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여러분을 모셔가는
취업 박람회

2차

2 차 취업 박람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학교지원으로 일본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합시다!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본 취업에 대해 공부할 기회입니다. 방학을 이용해 일본에서 취업의 예비 연습을 해봅시다.
도쿄 하치오지시에 위치하며, 하치오지시가 후원하는 기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IT, 외식산업, 영상관련기업 등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2 대, 3 대째인 젊은 사장이 새로운 회사 경영을 위해 함께 할 한국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인턴쉽을 통해 일본의 사회를 배우고, 일본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인턴쉽에 선발된 학생은 인턴십에 필요한 비즈니스의 기본 지식이나 생활 매너, 이문화
이해 훈련 등의 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0 월 10 일 (수요일)
- 오후 1 시~ 3 시 설명회

국제문화대학 (520 호)

- 오후 3 시~

국제문화대학 (117,112 호)

면접

*면접은 사전예약자 우선으로 진행됩니다.
(면접 이외의 질문도 받습니다. 또한 통역도 있습니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이곳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주세요.
https://goo.gl/forms/lbLh13rpRCYlGCPy2
면접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사전예약 우선제입니다.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에
필수정보를 기입 바랍니다.
https://goo.gl/forms/m8EOZIub8IlbPBJg1
문의전화 031-400-4518

참가기업에 관하여
이번 학회는 도쿄 하치오지시가 후원하고 있는 하치오지시의 기업단체 「하치오지미라이주쿠
(はちおうじ未来塾)」중 12 개 회사가 참가합니다.
열정적이고 패기있는 2 대, 3 대째 사장이 회사의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목표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회사에서 인턴십 경험을 쌓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치오지미라이주쿠(はちおうじ未来塾)에 대해서는

http://www.hfa-hachioji.com/

3. 참가기업
(1) 주식회사 아톰정밀
http://www.atom-group.co.jp
https://drive.google.com/open?id=16gtQ164zcF3iK1sJAKb_yQiBpeHG9jvy
산업용 설비, 생산장치의 개발 설계부터 가공, 조립 설치까지의 일관된
사업 내용

통합 시스템으로써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성비의 자동화 (공장
자동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의료 그리고 식료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 설비 자동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톰정밀과 반도체 생산 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 특징

아톰정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의 여러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회사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식회사 세이호
www.seiho-jp.com
https://drive.google.com/open?id=1hRBsiP0ig7zJNXqgn0aPExzX-nasH1ET
https://drive.google.com/open?id=1IyC25AOG3rMfeouU_HhRZ8NsiI-UUhd4
사업 내용

사출몰딩가공, 금형제작, 제품 및 구조설계, 각종 시제품 제작, 조립
* 1975 년 설립하여 올해로 43 기로, 현 사장은 2 대째 역임하고 있습니다.
*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회사 특징

* 가소성 사출몰딩가공품 전반의 설계에서 조립까지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해외(한국, 중국 및 기타)와의 사업 전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주식회사 타쿠미 토소
http://takumi-paint.co.jp
https://drive.google.com/open?id=1YHGXgITdK9ocy4H8OGZw0qpwKLjEz2_M

사업 내용

도장 중심의 종합건설업. 향후, 일본의 전통 실내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창업 35 년의 경험으로 일본 내에 하청 중심이던 사업을 발전시켜 독자적
기술의 원청 시스템으로 확장했으며, 도쿄 현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도장

회사 특징

기업입니다.
도장 중심의 사업 내용을 일본 전통 실내디자인으로 확대 및 발전시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4) 주식회사 테크 (TEC.Co.,Ltd.)
http://tecgrp.com/
https://drive.google.com/open?id=1n6eDCXrwejknjTjfMux3Au-TRCSCiZ0y
인쇄 회로 기판의 설계, 제작, 실장까지 수행합니다. 단면 기판에서 다층
사업 내용

기판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디지털 혼합 기판, FPCB 등 다양한
인쇄 회로 기판에 대응합니다.
자사 라이브러리 사용에 의한 작업 효율화를 실현, 기성품의 개념에

회사 특징

사로잡히지 않는 독자적인 설계와 개발을 합니다. 고객 니즈에 따라 기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질기판부터 특수 기판까지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코디네이트 하고 있습니다.

