국의 양질의 제품을  찾는 노력 역시 경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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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온라인 커머스

모집인원 3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직무내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컨텐츠 제작

모집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 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문제해결,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대표자명 : 이종근  근로자수 : 35명
 생산품/서비스 : 전자상거래/축산유통업  대표 전화 : 010-6731-0501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대표 이메일 : mitty@6gram.co
 홈페이지 : www.6gram.co.kr

모두의 정육점 마장동소도둑단, 1%의 정육점 식스그램을 운영하는 ㈜육그램입니다

육그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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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축산마케팅 축산영업(경북담당)

모집인원 1명 1명

근무예정지 경기 경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마케팅 업무 총괄 (팀장급)

축산분야 마케팅 전략 및 계획 수립, 시장조사, 판촉 및 
홍보물 제작, 매체 홍보 (잡지, 신문 광고물 원고 작성), 

제품 학술지원 및 내부교육, KOL관리

축산동물약품 지역 영업 (구제역 백신 등), 	
거래처 관리 등

모집전공 전공자(자연계열, 수의학과, 축산학과 등 관련분야 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열정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지원자격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팀장급)

동물 약품/사료 영업 또는 마케팅 유경험자,
동물용 의약품 분야 경력자

*우대사항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영어능통자 우대,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지원자격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동물 약품/사료 영업 경력자

운전가능자,해당지역(경북) 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자연계열, 수의학과, 축산학과 등 분야 전공자 우대,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 검사(온라인) → 면접 → 최종합격

㈜케어사이드

㈜케어사이드는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의약품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동물용의약품 전문회사로서, 현재 국내 구
제역백신 판매 1위 회사이며, 미래 국내 최고의 “1등 동물용의약품회사”를 지향합니다. ㈜ 는 동물에게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의약품을 보급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도전
정신을 갖춘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대표자명 : 유영국
 생산품/서비스 : FMD백신, ASF소독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

번길 14, A동 B 306~310호

 홈페이지 : www.careside.co.kr
 근로자수 : 62명
 대표 전화 : 031-785-1400
 대표 이메일 : careside@caresi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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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홍보기획 연구개발

모집인원 1명 4명

근무예정지 경기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기업 및 브랜드 홍보 컨텐츠 기획/운영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홍보기사 등)

SNS 채널별 프로모션 기획/운영
홍보 활동별 효율성 분석
기획홍보 관련 일반사무

4개분야 연구원 채용
- 동물백신 제제개발
- 동물백신 효능평가
- 동물백신 품질관리
- 백신 생산공정 개발

 *입사지원 시, 지원분야 선택 

모집전공 무관
전공자

(수의학, 미생물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바이러스학, 생화학 등 관련 전공)

학력 대졸(예정)이상 석사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소통, 열정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지원자격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SNS 콘텐츠 기획 유경험자
바이럴 마케팅 유경험자 

*우대사항
포토샵 등 디자인툴 사용가능자 우대, 영어능통자 우대,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지원자격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우대사항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박사 우선채용, 수의사 면허

증 소지자, 영어능통자 우대,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
대, 인근거주자 우대, 병역미필자는 전문연구요원 근무 

가능자 우대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 검사(온라인) → 면접 → 최종합격

㈜케어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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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면접

채용계획
모집분야 생산직

모집인원 00명

근무예정지 경기, 충남

근무요일 월~토(토요일 격주 휴무)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양돈 사양관리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열정,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 → 인턴(3개월) → 정규직전환	
 ※ 상시채용

 대표자명 : 김일  근로자수 : 200명
 생산품/서비스 : 양돈/도축/컨설팅  대표 전화 : 041-569-1982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03
 대표 이메일 : f-mdjm@daum.net

(매출액 연1,000 억원 / 상시 직원수 약 200 여명)
팜스리더는 4개의 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랜기간의 양돈 노하우를 통해 고품질의 비육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도축 법인(백제나루 영농조합법인) 과 2017년 유통 매장(도뜰 우리축산물 
판매장)을 오픈하면서 안정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유통 분야로의 수직 계열화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팜스리더와 함께 미래 농/축산업을 선도해 나아갈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직원 개개인의 독
립·성장을 돕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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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팜스토리
 대표자명 : 편명식, 배수한  홈페이지 : www.farmstory.co.kr
 생산품/서비스 : 배합사료(양돈,양계), 식육 / LPC  근로자수 : 130명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역삼동, 유니온센터)
 대표 전화 : 043-879-0500
 대표 이메일 : baefeed@edodram.net

