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채용 설명회 프로그램(3/24-30)
순번

일자

KST 기준
시간

국가

기업명

업종

특징

진행언어

비고

ㅇ설립연도 : 1998년
ㅇ사업내용 : 웹시스템, 스마트앱 ,AI 및 IoT 개발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180명, 매출액 12억 9500만엔
1

10:00~11:00

2

13:00~14:00

일본

일본

Tomato

PIONEER SOFT

IT·정보

IT·정보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정직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변화를 두려워 말고, 항상 자기
개발을 통해 필요한 역량과 윤리관을 겸비한 지식인을 필요로 합니다.
ㅇ초봉 : 383~400만엔
ㅇ복리후생 :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실적 있음, 기숙사 지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선
물 증정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2
ㅇ설립연도 : 1976년
ㅇ사업내용 : 후쿠오카 지역에서 창업하여 일본 도쿄와 베트남 하노이에 거점 설립,
기업용 시스템의 개발·제공을 통해 기업고객의 비즈니스 지원.

한국어

일본어

ㅇ비전 : 앞으로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솔루션을 창조하는 기업이 될 것을 Vision에
내걸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ㅇ설립연도 : 1983년
ㅇ사업내용 : IT컨설팅, 설계, 납품 등 소프트웨어 개발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110명, 매출액 13억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당사가 지향하는 것은 프로패셔널SE 집단입니다. 프로젝트
3

15:00~16:00

일본

Micros software

IT·정보

팀체제로 일을 하게되므로 활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과제해결을 위해 항상 자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초봉 : 302~315만엔

일본어

ㅇ복리후생 : 장학금 반환지원제도(월 1만엔을 10년간 지원), 전국각지에 계약보양
소, 제휴 스포츠클럽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TOEIC 600점
ㅇ설립연도: 1967년

4

16:00~17:00

일본

Business Brain Showa-Ota

3월 24일(수)

5

ㅇ사업내용: 기업 회계 분야에 특화된 컨설팅 및 IT시스템 구축
ㅇ회사규모(종업원수: 1440명, 매출액: 283억 5100만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사람을 중요시하고 수평적인 환경인 것이 당사의 강점이라
고 자부합니다. 항상 도전의욕을 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전문 서비스업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본어

ㅇ초봉: 380~400만엔
ㅇ복리후생: 여름휴가(6~11월 중에 연속 9일 취득) 등의 휴가, 신입사원 및 연차별
연수제도 다양하게 마련
ㅇ언어능력: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ㅇ설립연도 : 1990년 창립
ㅇ기업소개 : 전 물류영역에서 고객의 마음에 부합하는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지 11개 Branch를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

18:00~19:00

독일

Atlantic Integrated Freight GmbH(A.I.F.)

운수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핵심가치 : PROFE-LLENGE (Professionalism+Challenge), PASSION, TEAMWORK
를 핵심가치로 삼고, 지역전문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고객감동서비스를 바탕으
로 최고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ㅇ설립연도 : 1990년

한국어

ㅇ사업내용 : 국제물류 주선업/무역/수출입 물류서비스
ㅇ회사규모 : 전세계 11개 Branch/Offices(미국 뉴욕/LA/시카고 & 유럽 독일프랑크
푸르트, 함부르크, 이태리 밀라노, 프랑스 파리 & 중국 상해, 북경 & 일본 동경, 오
사카 & 본사 한국 서울), 종업원수 약 200명(FRANKFURT지사) 현재 30명
ㅇ복리후생 : SODEXO 점심티켓, SOCIAL PROGRAM(사내책방운영, 스포츠(테니스,
베드민턴, 탁구)), MENTORING PROGRAM
ㅇ설립연도 : 2005년
ㅇ기업소개 : Pantos Logistics Germany GmbH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판토스 유럽

6

19:00~20:00

독일

Pantos Logistics GmbH

운수업

의 9개 법인 중 하나이며, 항공, 해운, W&D, 특송, 통관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 2곳에 기반을 두고 항공 및 해운 그리고
전 유럽으로 뻗어가는 국제 육로운송까지 유럽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또한 자체통관을 통해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ㅇ사업내용 : 운송·운수·물류 등 기타서비스업

한국어

ㅇ회사규모 : 전자, 기계, 화학, 정유, 건설, 유통, 식품, 에너지, 패션 등 다양한 산업
군의 약 13,000여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인원 : 독일법인 53명
ㅇ설립연도 : 1973년
ㅇ사업내용 : 물류컨설팅부터 로지스틱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정보시스템의 설계, 개
발, 판매, 운영관리
7

