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디지털활용 청년일자리 YES!매칭

일경험청년 면접심사 결과발표

순번 사업장명 성명 휴대전화

1 고구마 김☆식 9473

2 고구마 변☆복 9660

3 나눔마케팅 송☆웅 7998

4 나눔마케팅 전☆연 5223

5 농부마실 변☆주 4798

6 농업회사법인 희망토 주식회사 최☆환 7875

7 농업회사법인 희망토 주식회사 이☆정 8405

8 더블유아이티 이☆훈 8859

9 더블유아이티 석☆원 2552

10 더블유컴퍼니 김☆원 6575

11 더블유컴퍼니 백☆한 2056

12 디컬리전 윤☆선 4541

13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미 5432

14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현 6534

15 레인메이커협동조합 홍☆혁 7663

16 레인메이커협동조합 장☆현 5485

17 루프세터 이☆진 2749

18 리서치코리아 손☆현 7252

19 리서치코리아 여☆구 9048

20 마크 손☆화 7748

21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배☆경 1050

22 메이드인피플 허☆지 6878

23 모나드 이☆리 1830

24 모두의 VR 박☆용 9267

25 베이스캠퍼스 이☆현 5147

26 베이스캠퍼스 권☆은 9496

27 뷰티스 김☆아 0905

28 뷰티스 정☆희 7371

29 비섬아이앤씨 박☆진 4510

30 비섬아이앤씨 양☆인 2103

31 비피 김☆정 6054

32 비피 공☆현 9492

33 아스트로젠 강☆현 5076

34 아스트로젠 이☆지 4003

35 에이비 크리에이티브 곽☆일 2803

36 에이비 크리에이티브 허☆성 3646

37 엘레노어(이불의온기) 최☆우 6621

38 엘레노어(이불의온기) 김☆영 7504

39 올랭귀지 주식회사 마☆현 0403

40 올랭귀지 주식회사 지☆현 9296

41 위팩토리 김☆지 8475

42 위팩토리 최☆정 3988

43 좋은사람미디어 김☆연 6701

44 좋은사람미디어 정☆결 9372

45 주식회사 드림스 김☆진 9876

46 주식회사 드림스 오☆진 2337

47 주식회사 로맨 김☆연 3161

48 주식회사 브리즈 이☆민 7972

49 주식회사 에프엠웍스 손☆호 0950

50 주식회사 에프엠웍스 김☆민 4876

51 주식회사 여행능력자들 이☆현 9593

52 주식회사 여행능력자들 손☆람 8925

53 주식회사 청소대교 박☆양 8956

54 주식회사 파코웨어 이☆수 9303

55 주식회사 파코웨어 김☆정 8627

56 주식회사 퍼스트마케팅컴퍼니 류☆성 2979

57 주식회사 퍼스트마케팅컴퍼니 구☆환 7831

58 주식회사 헌드레드메이커 박☆지 1113

59 쥬노 권☆영 9466

60 쥬노 최☆선 1346

61 커뮤니티디자인 내마음은 콩밭 협동조합 김☆연 2083

62 콘텐츠몬스터 진☆빈 4446

63 콘텐츠몬스터 안☆웅 6004

64 타임리 배☆진 0010

65 팜스맨 다원 이☆영 6927

66 팜스맨 다원 천☆환 6151

67 푸른들소프트 신☆름 0045

68 플러스메이커스 문☆훈 8358

69 플러스메이커스 박☆주 5477

70 협동조합 소이랩 이☆욱 3382

71 협동조합 소이랩 황☆빈 2795

72 협동조합 킬킬콘텐츠연구소 김☆호 9562

73 협동조합 킬킬콘텐츠연구소 박☆규 9209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청년센터입니다.

2021 디지털활용 청년일자리 YES!매칭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22(월)~23(화) 2일간 진행된 면접심사의 결과를 공지해 드립니다.

아래 명단을 확인해주세요!

더불어 매칭되지 못한 청년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매칭 희망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서 추가매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및 추가매칭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일경험지원팀 (053-427-1934)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매칭성공 청년사업장 : 곧 메일이 도착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최종 매칭 청년을 확인하시고, 첫 출근 안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D

★ 추가매칭 일정 : 3/26(금) ~ 3/31(수)

★ 추가매칭 참고 : 청년의 희망직무, 사업장과의 업무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센터에서 임의로 배정해 진행합니다.

                          원활한 추가매칭 진행을 위한 청년과 사업장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