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정보관리사 자격취득자 우대기업 공고 현황
○ 기준일 : 2017.07.12
○ 출처 :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주요 채용 포탈 사이트
○ (기타) ERP자격 취득정보 입력 가능 기업 : LG디스플레이,실리콘웍스(LG),팜한농(LG),현대차투자증권,SK플라즈마,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CJ푸드빌,제일제당 등 CJ계열

기업명

내용

지역

ERP우대자격

접수기간

출처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public/view?location
=ts&searchword=ERP%EC%A0%95%EB%B3%B4%EA%B4%
80%EB%A6%AC%EC%82%AC&searchType=auto&t_ref=se

㈜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 17년 07월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일반직군)

강원도 춘천

ERP정보관리사 1급

2017. 06.27~2017. 07. 10

arch&t_ref_content=generic&rec_idx=31091386&searchTy
pe=auto&t_ref=search&t_ref_content=generic&searchTyp
e=auto&searchword=ERP%EC%A0%95%EB%B3%B4%EA%
B4%80%EB%A6%AC%EC%82%AC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recruitview?idx=30888720&location=ts&searchword=ERP%EC%

진우산전㈜

(주)진우산전 경영지원팀 ERP 회계 경력직 채용

서울

ERP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17.5.31~채용시

A0%95%EB%B3%B4%EA%B4%80%EB%A6%AC%EC%82%A
C&searchType=search&t_ref=search&t_ref_content=gener
ic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recruit-

㈜유니에스아이

[더존 유니에스아이] 솔루션 영업/교육팀
신입/경력직 채용

view?idx=30810422&location=ts&searchword=ERP%EC%

서울

ERP 정보관리사

2017.5.22~7.21

A0%95%EB%B3%B4%EA%B4%80%EB%A6%AC%EC%82%A
C&searchType=search&t_ref=search&t_ref_content=gener
ic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recruit-

㈜네추럴웨이

경영지원실 회계재무 채용(신입, 경력)

서울

ERP 회계 정보관리사 2급
ERP 생산정보관리사 2급
ERP 인사정보관리사 2급

view?idx=30994504&location=ts&searchword=ERP%EC%

2017.6.14~8.13

A0%95%EB%B3%B4%EA%B4%80%EB%A6%AC%EC%82%A
C&searchType=search&t_ref=search&t_ref_content=gener
ic

동양비엠에스㈜

관리부 직원 모집합니다.
(더존 및 이카운트 ERP가능자 우대)

서울

ERP 회계 정보관리사 1,2급

상시

http://job.incruit.com/jobdb_info/jobpost.asp?job=170601
0014759&src=etc*search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recruit-

(주) 팜조아 농업회사법인

(주)팜조아 사무보조(워드·문서작성·전화응대 외) 직원 모집

전북 익산

ERP정보관리사

상시

view?idx=30899480&location=ts&searchword=ERP%EC%
A0%95%EB%B3%B4%EA%B4%80%EB%A6%AC%EC%82%A
C&searchType=auto&t_ref=search&t_ref_content=generic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recruit-

경원에프엔비

경원에프엔비 전주물류센터 ERP 전산 관리자 모집합니다.

전북 전주

ERP물류정보관리사

2017.6.19~ 2017.8.18

view?idx=31023389&location=ts&searchword=ERP%EC%
A0%95%EB%B3%B4%EA%B4%80%EB%A6%AC%EC%82%A
C&searchType=auto&t_ref=search&t_ref_content=generic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recruit-

㈜동흥개발

회계/인사 경력직 채용 - 정규직

서울

ERP 회계 정보관리사 1급
ERP 인사정보관리사 1급

2017.6.21~2017.7.19

view?idx=30769949&location=ts&searchword=ERP%EC%
A0%95%EB%B3%B4%EA%B4%80%EB%A6%AC%EC%82%A
C&searchType=auto&t_ref=search&t_ref_content=generic

기업명

내용

지역

ERP우대자격

접수기간

출처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recruit-

(주)신원이노베이션

구축/영업지원 각 신입, 경력 채용

서울

ERP 정보관리사 회계1급
ERP 정보관리사 물류2급

2017.6.22~2017.8.21

view?idx=31062148&location=ts&searchword=ERP%EC%
A0%95%EB%B3%B4%EA%B4%80%EB%A6%AC%EC%82%A
C&searchType=auto&t_ref=search&t_ref_content=generi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view?rec_idx=31111
104&location=ts&searchword=%28%EC%A3%BC%29%ED

(주)트라움종합건설

회계&세무&건설회사 경력(10년이상) 채용합니다(정규직)

서울

더존/회계 능숙자

2017.6.29~ 2017.8.28

%8A%B8%EB%9D%BC%EC%9B%80%EC%A2%85%ED%95
%A9%EA%B1%B4%EC%84%A4&searchType=search&t_ref
=search&t_ref_content=generi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view?rec_idx=31118
061&location=ts&searchword=%E3%88%9C%EC%94%A8

㈜씨엔티코리아

생산관리·품질관리&일반영업外 1개 부문 담당자 채용

경기 김포

ERP 생산 정보관리사 1급

2017.07.01~2017.07.30

%EC%97%94%ED%8B%B0%EC%BD%94%EB%A6%AC%EC
%95%84&searchType=search&t_ref=search&t_ref_content
=generic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public/view?location
=ts&searchword=%28%EC%A3%BC%29%EA%B8%80%EB
%A1%9C%EB%B2%8C%EC%8A%A4%ED%83%A0%EB%8B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인사업무 전반을 수행할 신입 인재를 모십니다

경기 화성

ERP 인사정보관리사 2급

2017.07.05~2017.07.14

%A4%EB%93%9C%ED%85%8C%ED%81%AC%EB%86%80
%EB%A1%9C%EC%A7%80&searchType=search&t_ref=sea
rch&t_ref_content=recruit_bbs&rec_idx=31208682&search
Type=search&t_ref=search&t_ref_content=recruit_bbs&se
archType=search&searchword=%28%EC%A3%BC%29%EA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view?rec_idx=31183
424&location=ts&searchword=%E3%88%9C%EB%91%90

㈜두리아이앤디

영업지원 및 경리사무원

경기 고양

ERP회계정보관리사

상시

%EB%A6%AC%EC%95%84%EC%9D%B4%EC%95%A4%EB
%94%94&searchType=search&t_ref=search&t_ref_content
=generic

CJ제일제당

2017년 CJ제일제당 부산공장 총무(인사) 및 경리 채용

부산

ERP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2017.07.07~2017.07.16

http://recruit.cj.net/
https://recruit.ehyundai.com/recruit-

현대렌탈케어

고객관리/회계 신입/인턴 채용

서울

회계관련자격증소지자

2017.07.13~2017.07.19

info/announcement/list.nhd?pageNo=1&hireGb=02&hireI
d=&coCd=HDCATERING&applYn=01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recruitview?idx=30657549&location=ts&searchword=ERP%EC%

㈜파이닉스푸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회계경리 직원 채용(경력)

전남 장성군

ERP 회계 정보관리사 1급

2017.6.13~채용시

A0%95%EB%B3%B4%EA%B4%80%EB%A6%AC%EC%82%A
C&searchType=search&t_ref=search&t_ref_content=gener
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