10:00~11:00

일본

Hitachi Distribution Software

IT·정보

ㅇ회사규모 : 종업원 633명, 매출액 155억 949만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시스템엔지니어가 실제현장에서 하게되는 주된 일은 고객/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므로, 의사소통능력을 중요시합니다.
ㅇ초봉 : 255~265만엔
ㅇ복리후생 : 유급휴가 24일, 가족수당/주택수당 등 다양한 수당있음, 히타치그룹의

일본어

독자적인 복리후생 있음(우리사주제도, 그룹사 보험가입 등)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TOEIC 500점
ㅇ설립연도 : 1981년
ㅇ사업내용 : 컴퓨터주변기기의 제조/판매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1233명, 매출액 270억8600만엔

8

13:00~14:00

일본

Roland DG

제조업

3월 25일(목)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자신의 개성을 회사의 공통목적을 위해 쓸 수 있으며
(Originator),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하는 용기를 가지고(Innovator), 글로벌한 시
야와 유연한 사고로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Co-creator)을 원합니다.

일본어

ㅇ초봉 : 357~387만엔
ㅇ복리후생 : 유급휴가 취득율 82.2%, 출산휴가 취득 후 복귀율 100%, 이직율
3.49%(2019년 실적), 시즈오카현에서 처음으로 여성활약 추진을 적극 진행한 기업
으로 후생노동성 인정을 받음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2
ㅇ설립연도 : 2017년
ㅇ기업소개 : 국내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조기업

9

17:00~18:00

싱가포르

Simmtech SE ASIA Pte Ltd

제조업

(주)심텍의 동남아 영업법인으로, MICRON Technology, StatsChippac과 같은 글로
벌 반도체 전문기업에 반도체용 패키징 기판 및 모듈 PCB 공급 및 고객 관리 업무

한국어

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남아 시장 개척 및 미래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시장조사 활
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설립연도 : 2000년
ㅇ기업소개 : 지난 20년간 산업용 PDA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물류 및 배송 그리
10

21:00~22:00

독일

M3Mobile GmbH

IT 제조업

11

09:00~10:00

일본

COCOSYS

숙박업

12

10:00~11:00

일본

Teraoka Seiko

제조업

고 리테일 마켓, 의료 및 공공시설관리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용
모바일 단말기를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ㅇ사업내용 : IT
ㅇ인원 : 100명
ㅇ설립연도 : 1997년
ㅇ사업내용 : 주축인 통신판매사업을 비롯한 인재개발사업, 리조트숙박업, 부동산업
등 폭넓게 사업 전개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회와 권한이 여러분에게 부여
되므로, 입사 후 단기간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기업가
100명을 사회에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설립연도 : 1947년
ㅇ사업내용 : POS시스템, 물류시스템, 전자저울, 카운팅스케일 등의 개발, 제조, 판
매, 보수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3750명, 매출액 704억 4928만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새로운상식을창조하는것이당사이념입니다. 항상 자신의 가능
성을 스스로 추구하여 긍정적인 발상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분
을 원합니다.
ㅇ초봉 : 375만엔
ㅇ복리후생 : 주택지원(사택이용가능), 도항비 지원(내정식, 입사시), 하와이 및 국내

*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해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
한국어

일본어

일본어

각 지역에 보양소 있음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ㅇ설립연도 : 1986년
ㅇ사업내용 : 화상처리기술을 중심으로 통신, 인프라, 의료관련 시스템 개발등 다양

13

13:00~14:00
3월 26일(금)

일본

BRYCEN

IT·정보

한 업종의 소프트웨어 개발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266명, 매출액 40억 3800만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실패를 두려워말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수 있으며, IT기술
로 세상을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분을 원합니다.
ㅇ초봉 : 326~333만엔
ㅇ복리후생 : 글로벌 근무장려금(해외출신 직원에게 월 11,000엔 지급), 사내동아리
등 직원간 교류 활발히 진행, 사내 세미나(스터디, 토론모임 등)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2, TOEIC 700점

일본어

/1FAIpQLSfnjfvyuLOb89K5tbEi3hQv8bNt6MPrpIMwL
SJ94Xeb0UZKA/viewform?usp=sf_li
nk

ㅇ설립연도 : 1998년
ㅇ사업내용 : 웹시스템, 스마트앱 ,AI 및 IoT 개발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180명, 매출액 12억 9500만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정직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변화를 두려워 말고, 항상 자기
1