㈜팜스토리는 사료사업부문과 식육사업부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축산전문기업입니다. 사료부문은 배합
사료의 생산 및 판매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발전과 농장의 성적 향상을 위해  복체인솔루션이라는 양돈 전문 인
프라를 구축하여 농장에 필요한 핵심 분야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육부문은 최신식 도축, 가공설비를 
바탕으로 전국 판매망을 보유하여 생생포크, 생생한우의 전문 식육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
한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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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축산 고졸(예정)자  
채용

채용계획
모집분야 -

모집인원 2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프리랜서

직무내용 홈페이지 관리 MD 1명 / 
영업관리 1명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도전, 열정, 성과지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어학우대 / 홈페이지 관리자 우대

전형절차 지원(10월말) → 면접(10월말) → 알림

 대표자명 : 지금순  근로자수 : 3명
 생산품/서비스 : 애완견사료 수입.유통  대표 전화 : 031-966-9473
 주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70번길 179 (도내동)  대표 이메일 : silvergull77@nate.com
 홈페이지 : www.pet3l.co.kr

면접

펫쓰리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오랜 삶* 세상 모든 반려견의 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펫쓰리엘입
니다. 바이탈에센셜(미국) 동결건조사료, 내추로(영국) 습식사료를 수입, 유통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1000만 시
대에 *프리미엄의 대중화*를 가치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펫쓰리엘입니다. 시장의 새로운 리더가 되고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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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축산

주식회사 펫픽

채용계획
모집분야 제조

모집인원 미정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1800~20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계약직

직무내용 동물용 사료 제조 및 포장
재료 전처리 - 계량 및 조리 - 포장 등 사료 제조를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필요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책임감, 학습역량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서류 → 면접 → 채용

 대표자명 : 진민구  홈페이지 : https://petpick.net
 생산품/서비스 : 동물용사료  근로자수 : 4명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 	

대륭테크노타운6차 805호
 대표 전화 : 02-1522-5716
 대표 이메일 : minguj@petpick.net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사료를 만드는 주식회사 펫픽입니다. 기존 건사료와 달리 사람이 먹는 등급의 식재
료를 배합하여 스팀조리 하는 방식의 화식/자연식 제품입니다. 건사료와 마찬가지로 강아지 혹은 고양이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충족된 식사로 건사료 대신 주식으로서 식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 질병이 있는 아이들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2018년 6월 GS홈쇼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시설을 보다 확장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아이들이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산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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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냉동파트 생산관리

모집인원 0명 0명

근무예정지 전북 전북

근무요일 월~토(토요일 격주 휴무) 월~토(토요일 격주 휴무)

연봉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직무내용
1. 생산 설비 유지보수	

2. 냉동보일러 관리	
3. 프레온냉동기 조작 및 관리

1. 생산계획 관리	
2. 제품별 생산성 관리	

3. 작업장 위생상태 관리

모집전공 무관 무관

학력 고졸(예정) 이상 고졸(예정) 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능동, 책임감 도전, 책임감, 성과지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역량 / 2순위: 이력 1순위: 이력 / 2순위: 역량

기타 요구사항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필수) 축산관련 전공인원(우대)

전형절차 1.서류전형 2.인,적성검사 3.면접진행 4.채용검진 1.서류전형 2.인,적성검사 3.면접진행 4.채용검진

 대표자명 : 박길연, 김홍국, 윤석춘  근로자수 : 2,350명
 생산품/서비스 : 자연실록, Fresh-up, 용가리 등  대표 전화 : 063-860-2114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대표 이메일 : recruit@harim.com
 홈페이지 : www.harim.com

주식회사 하림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대표기업 하림은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던 농업을 2,3차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발전시
켰습니다. 자연을 담은 건강한 먹거리로 식문화를 선도하며 행복을 나누는 우리 하림은 신선하고 안전한 최고의 
제품을 생산, 공급합니다.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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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윤흥배  근로자수 : 3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88 축산회관2층  대표 전화 : 02-3471-9401
 홈페이지 : www.kaita.co.kr  대표 이메일 : kaita1@daum.net

채용계획
모집분야 -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계약직

직무내용
정확한 인공수정자료수집, 	

한우정액유통현황파악, 	
한우인공수정DB 및 정보 활용과 오류점검 등

모집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책임감, 분석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와 협동조직을 강화하여 회원의 권익옹호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은 물론 가축개량 증
식사업을 통하여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고 회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및 한우인공수정전산화
사업 등으로 정확한 인공수정자료수집으로 친자불일치 해소 및 안정된 송아지 수급관리 등 인공수정 전산망 구
축과 정보 활용

(사)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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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서울, 세종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면접시 협의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직무내용 -

모집전공 전공자
(농축산식품 관련 전공, 회계학, 세무학 등 전공)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책임감,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농축산식품 관련 전공자, 사료관련 업무 경력자, 영어 회화 가능자 우대

