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공학과 2018년 2월 졸업자 취업 현황

2018년 06월 08일 기준

NO. 근무 회사명 인원 취업자 성명 소계 참고

1 삼성SDI 남:2 금*형(영남공고 졸), 조*권(거제제일고 졸) 2 대기업

2 SK하이닉스 남:2 김*응(광주고 졸), 김*철(거제옥포고 졸) 2 대기업

3 대우조선해양(주) 남:2 박*형(서일고 졸), 최*우(거제옥포고 졸) 2 대기업

4 포스코 남:1 이*훈(대동고 졸) 1 대기업

5 LG화학 남:1 최*욱(창신고 졸) 1 대기업

6 S-Oil 남:1 최*준(숭문고 졸) 1 대기업

7 한화큐셀 남:2 김*현(목포덕인고 졸), 하*영(부산장안고 졸) 2 대기업

8 경남에너지 남:1 송*인(거제해성고 졸) 1 대기업

9 삼성전자 남:1 이*진(거제중앙고 졸) 1 대기업

10 동아제약 남:1 박*웅(거제공고 졸) 1 대기업

11 삼성에스원 남:1 김*철(창원중앙고 졸) 1 대기업

12 셀트리온 남:1 정*섭(대아고 졸) 1 대기업

13

Transcosmos
(일본업체)

- 일본 자동차 
Big3에서 설계 

업무를 하고 있음

남:9

여:1

장*빈(해동고 졸), 신*훈(거제공고 졸)
강*호(거제공고 졸), 오*경(충남기계공고 졸)
원*협(장유고 졸), 손*원(거제제일고 졸)
정*호(통영고 졸), 조*우(광영고 졸), 
고*윤(경복항공고 졸), 김*민(목포덕인고 졸)

10 일본
대기업

14 DST로봇 남:4
류*현(김해가야고 졸), 정*학(김해영운고 졸)
김*형(달서고 졸), 강*조(경인고 졸) 

4

15 ㈜스테코 남:1 박*일(거제공고 졸) 1

16 KOC전기(주) 남:1 김*호(거제해성고 졸) 1

17 디섹 남:5
장*성(충무고 졸), 김*광(거제중앙고 졸), 
황*호(거제해성고 졸), 배*현(거제해성고 졸)
장*은(양정고 졸)

5

18 DS미래기술
남:1

여:1
전*훈(거제중앙고 졸)
정*리(거제해성고 졸) 2

19 한국GM거제서비스센터 남:2 배*수(지리산고 졸), 정*필(통영고 졸) 2

20 ㈜하이텍검사 남:1 임*현(경남산업고 졸) 1

21 성아티엔에스 남:1 허*원(창원고 졸) 1

22 ㈜신테크 남:1 송*훈(김해생명과학고 졸) 1

23 우리엠텍 남:1 이*권(거제제일고 졸) 1

24 삼화전기공사 남:1 김*솔(외국 캐나다고 졸) 1

25 하경인테리어 남:1 이*규(충무고 졸) 1

26 메트라이프생명(주) 남:1 홍*래(동인고 졸) 1

27 ㈜엔지니어링코리아 여:1 장*경(거제옥포고 졸) 1

28 디케이피플(주) 여:4 이*영(거제해성고 졸), 홍*주(거제옥포고 졸), 
황*민(거제해성고 졸), 윤*하(거제고 졸) 4

29 미취업 남:16 16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큰 어려움 속에 학과와 
학생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본 학과는 최선을 다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임.

○ 졸 업 자 : 70명
○ 취 업 자 : 52명
○ 진 학 자 :  2명(거제대학교 기계조선공학과 심화과정)  
○ 미취업자 : 16명
○ 취 업 률 : 52/(70-2) = 76.5% 

정부 공식 취업률은 올해 12월말에 걸정됨.

조선 산업의
어려움 속에

 전국 
기계공학과 중 
우수한 취업률 

유지!!!
취업률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