10:00~11:00

일본

Tomato

IT·정보

2

13:00~14:00

일본

PIONEER SOFT

IT·정보

개발을 통해 필요한 역량과 윤리관을 겸비한 지식인을 필요로 합니다.
ㅇ초봉 : 383~400만엔
ㅇ복리후생 :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실적 있음, 기숙사 지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선
물 증정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2
ㅇ설립연도 : 1976년
ㅇ사업내용 : 후쿠오카 지역에서 창업하여 일본 도쿄와 베트남 하노이에 거점 설립,
기업용 시스템의 개발·제공을 통해 기업고객의 비즈니스 지원.

한국어

일본어

ㅇ비전 : 앞으로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솔루션을 창조하는 기업이 될 것을 Vision에
내걸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ㅇ설립연도 : 1983년
ㅇ사업내용 : IT컨설팅, 설계, 납품 등 소프트웨어 개발

3

15:00~16:00

일본

Micros software

IT·정보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110명, 매출액 13억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당사가 지향하는 것은 프로패셔널SE 집단입니다. 프로젝트
팀체제로 일을 하게되므로 활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과제해결을 위해 항상 자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초봉 : 302~315만엔

일본어

ㅇ복리후생 : 장학금 반환지원제도(월 1만엔을 10년간 지원), 전국각지에 계약보양
소, 제휴 스포츠클럽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TOEIC 600점
ㅇ설립연도: 1967년

4

16:00~17:00

일본

Business Brain Showa-Ota

3월 24일(수)

5

ㅇ사업내용: 기업 회계 분야에 특화된 컨설팅 및 IT시스템 구축
ㅇ회사규모(종업원수: 1440명, 매출액: 283억 5100만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사람을 중요시하고 수평적인 환경인 것이 당사의 강점이라
고 자부합니다. 항상 도전의욕을 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전문 서비스업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본어

ㅇ초봉: 380~400만엔
ㅇ복리후생: 여름휴가(6~11월 중에 연속 9일 취득) 등의 휴가, 신입사원 및 연차별
연수제도 다양하게 마련
ㅇ언어능력: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ㅇ설립연도 : 1990년 창립
ㅇ기업소개 : 전 물류영역에서 고객의 마음에 부합하는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지 11개 Branch를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18:00~19:00

독일

Atlantic Integrated Freight GmbH(A.I.F.)

운수업

ㅇ핵심가치 : PROFE-LLENGE (Professionalism+Challenge), PASSION, TEAMWORK
를 핵심가치로 삼고, 지역전문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고객감동서비스를 바탕으
로 최고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ㅇ설립연도 : 1990년
ㅇ사업내용 : 국제물류 주선업/무역/수출입 물류서비스

한국어

ㅇ회사규모 : 전세계 11개 Branch/Offices(미국 뉴욕/LA/시카고 & 유럽 독일프랑크
푸르트, 함부르크, 이태리 밀라노, 프랑스 파리 & 중국 상해, 북경 & 일본 동경, 오
사카 & 본사 한국 서울), 종업원수 약 200명(FRANKFURT지사) 현재 30명
ㅇ복리후생 : SODEXO 점심티켓, SOCIAL PROGRAM(사내책방운영, 스포츠(테니스,
베드민턴, 탁구)), MENTORING PROGRAM
ㅇ설립연도 : 2005년
ㅇ기업소개 : Pantos Logistics Germany GmbH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판토스 유럽
의 9개 법인 중 하나이며, 항공, 해운, W&D, 특송, 통관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
6

19:00~20:00

독일

Pantos Logistics GmbH

운수업

공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 2곳에 기반을 두고 항공 및 해운 그리고
전 유럽으로 뻗어가는 국제 육로운송까지 유럽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또한 자체통관을 통해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한국어

ㅇ사업내용 : 운송·운수·물류 등 기타서비스업
ㅇ회사규모 : 전자, 기계, 화학, 정유, 건설, 유통, 식품, 에너지, 패션 등 다양한 산업

3월 26일(금)

군의 약 13,000여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인원 : 독일법인 53명
ㅇ설립연도 : 2003년
ㅇ사업내용 : 자동차, 가전, 반도체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거래처에서 기술서비
스를 제공(설계/개발/실험/평가/분석/검토)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650명, 매출액 61억 6400만엔

14

14:00~15:00

일본

bryza

IT·정보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엔지니어링 기업이므로 여러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여 다양
성을 가진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제품, 직종에 도전
하고 싶은 분을 원합니다.