(5) 주식회사 휴먼 라이프
http://www.human-life.biz
https://drive.google.com/open?id=1gN7CLD_RN6ivbm5mfBCb-Ob3f6HyxT_O

사업 내용

통신기기 판매 및 공사, 컴퓨터 수리전문점 운영, 애완동물 방문 돌봄
서비스
창업 28 년을 맞이한 본사는 시대의 니즈에 부합하여 업종을

회사 특징

변화시켜 ,법인은 물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폭 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주식회사 메르헨
http://www.meruhenk.co.jp/
https://drive.google.com/open?id=11boHqZalyt0A5Ks29Wc5xKmClrv7vzdr
사업 내용

샌드위치 제조 판매, 카페 운영
* 메르헨은 오리지널리티 추구하는 샌드위치 전문점으로, 도쿄 내
백화점과 역세권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샌드위치를 만든다’ 라는 포부로
창업하였습니다. 맛과 좋은 재료에 대한 고집으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좋은 샌드위치를 만든다는 목표로, 그 기본이 되는 빵과

회사 특징

마요네즈를 독자적인 레시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맛있는 조합으로 개발해 낸 샌드위치는 300 종류 이상이며, 신선한
제철 과일과 생크림을 듬뿍 넣어 개발한 디저트와 샌드위치는 메르헨의
인기 상품입니다.
메르헨의 샌드위치는 공장의 대량생산이 아닌, 모든 점포의 주방에서
만들어져 신선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주식회사 미야마 기연（美山技研）
http://www.miyamagiken.co.jp
https://drive.google.com/open?id=1BgS77q6K2VxcC6df_RGea49_Edv3Gt27

사업 내용

프린트 판매 및 설계, 제조, 부품장착
이산화탄소 센서의 제조 및 판매
* 1979 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40 년이 되며, 2 대째 사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특징

* 직원은 24 명입니다.
* 올해부터 해외로 이산화탄소 센서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9 월부터
필리핀 학생의 인턴십도 개시하여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해외사업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 주식회사 나라하라 오토 테크니컬
http://narahara-at.jp
https://drive.google.com/open?id=1TzklbPScwOgYhiXfLJyyGAcCuo7_5zJF
정밀 머시닝센터 가공, 절전기기 설계제조, 알루미늄 플랫보드

사업 내용

제조판매, 오리지널 브랜드 「NA」design 의 상품개발
1972 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45 년이 되며, 타사와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스피드 그리고 품질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름과
금속을 다루는 제조현장이지만 밝고 청결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회사 특징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잔업이 없으며 휴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직원도 있으므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9) 유한회사 신에이 플라스틱
http://www.shineipla.co.jp/
https://drive.google.com/open?id=19XXZX-BYn8jtXUN1d9oHoL4YQ642jfj3
사업 내용

정전 식모(플록 가공)
창업 후 60 년동안 자동차 업계를 주무대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회사 특징

디스플레이나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험보다 사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주식회사 토켄
http://www.token-anchor.com
https://drive.google.com/open?id=1Sl0S_W9yD0B5cV_CGt77YR0XYnn-9g85
지반 붕괴 대책 관련 공사의 조사 및 설계, 시공
사업 내용

(토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를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사업(토목공사)을 수주하여 시공관리를
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창업이래

회사 특징

40 년 동안 특수 공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토목공사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직원은 일본인 외에도
브라질인과 베트남인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1) 비디오트론 주식회사(Videotron Corp.)
http://www.videotron.co.jp or http://www.dhav.co.kr
https://drive.google.com/open?id=1vfgoW7XLzat7Zt-WlWBgGe_PZsdAQvjx
사업 내용

방송국이나 프로그램 제작사를 대상으로 영상신호 처리장치 개발, 판매
현재는 4K 방송용 제품을 주력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방송국을

회사 특징

중심으로 한 영상관련회사로, 일본 전역은 물론 한국의 방송국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12) 유한회사 와타야
http://wataya-net.com
https://drive.google.com/open?id=1pfHXuqS4gqWiJ3RYZ3NmI2MDpDO37XHJ
사업 내용

공장 기계, 각종 공구, 측정 기기, FA 기기, 공장 설비 등의 판매
본사는 창업 70 년의 역사를 가진 종합상사입니다.

회사 특징

현 사장은 3 대째 사장이며, 긴 역사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폭 넓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고객과 제조회사를 잇는 연계자로서 제조분야를 지원
및 담당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