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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보

기업 정보

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모집학과

복리후생 4대보험 / 식사제공 / 기숙사제공 / 경조휴가제도

미래형자동차학과

모집 분야

모집부분 업무내용 인원(명)

생산/품질 QA/QC 생산 및 품질관리 1명

(주) 대산금속기업명

주소
경북 경주시 서면 대경로

2929-134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
공작기계부품 , 선박부품 등

매출 : 100억, 종업원 : 50명

사업영역

설립일자 2002년 01월

대표이사 권 영 훈 홈페이지 www.daesanmetal.kr

1 명

회사 내규에 따름연봉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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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기업연혁

기업개요

저희 ㈜대산금속은 2002년 1월에 창업하여 20여 년간 자동차 생산의 기초분야인 금형 주물 소재

전문 회사로서 FULL MOLD 주조법 (FULL MOLD CASTING : FMC)을 도입 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금형 소재용 주물 전문제조업체의

부재와 빈곤함에 항상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사는 금형 소재의 많은 결격

요인들을 오랜 기간동안 철저히 연구∙분석 하여 변화를 거듭한 결과 현재의 우수한 금형 주물 소재

회사로 발전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신공법의 공장 LAY OUT과 우수한 설비, 완벽한 조직과 기술에 투자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와 철저한 납기준수를 통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와 환경 변화에 좌우 되지 않는 튼튼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구조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부품 및 공작기계 부품을 개발하여 한국기계산업의 발전에도 참여 하고 있으며,

대형 주물 전문 업체로서 국내 최고의 주물 생산 회사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발생되는 과제들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완수 하여 신뢰 받는 기업을 최우선 목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주) 대산금속 대표이사 권 영 훈

2002. 01        ㈜대산금속 창업

2003. 03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등록

2006. 04        성분분석기 외 3종 시험설비 도입

2006. 12        품질시스템 : ISO 9001 인증 획득

2007. 11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2012. 06         INNO-BIZ 인증 획득

2013. 02         2공장(기계가공) 신축

2013. 03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및 인증

2013. 12        백만불 수출탑 수상

2015. 10        환경경영시스템 : ISO 14001 인증 획득

2016. 1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완료

2017. 11        중소기업기술멘토링 개별관심기술 완료

2019. 0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2019. 08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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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조 직 도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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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사업 분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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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사업 분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