한국어

ㅇ초봉 : 300~312만엔
ㅇ복리후생 : 주택지원(야칭, 관리비의 반액부담, 이사비용 지원), 수당(개근수당, 직
무수당 등)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2
ㅇ설립연도 : 1995년
ㅇ사업내용 : IT 인프라시스템 개발사업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363명, 매출액 38억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특정언어에 특화된 엔지니어, 커뮤니케이션능력이 높은 엔
15

16:00~17:00

일본

AP Communications

IT·정보

지이너 등, 하나라도 자신이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계/협력하여 팀 전
체의 종합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ㅇ초봉 : 300~320만엔
ㅇ복리후생 : AP아카데미(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스킬 습득을 위해 연간100개 이
상의 강좌진행), 커리어패스지원제도(커리어업 실현을 위해 상사나 카운슬러와 정기
면담진행, 잡로테이션 실시)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2
ㅇ설립연도 : 2020년
ㅇ사업내용 : E-commerce플랫폼 제공
ㅇ회사규모 : 해외 11개국에 13개 해외거점 보유, 종업원수 9명, 매출액:37억7560만
엔(그룹사e커머스부문 매출액 기준)
16

10:00~11:00

일본

Shopee

도소매업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스타트업기업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소질(상황을 주의깊게
파악하여 임기응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능
력, 협상능력이 높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분을 원합니
다.
ㅇ초봉 : 300~600만엔

일본어

ㅇ복리후생 : 유급휴가 초년도 11일, 2년차 15일 지급, 퇴직금, 휴가(출산/육아/간병
등)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ㅇ설립연도 : 1986년
ㅇ사업내용 : 골프 리조트 및 숙박업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150명, 매출액 20억엔
17

13:00~14:00

일본

Cocopa Resort Club

스포츠·오락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ㅇ초봉 : 300만엔
ㅇ복리후생 : 사회보험 완비, 휴가 약 96일, 독신 기숙사, 입사시 항공료 지원, 수당
(야간근무, 개근수당), 골프장 특별요금 이용
ㅇ언어능력 : [필수] 일본어 - 중상 : 일본어능력시험N2이상

일본어

*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해 신청
https://forms.gle/hyz4DWYAaaX76
4yS6

일본어

*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해 신청
https://forms.gle/hyz4DWYAaaX76
4yS6

[선택] 영어 - 중 : 일상 대화 수준
ㅇ설립연도 : 1976년
ㅇ사업내용 : 반도체・전자 부품의 전문 상사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131명, 매출액 237억 5500만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미타치 산업은 고객님께 만족감을 제공하는 반도체・전자
부품의 전문 상사입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개를 하고 있고, 해외 출장・
18

14:00~15:00

일본

MITACHI

도소매업

3월 29일(월)

해외 부임 기회도 있습니다.
ㅇ초봉 : 350만엔
ㅇ복리후생 : 사회보험 완비, 휴가 약 125일, 상여, 경조휴가, 재형 저축, 경조금, 주
택수당, 직원 지주회
ㅇ언어능력 : [필수] 일본어 - 중 : 일본어 능력시험 N2 이상
[선택] 영어 - 중 : 일상대화 수준
[선택] 중국어 - 중 : 일상대화 수준
ㅇ설립연도 : 1933년

19

20

15:00~16:00

16:00~17:00

일본

홍콩

NISSAN MOTOR

Bloomberg L.P.

제조업

IT, 금융업

ㅇ사업내용 : 자동차 제조, 판매 및 관련 사업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22717명, 매출액 9조 8788억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다이버시티를 가진 프로페셔널집단으로서 차세대 모빌리티
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새롭고 로지컬한 발상을 가지고 경험해본 적 없
는 일에도 주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글로벌하게 활약할
수 있는 분을 원합니다.
ㅇ초봉 : 267~297만엔(기본급*12개월 기준)
ㅇ복리후생 : 주택지원(기숙사, 수당 등), 직원차량구입제도, 코어타임이 없는 유연근
무제, 각종 연수제도
ㅇ언어능력 : TOEIC 730점
ㅇ설립연도 : 1982년
ㅇ회사규모 : 전세계 72개국 192개 지점에 15,000명 이상의 직원 보유
ㅇ기업소개 : 블룸버그는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
명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전세계 기업, 금융, 정부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세계 및 현지
정보, 뉴스, 인맥,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들을 폭넓고 역동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
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일본어