전형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대표자명 : 이상길  근로자수 : 49명
 생산품/서비스 : 협회  대표 전화 : 02-585-2223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대표 이메일 : kfeedia@hanmail.net
 홈페이지 : www.kfeedia.org

(사)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는 현재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8년에 창립하여 사료 수입신고 등 
정부 위탁업무와 정부 지원사업을 토대로 단미사료, 보조사료, 섬유질 배합사료 업계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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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협회 기술연구원

모집인원 0명 0명

근무예정지 경기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800만원 20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직무내용 사무처 노무, 인사, 회계업무 기술연구원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 및 사료검정

모집전공 무관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소통, 책임감, 꼼꼼함 능동, 책임감, 분석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공통 : TOEIC 700, TOEIC Speaking Level 6	

(외국어 회화 능력 우수자 우대)
- 사무처 : 경영학과 전공자 우대

- 공통 : TOEIC 700, TOEIC Speaking Level 6	
(외국어 회화 능력 우수자 우대)

- 기술연구원 : 관련 학과 전공자 및 시험검사 경험자 우대

전형절차 서류 → 면접→ 결과발표

(사)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는 회원의 기술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동물약품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산업 및 동
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품질
관리 재고를 위하여 동물약품기술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명 : 곽형근
 생산품/서비스 : 서비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

길 8-6 수의과학회관 3층

 홈페이지 : www.kahpa.or.kr
 근로자수 : 20명
 대표 전화 : 031-707-2470
 대표 이메일 : webmaster@kah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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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사)한국사료협회
 대표자명 : 조충훈  근로자수 : 44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76  대표 전화 : 02-581-5729
 홈페이지 : www.kofeed.org  대표 이메일 : gener@kofeed.org

(사)한국사료협회는 국내 민간배합사료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정부 위탁업무 등 우리나라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모두 43개로서 전국적으로 72개 공장이 있으며, 국내 총 배합
사료 생산량의 약 70%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선도적·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채용계획
모집분야 의료.제약.바이오 경영.사무

모집인원 0명 0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31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모집전공 농화학, 동물자원학과, 미생물학, 수의학, 식품영양학,
식품화학, 축산가공학, 축산학 또는 관련학과 및 학부 -

학력 대학교 (4년)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ㅇ 농축산·식품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ㅇ 한글 및 MS-Office 사용 가능자

ㅇ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가능자 우대 (공인평가자료제출)
ㅇ 기타 관련 자격증 우대

- 경력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연구직일 경우 실험실 분석 유무 기재(자기소개서)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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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신귀철
 생산품/서비스 :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주관 및 반려견 전문인력 양성, 견종 혈통관리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41 어린이회관 동관2층
 홈페이지 : http://www.kkc.or.kc
 근로자수 : 12명
 대표 전화 : 02-2265-3349
 대표 이메일 : kkcdog@chol.com

견종 혈통관리와 보호활동,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반려견지도사 등 전문가 양성과 인증,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프
로그램 개발 및 교육, 어질리티와 디스크독 등 도그 스포츠 보급, 인명구조견, 사체탐지견, 동물매개치료견, 어린
이 체험교육, 반려동물문화 행사 프로그램 개발 등 해당 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88년에 설립된 한국애견협회는 농림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로써 약 40만 명의 회원들과 함
께 건강한 반려동물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한국애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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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국내 12개 유가공 업체가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가공업과 낙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제품의 소비 확대 및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체위향상을 위해 정부 시책에 적극 기여하고, 회
원 상호 간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로는 낙농 및 유가공산업의 기술 향상, 유제품
의 품질개선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지도 계몽사업, 원유 및 유제품의 수요개발과 소비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광고, 유업체간의 원유 수급관계 업무 등이 있으며, 유제품 및 우유의 수출입업 및 알선을 통해 국내 유제품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진행중입니다.

모집분야 사무보조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계약직

직무내용 회계업무, 사무, 행정 보조업무 진행

모집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 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소통,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이력 / 2순위: 역량

기타 요구사항 외국어 능통자 우대

전형절차 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대표자명 : 정수용  근로자수 : 8명
 생산품/서비스 : 비영리법인  대표 전화 : 02-584-3631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 예은빌딩 3층  대표 이메일 : jms@koreadia.or.kr
 홈페이지 : www.koreadia.or.kr

(사)한국유가공협회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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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협회이며, 펫 사료 관련 사업자 사업증진 및 관련 제도, 기술, 유통 등의 개
선을 추구하여 건강하고 신뢰받는 펫 사료 산업이 되도록 기여하는 단체 임. 추가로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회원
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펫 산업 박람회인 “K-PET(CAT) FAIR”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 6회 개최중이며, 
“K-PET(CAT) FAIR”는 국내 펫 사료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펫 산업 박람회
로 해외에서도 관심도가 높아 바이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행사임. 

(사) 한국펫사료협회
 대표자명 : 김종복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1차 A동 3층 35호
 홈페이지 : www.kopfa.org
 근로자수 : 11명
 대표 전화 : 031-8027-3769 

채용계획
모집분야 서비스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주5일

연봉 면접시 조율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기타

직무내용
1. 업체(회원사) 관리

2. 경리(회계)
3. 사무보조

5. 각종 행사 시 현장 서비스

모집전공 -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채용과정은 서류심사 후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선발.

고졸(예정)자  
채용

※ 올해 채용계획은 없으나 채용 시 아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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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

식품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모집분야 디자인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전남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직무내용 디자인 및 웹관리

모집전공 전공자(디자인 전공)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대인관계, 열정,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관심사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대표자명 : 허누림  근로자수 : 5명
 생산품/서비스 : 식용곤충, 식품, 제조 등  대표 전화 : 070-4681-3300
 주소 : 전남 담양군 용면 박곡길 81-9  대표 이메일 : omopro@naver.com
 홈페이지 : www.omopro.com

식용곤충 및 식품 전문기업 오엠오입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래식품사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식용곤충과 가능성있는 우리농산물을 가공 및 개발하고 이를 많은 고객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OmO(오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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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IOT/IT 분야 식품분야  디자인 분야

모집인원 1명 1명 1명

근무예정지 전북 전북 전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2400~2800만원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무관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직무내용
홈페이지 구축/유지/보수, 식물재
배기 원격제어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라즈베리파이 개발환경 구축 
제품/메뉴 개발, 	

외식/프렌차이즈 관련 기존 자사제품 및 신제품 디자인

모집전공 전공자(관련분야 전공자 우대) 전공자(디자인 관련 전공)

학력 대졸(예정)이상 대졸(예정)이상 , 석사이상 대졸(예정)이상 , 석사이상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소통, 열정, 	
책임감, 팀워크 소통, 열정, 책임감, 팀워크, 계획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관련 전공 자격증 소지자 우대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 전공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형절차 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합격

 대표자명 : 강주석
 생산품/서비스 : 식품 및 화장품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F동 348호(식품벤처센터)

2018년에 설립된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으로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를 직접 연구, 개발하며 누리에서 보유하
고 있는 연구역량과 기술로 R&D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컬리스토리 : 생활요리 레시피와 함께 편리하게 가정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가정요리 쿡키트
- 혜가득 : 인체에 필수적인 미네랄 영양소를 과채발효음료와 결합하여 기호성과 영양성을 배가한 건강음료
- 에듀밀 : 아이들과 수험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영양간식세트
- 레시퓨어 : 깨끗한 천연원료만으로 만드는 순수하고 깨끗한 천연화장품

면접

농업회사법인 누리 주식회사
 홈페이지 : https://www.nurri.kr/
 근로자수 : 6명
 대표 전화 : 070-7738-4643
 대표 이메일 : jskang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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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기획마케팅 회계관리 영업

모집인원 1명 1명 1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무관 무관

고용형태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직무내용 제품 개발 및 관리, 디자인 개발, 
C1, B1 개발 및 관리, 제품 홍보 회계 결산, 전표 입력, 기타 사무업무 온라인 홈쇼핑, 신규개척 영업, 대형마

트 영업관리, B2B B2C 영업

모집전공 전공자(마케팅 전공) 전공자(회계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능동, 문제해결 문제해결, 계획, 꼼꼼함 능동, 소통,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동종업계 3년 이상 회계 관련 자격증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 3. 최종합격

 대표자명 : 강승봉  근로자수 : 257명
 생산품/서비스 : 훈제오리, 식육제품  대표 전화 : 062-713-5214
 주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산단로 277  대표 이메일 : jeeenju@dahyang.co.kr
 홈페이지 : www.dahyang.kr

면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다솔은 국내 최대, 그리고 최고의 오리 전문 그룹으로 우리나라 오리육가공업 시장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기업
이며, 3개의 계열사인 '코리아더커드, 팜덕, 다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리의 부화, 사육, 도축, 가공, 유
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수직계열화를 이룬 오리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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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생산 물류 마케팅