영어

ㅇ설립연도 : 1998년
ㅇ사업내용 : 웹시스템, 스마트앱 ,AI 및 IoT 개발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180명, 매출액 12억 9500만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정직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변화를 두려워 말고, 항상 자기
1

10:00~11:00

일본

Tomato

IT·정보

2

13:00~14:00

일본

PIONEER SOFT

IT·정보

개발을 통해 필요한 역량과 윤리관을 겸비한 지식인을 필요로 합니다.
ㅇ초봉 : 383~400만엔
ㅇ복리후생 :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실적 있음, 기숙사 지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선
물 증정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2
ㅇ설립연도 : 1976년
ㅇ사업내용 : 후쿠오카 지역에서 창업하여 일본 도쿄와 베트남 하노이에 거점 설립,
기업용 시스템의 개발·제공을 통해 기업고객의 비즈니스 지원.

한국어

일본어

ㅇ비전 : 앞으로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솔루션을 창조하는 기업이 될 것을 Vision에
내걸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ㅇ설립연도 : 1983년
ㅇ사업내용 : IT컨설팅, 설계, 납품 등 소프트웨어 개발

3

15:00~16:00

일본

Micros software

IT·정보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110명, 매출액 13억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당사가 지향하는 것은 프로패셔널SE 집단입니다. 프로젝트
팀체제로 일을 하게되므로 활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과제해결을 위해 항상 자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초봉 : 302~315만엔

일본어

ㅇ복리후생 : 장학금 반환지원제도(월 1만엔을 10년간 지원), 전국각지에 계약보양
소, 제휴 스포츠클럽
ㅇ언어능력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TOEIC 600점
ㅇ설립연도: 1967년

4

16:00~17:00

일본

Business Brain Showa-Ota

3월 24일(수)

ㅇ사업내용: 기업 회계 분야에 특화된 컨설팅 및 IT시스템 구축
ㅇ회사규모(종업원수: 1440명, 매출액: 283억 5100만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사람을 중요시하고 수평적인 환경인 것이 당사의 강점이라
고 자부합니다. 항상 도전의욕을 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전문 서비스업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월 29일(월)

5

일본어

ㅇ초봉: 380~400만엔
ㅇ복리후생: 여름휴가(6~11월 중에 연속 9일 취득) 등의 휴가, 신입사원 및 연차별
연수제도 다양하게 마련
ㅇ언어능력: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ㅇ설립연도 : 1990년 창립
ㅇ기업소개 : 전 물류영역에서 고객의 마음에 부합하는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지 11개 Branch를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18:00~19:00

독일

Atlantic Integrated Freight GmbH(A.I.F.)

운수업

ㅇ핵심가치 : PROFE-LLENGE (Professionalism+Challenge), PASSION, TEAMWORK
를 핵심가치로 삼고, 지역전문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고객감동서비스를 바탕으
로 최고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ㅇ설립연도 : 1990년
ㅇ사업내용 : 국제물류 주선업/무역/수출입 물류서비스

한국어

ㅇ회사규모 : 전세계 11개 Branch/Offices(미국 뉴욕/LA/시카고 & 유럽 독일프랑크
푸르트, 함부르크, 이태리 밀라노, 프랑스 파리 & 중국 상해, 북경 & 일본 동경, 오
사카 & 본사 한국 서울), 종업원수 약 200명(FRANKFURT지사) 현재 30명
ㅇ복리후생 : SODEXO 점심티켓, SOCIAL PROGRAM(사내책방운영, 스포츠(테니스,
베드민턴, 탁구)), MENTORING PROGRAM
ㅇ설립연도 : 2005년
ㅇ기업소개 : Pantos Logistics Germany GmbH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판토스 유럽
의 9개 법인 중 하나이며, 항공, 해운, W&D, 특송, 통관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
6

19:00~20:00

독일

Pantos Logistics GmbH

운수업

공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 2곳에 기반을 두고 항공 및 해운 그리고
전 유럽으로 뻗어가는 국제 육로운송까지 유럽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또한 자체통관을 통해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한국어

ㅇ사업내용 : 운송·운수·물류 등 기타서비스업
ㅇ회사규모 : 전자, 기계, 화학, 정유, 건설, 유통, 식품, 에너지, 패션 등 다양한 산업
군의 약 13,000여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인원 : 독일법인 53명
ㅇ설립연도 :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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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일본