모집인원 2명 2명 2명

근무예정지 서울 서울 서울

근무요일 기타(주5일 근무제이나, 월~토 중 1일, 일요일1일 	
이렇게 2일휴무 주별 근무표에 따름)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2400~2800만원 2400~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무관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직무내용 HACCP 공장 생산 팀 택배물류 포장 및 출고 마케터 및 디자이너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고졸(예정)이상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대인관계, 팀워크, 꼼꼼함 대인관계, 팀워크, 꼼꼼함 대인관계, 팀워크, 꼼꼼함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제과, 제빵 자격증 보유시 우대

전형절차 서류, 면접

 대표자명 : 문동진
 생산품/서비스 : 비건빵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1210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홈페이지 : www.thebreadblue.com 
 근로자수 : 30명
 대표 전화 : 070-7763-0723
 대표 이메일 : tbb@thebreadblue.com / moon@thebreadblue.com

더브레드블루는 식물성 원재료만 사용하여 빵과 디저트를 만드는 비건베이커리입니다. 제조공장, 매장, 온라인 
B2C, B2B판매재널을 운영중에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비건식품기업으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더브레드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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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식품가공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1800~20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문제해결, 책임감, 꼼꼼함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지게차 운전면허증

전형절차 면접 후 결격사유 없을시 일정기간(3개월) 인턴과정 경과 후 정규직 채용

 대표자명 : 이미진  근로자수 : 6명
 생산품/서비스 : 조미식품, 면류  대표 전화 : 031-677-2900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천문대길 24  대표 이메일 : dongjiinbest@naver.com

천연 생물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식품가공소재를 생산하는 특화된 기술을 보유. 생산된 식품소재를 이용한 	
친환경/특수목적형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임. 향후, 3D식품 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식품제조에 필요한 소재(식품
잉크) 생산을 목표로 함

농업회사법인 동진식품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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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면접

주식회사 디보션푸드

채용계획
모집분야 식품 연구원 식품 공장운영 경영지원

모집인원 2명 1명 0명

근무예정지 서울 서울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토(토요일 격주 휴무)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2000~24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직무내용

식물성대체육 연구, 식물성단백	
고도화 연구, 식물성 피 향연구, 	

식물성 지방 연구, 	
식물성 대체육 효능 연구, 	

식물성 대체육 관련 응용식품연구

식물성 대체육 생산에 관한 	
총괄 프로세스 담당자

비서업무, 총무업무, 	
경리업무, 회계 업무 등

모집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 석사이상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책임감, 팀워크 능동, 책임감, 성과지향 문제해결, 책임감, 꼼꼼함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 영어 능통자

전형절차 - 면접 면접

 대표자명 : 박형수  근로자수 : 4명
 생산품/서비스 : 식물성 대체육/ 연구 및 생산  대표 전화 : 010-9466-5581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1관 3층  대표 이메일 : hello@devotionfoods.com
 홈페이지 : www.devotionfoods.com

 디보션푸드는 기존 육류소비로 인한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GMO와 식품첨가물이 없는 안
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대체육 기술을 개발하여 유통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디보션푸드는 자체 기술인 BTVP제조기술 및 식물성지방, 식물성 피 등 대체육에 관련된 8가지의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실제고기와 더욱 근접하게 대체육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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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최효원  홈페이지 : www.celebox.co.kr
 생산품/서비스 : 손질새우 / 김  대표 전화 : 02-6953-0021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68 C동  대표 이메일 : master@bclab.co.kr

주식회사 비씨랩

식품 기반으로 각종 상품들 유통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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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식품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이라이프
 대표자명 : 강상진  근로자수 : 10명
 생산품/서비스 : 가공식품, 전자상거래  대표 전화 : 031-811-1688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59, 206호  대표 이메일 : alife@a-life.co.kr
 홈페이지 : https://a-life.co.kr/

채용계획
모집분야 MD 생산직

모집인원 2명 2명

근무예정지 경기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000~2400만원 2000~2400만원

신입/경력 무관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직무내용 특정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인 장소, 시기, 가격, 
수량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일에 관한 계획과 관리 신규 식품공장 설립에 의한 추가모집

모집전공 무관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문제해결, 팀워크 책임감, 팀워크, 꼼꼼함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

전형절차 화상면접 후 대면면접 화상면접 후 대면면접

(주)에이라이프의 A는 Agriculture(농업), Advanced(선진), Aid(협력)을 의미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신
선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에이라이프는 생
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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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장종현  근로자수 : 6명
 생산품/서비스 : 곡류가공식품  대표 전화 : 054-956-7272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유월2길 40-15  대표 이메일 : ograe@ograe.co.kr
 홈페이지 : www.ograe.co.kr

채용계획
모집분야 MD 웹디자인

모집인원 1명 1명

근무예정지 경북 경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2400~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1. 온,오프라인 입점 진행
2. 거래처 및 온라인몰 MD 소통 및 관리	