WAKASHACHIYA

요식업

ㅇ사업내용 : 카레우동 요식업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605명, 매출액 17억 5900만엔
ㅇ초봉 : 280만엔

일본어

*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해 신청
https://forms.gle/hyz4DWYAaaX76
4yS6

ㅇ복리후생 : 사회보험 완비, 휴가 약 95일
ㅇ언어능력 : [필수] 일본어 - 중상 : 일본어능력시험 N2 이상
[선택] 영어 - 중 : 일상대화 가능
ㅇ설립연도 : 1990년
ㅇ사업내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2

10:00~11:00

일본

CAL

IT·정보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1250명, 매출액 71억 3900만엔
ㅇ초봉 : 344만엔
ㅇ복리후생 : 사회보험 완비, 휴가 약 125일, 사택, 주택수장, 신원보증, 입사 시 항공

일본어

*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해 신청
https://forms.gle/hyz4DWYAaaX76
4yS6

료 지원
ㅇ언어능력 : [필수] 일본어 - 중상 : 일본어능력시험 N2 이상
ㅇ설립연도 : 1989년
ㅇ사업내용 : 안경 제조 및 판매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2000명, 매출액 200억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사업 확대와 함께, 중간 관리직의 채용이나 육성은 회사의
과제로서, 글로벌화에는 유연한 발상, 타문화의 이해도나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잡페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재량권을 가
23

11:00~12:00

일본

OWNDAYS

도소매업

지고, 책임 있는 일을 완수하고 싶은 분은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ㅇ초봉 : 252~276만엔

*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해 신청
일본어

https://forms.gle/hyz4DWYAaaX76
4yS6

ㅇ복리후생 : 사회보험 완비, 휴가 약 108일, 각종수당(주택수당 등), 신원보증, 입사
시 항공료 지원
ㅇ언어능력 : [필수] 일본어 - 상 : 일본어능력시험 N1 이상
[선택] 영어 - 중 : 일반 대화 수준
[선택] 중국어 - 중 : 일상 대화 수준
ㅇ설립연도 : 1983년
ㅇ사업내용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드라이버 특정 파견 사업
대기업 메이커 전자부품 소유화물
외국인 인재 파견, 소개 예정 파견, 유료 직장 소개 개시
24

14:00~15:00

일본

Andes Logistics

운수업

3월 30일(화)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76명, 매출액 14억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2018년부터 사장이 바뀌어 새로운 체제로 업무를 하고 있
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사업은 물론, 거래처를 일본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확장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한 인재
를 적극 채용할 예정입니다.

일본어

*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해 신청
https://forms.gle/hyz4DWYAaaX76
4yS6

ㅇ초봉 : 343만엔
ㅇ복리후생 : 사회보험 완비, 연간 휴무 105일, 연차휴가,
ㅇ언어능력 : (필)일본어-상
ㅇ설립연도 : 2002년
ㅇ사업내용 : 일반 기업, 제조업 등의 M2M, BToB, IoT, 조립, 기간(基幹)시스템 개발,
웹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설계와 구축에 필요한 SES사업 및 시스템엔지니어의 파견
사업을 실시합니다.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25명, 매출액 1억 8500만엔
ㅇ인재상 및 기업문화 : -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
25

15:00~16:00

일본

INFOSIATEC

IT·정보

는 회사.
-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스킬과 책임감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사내 환경을 만드는 회사.
ㅇ초봉 : 280만~420만엔

*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해 신청
일본어

https://forms.gle/hyz4DWYAaaX76
4yS6

ㅇ복리후생 : 사회보험 완비, 휴가 약 96일, 독신 기숙사, 입사시 항공료 지원
ㅇ언어능력 : [필수] 일본어 - 중상 : 일본어능력시험N2이상
[선택] 영어 - 중 : 일상 대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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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일본

TSUNEISHI KAMTECS

과학·기술

ㅇ설립연도 : 1967년
ㅇ사업내용 :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ㅇ회사규모 : 종업원수 408명, 매출액 183억엔
ㅇ초봉 : 300만~700만엔
ㅇ복리후생 : 사회보험 완비, 완전 주휴 2일제, 연간 휴무 122일(2020년 기준), 연차
휴가, 연말연시, 여름휴가, 결혼휴가, 일본 공휴일, 주택수당 지급, 재형저축, 퇴직금
ㅇ언어능력 : (필)일본어-상
(필)영어-상

일본어

*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해 신청
https://forms.gle/hyz4DWYAaaX76
4yS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