(오프라인 영업일부)
3. 견적서 및 상품 공급가 책정

4. 온라인 상시딜 및 할인딜 기획 및 진행

1. 자사몰 및 온라인몰 상품등록
2. 상세페이지 및 SNS 채널 배너

3. 카달로그 및 브로셔 제작
4. 온라인 이벤트 진행

모집전공 무관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소통, 성과지향 소통, 계획, 성과지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관련 업무 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소개자료 제출 일러스트, 포토샵 자격증

전형절차 이력서 및 자소서 접수 → 면접

㈜오그래 농업회사법인은 영양이 풍부한 국내산 현미를 가공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곡류
가공식품인 그래놀라를 제조, 유통하는 현미 가공식품 전문 기업으로 곡류가공식품 전문브랜드 "오그래"와 단
백질 식품 전문 브랜드 "오핏"을 중심으로 제조 뿐만 아니라 유통사로써 기초를 다져가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
에 대해서 연구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관리는 전문 식품 푸드랩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면접

주식회사 오그래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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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한상희외 1명  근로자수 : 10명
 생산품/서비스 : 꿀  대표 전화 : 010-6331-6133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2-8, 101호  대표 이메일 : suun333@naver.com

자연보담

채용계획
모집분야 생산.제조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기타

근무요일 -

연봉 -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기타

직무내용 약초꿀, 약초소금을 유통하는 업무

모집전공 무관

학력 -

주요인재상 -

평가 우선사항 -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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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직영점장, 매니저 영업(Franchise Consultant)

모집인원 00명 00명

근무예정지 전국 전국

근무요일 기타: 매장 사정에 따라 상이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직무내용 직영매장 관리, 조리, 서빙, 전송등 매장운영 전반 가맹점 영업, 점포개발, 신규개설 영업, 신규상권 창업 영업

모집전공 무관 무관

학력 고졸(예정) 이상 전문대졸(예정) 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소통, 대인관계 능동, 열정,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관심사 / 2순위: 역량 1순위: 역량 / 2순위: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

전형절차 서류검토 → 1,2차면접 → 치킨대학교육 → 입사 서류검토 → 1,2차면접 → 치킨대학교육 → 입사

 대표자명 : 윤경주  근로자수 : 235명
 생산품/서비스 : 도매업/상품연쇄화산업  대표 전화 : 02-3403-9138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64  대표 이메일 : 13398@bbq.co.kr
 홈페이지 : www.genesiskorea.co.kr

1995년 09월 01일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외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제너시스BBQ 그룹은 1995년 09월 01일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외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이며, 치킨업계 부동의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BBQ'를 시작으로 14개브랜드 전 세계 4,0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프랜차
이즈 그룹입니다. 제너시스 BBQ 그룹의 이러한 성장은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철저한 상생의 경영이
념과, 업계최고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완비를 통한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마케팅의 성공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었으며, 고객에게 맛과 건강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전 임직원이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최단기간내에 1,000호점의 돌파한 제네시스BBQ 그룹의 신화는 치킨역사상 
최초로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원료로 사용한 '황금올리브 치킨' 출시에 이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
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BBQ프리미엄카페'로 이어지며 '전세계 5만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최고
의 프랜차이즈 그룹' '세계1등기업' '천년기업 제너시스'라는 비전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면접

㈜제너시스비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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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대전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전기>전기자동제어>자동제어기기제작 
: 기계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작성, 	
사용자화면 작성하기, 제어프로그램

모집전공 전공자(소프트웨어 전공)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문제해결, 대인관계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프로그래밍 자격증

전형절차 1차 : 서류 / 2차 : 면접

주식회사 제이푸드테크

식품(FOOD)산업과 기술(TECHNOLOGY)이 접목된 새로운 산업으로 식품의 생산, 보관, 유통, 판매 등 관련된 
분야의 기술로 생산, 식품공급, 제조 및 관리, 식품/식당 검색, 주문 및 배달, 소비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

 대표자명 : 김지현  근로자수 : 9명
 생산품/서비스 : 식품, 식품가공기계  대표 전화 : 042-295-7779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44번길 11(신탄진동)  대표 이메일 : jfoodte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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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면접

㈜ 진한식품
 대표자명 : 위영배  근로자수 : 90명
 생산품/서비스 : 궁중삼계탕  대표 전화 : 031-958-8336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능골길 40  대표 이메일 : jhf8337@hanmail.net
 홈페이지 : www.jhf.co.kr

㈜진한식품은 전통의 맛을 잇고 그 맛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으며 시대와 시대를 잇고 더 나아가 세계를 이어가
는 조화로운 소통을 슬로건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진한, 참스토리라는 브랜드를 표현하며 한국의 음식, 
바른 먹거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년 회사가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온라인 사업무 경리 포장부 생산부 창고관리부(자재) 환경관리부

모집인원 1명 2명 8명 2명 1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토(토요일 격주 휴무)

연봉 2400~2800만원 2400~2800만원 2400~2800만원 2800만원 이상 2000~2400만원

신입/경력 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정규직, 계약직

직무내용

온라인 사업부 매출 
및 매입 정리, 이카운
트, 더존 업무, 엑셀
업무 등 온라인 사업

부 업무 보조역할

완제품 소포장 및	
박스포장업무, 완제
품 포장을 위한 부수

적인 업무

식품가공업체 	
생산현장 업무

남 : 원부재료 박스 
개포작업 및 골절작

업 보조 업무 등
여 : 원부재료 손질 
및 이물선별 작업, 	

계량작업

입출고 및 원부재료 
재고파악, 원부자재 

매입관리

식품가공업체 환경관리
부 업무(오폐수정화, 폐

기물 처리 업무 등)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능동, 소통, 꼼꼼함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이카운트, 더존, 	
엑셀을 이용한 업무가 

많아 세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면접자 우대

- -
이카운트 및 엑셀	

 프로그램 이용가능자 
우대

관련 학과 졸업자 	
및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전형절차 서류 검토 이후 면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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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

식품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참프레

종계, 부화, 사육, 생산, 가공, 유통, 소비자의 식탁까지 직접 계열화사업을 관장함으로써 신선하면서 안전한 닭
고기를 공급,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닭고기 가공전문기업입니다.

 대표자명 : 고홍열  근로자수 : 700명
 생산품/서비스 : 육가공품  대표 전화 : 063-580-6000
 주소 : 부안군 행안면 옥여길 32-29  대표 이메일 : recruit@charmfre.com
 홈페이지 : http://www.charmfre.co.kr

모집분야 영업 기능관리 기능

모집인원 1명 1명 4명

근무예정지 전북 전북 전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월~금(주5일) -

연봉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무관 경력 무관

고용형태 인턴직 정규직 정규직, 인턴직

직무내용 영업활동 (거래처 관리 및 	
신규거래처 발굴)

환경팀 인원관리 및  운영, 대외업무, 
신규공사감독 및 관리

폐수처리장 운영, 공조냉동기 운영, 보
일러 운영

모집전공 무관 대기환경 관련 전공

학력 대졸(예정) 이상 무관 무관

주요인재상 대인관계, 열정, 책임감 문제해결, 소통, 책임감 문제해결, 소통,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역량 1순위: 이력 / 2순위: 역량 1순위: 이력 / 2순위: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대기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대기(악취)경력 5년 이상

환경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보일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전형절차 서류 → 면접 서류 → 면접 서류 → 면접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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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영업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 기타 : 위촉계약에 따름

연봉 위임계약에 따름
(19년 평균 월 3,120,000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프리랜서

직무내용 환경가전제품 B2B , B2C , B2G 등 고객관리와 전문 세일즈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열정, 성과지향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3차 오리엔테이션

 대표자명 : 이해선  근로자수 : 4,200명
 생산품/서비스 : 정수기,청정기,비데,연수기  대표 전화 : 02-6953-1468
 주소 : 서울 마포구 양화로 78 서교빌딩3층  대표 이메일 : 20018948@coway.co.kr
 홈페이지 : www.coway.co.kr

코웨이 제품에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같은 생활환경가전은 물론, 쾌적한 수면을 제공하는 매트
리스와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코스메틱이 있습니다. 코웨이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과감히 도전해 성
장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1998년 렌탈 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서비스 전문가 코디를 통한 지
속적인 케어 서비스로 고객의 높은 신뢰를 얻으며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브랜드가치 면에서 업계 최고 위치
에 올랐습니다. 코웨이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코
웨이의 케어가 내일의 세상을 바꿉니다.

면접 

코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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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제조, 포장

모집인원 5명

근무예정지 전북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가정간편식 제조, 포장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주요인재상 능동, 책임감,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관심사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인터뷰

 대표자명 : 이진구  근로자수 : 10명
 생산품/서비스 : 소스/즉석조리식품  대표 전화 : 02-6956-0101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146-92  대표 이메일 : chinkulee@gmail.com
 홈페이지 : www.freshgo.kr

면접

주식회사 프레시고

㈜프레시고는 가정간편식 전문 브랜드로, 파주에 제1공장이 있으며 내년 3월 익산에 제2공장이 곧 문을 열 예
정이며, 이에 익산 제2공장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쿠팡, 롯데마트 등에 입점되어 있으
며, 피씨방 등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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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

모집인원 0명

근무예정지 경기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 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 건강기능식품 정책 및 산업 현황에 관한 자료작성 및 협회 회원사 관리
- 식품 등 품목 실험 업무 수행

모집전공 전공자(식품전공)

학력 석사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책임감,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서류심사 → 서류합격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합격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1988년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지속적인 규제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회원사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글로벌화 추진, 각종 박람회 참관 지원 및 다양한 홍보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및 정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법정
교육 및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표자명 : 권석형  홈페이지 : www.khsa.or.kr
 생산품/서비스 : 학술연구용역, 기술검사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등  근로자수 : 150명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B동 102호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대표 전화 : 031-628-2300
 대표 이메일 : khsa_info@kh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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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대표자명 : 이광자  근로자수 : 5명
 생산품/서비스 : 와송천연발효식초  대표 전화 : 033-441-8402
 주소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길 14  대표 이메일 : mj22278402@gmail.com
 홈페이지 : www.hcfarm.kr

화천와송

채용계획
모집분야 -

모집인원 2명

근무예정지 강원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신입/경력 무관

고용형태 계약직

직무내용 -

모집전공 무관

학력 고졸(예정)이상,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도전, 대인관계, 열정, 책임감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

전형절차 서류, 면접

식품 상담 고졸(예정)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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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담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소스개발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월~금(주5일)

연봉 2800만원 이상

신입/경력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① 소스, 시럽(당류가공품, 기타 베이스 등) 신제품 개발

② 즉석조리식품(죽, 스프 등) 신제품 개발
③ 개발제품 양산화 

④ 제품 기준규격 설정 및 표시사항 검토

모집전공 전공자(식품 관련 전공)

학력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소통, 대인관계, 책임감,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이력 / 2순위 : 역량

기타 요구사항 즉시 출근 가능자 우대 / 경력: 2년 이상(필수)

전형절차 서류전형 → 실무면접 → 대표이사 면접 → 최종합격

 대표자명 : 박철범  근로자수 : 150명
 생산품/서비스 : 과일농축액,과일주스 등  대표 전화 : 02-572-244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24층  대표 이메일 : jhsong@hyungkuk.com
 홈페이지 : www.hyungkuk.com

㈜흥국에프엔비는 카페 산업에 다양한 상ㆍ제품을 공급하는 카페 토탈 솔루션 ODM 전문 기업입니다.
식ㆍ음료 분야의 연구ㆍ개발 및 제조를 통해 과일농축액, 스무디와 같은 음료베이스와 주스 등의 
과일ㆍ채소음료류 제조ㆍ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흥국에프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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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고졸(예정)자  
채용

전체참가 
기업전체
기업전체

채용계획
모집분야 조리(버거, 샐러드) 마케팅/기획 DB/ERP

모집인원 4명 2명 2명

근무예정지 서울

근무요일 기타 : 주 5일 스케줄 근무 월~금(주5일) 월~금(주5일)

연봉 2400~2800만원 2400~2800만원 2400~2800만원

신입/경력 경력 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직무내용
힘난다 버거, 힘난다 샐러드 	

주방 조리사 채용
버거, 샐러드 식품 제조

힘난다 본사 경영관리본부 마케팅/
기획 담당 채용

마케팅, 홍보, 앱, 데이터분석, 기획

힘난다 본사 경영관리본부 	
DB/ERP 담당 채용

기업 문서/자료 전산화 및 DB화, 	
클라우드 서버 관리, ERP 도입/운영관리

모집전공 무관

학력 무관 대졸(예정)이상 대졸(예정)이상

주요인재상 능동, 열정, 팀워크 문제해결, 소통, 계획 능동, 문제해결, 팀워크

평가 우선사항 1순위 : 역량 / 2순위 : 이력

기타 요구사항 보건증 필수 - 관련업무 및 자격증 우대

전형절차 서류전형 → 실무자면접→ 합격통지
(상시채용)

서류전형 → 실무자면접  → 	
임원면접 → 합격통지

서류전형 → 1차면접  → 	
임원면접 → 합격통지

 대표자명 : 허요셉  근로자수 : 12명
 생산품/서비스 : 힘난다오더(APP), 버거, 샐러드, 주스  대표 전화 : 070-7778-6768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708호  대표 이메일 : joseph@himnanda.kr
 홈페이지 : https://himnanda.co.kr/

㈜힘난다

면접

주식회사 힘난다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자'라는 비전으로 착즙주스, 샐러드, 버거, 중화요리 등 배달, 케이터링 
전문 음식을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식품 프랜차이즈 업을 확장하고 있
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T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오더 시스템 힘난다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뉴 프랜차이즈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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