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 하반기 기업 선발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면접비 부담없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면접수당 지급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면접수당을 지급하기는 기업에게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다음과 같이 인증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 12. 8.
경기도일자리재단

1.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중 모든 면접자에게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

※ 차수 거리 직종 계약형태 등 차등 지급여부는 무관함

※ 면접수당은 현금 또는 현금성 물건(기프트콘 등)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
자사 물건 등은 기념품으로 면접수당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고 게시일(2020. 10. 19.) 이전부터 1회 이상 면접수당 지급 중이며
향후 지속 지급 예정 기업
- 1회 이상 : 1회 채용전형시 1회 이상 면접수당 지급을 뜻함
- 면접수당 : 현금 또는 현금성 물건(기프트콘 등) 지급한 경우만
인정하며 자사 물건 등은 기념품으로 면접수당으로 인정하지 않음
- 향후 지속 지급 예정 기준 : 코로나19 등으로 기업 매출 감소,
직원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면접
수당 지급을 유지해야 함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공고일 기준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체납기업 등

2. 인증기업 정보
순번

기관명

상세주소

1

시락푸드 주식회사

오산시 오산로 193, 1층 104, 124, 125호(오산동)

2

㈜ 큐어팜텍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30, 603호
(장항동, 신풍플로스타)

3

㈜ 스포투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4

이에스텍이엔지
주식회사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4, 215호
(영천동, 동탄케이티엑스밸리)

5

주식회사라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6,
(관양동, 엠피스타워)

6

퓨쳐메디신 주식회사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616호(시흥동, LH기업성장센터)

7

㈜드림 메카텍

화성시 정남면 정남산단로 41

338, B동 B-101호, B-102호

4층 403호

8

㈜ 두구코리아

시흥시 공단2대로 268, 3바

9

㈜ 피티케이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89번길

202호(정왕동)

10

㈜ 지음지식서비스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532호
(시흥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 기업성장센터)

11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고색동, 수원벤처밸리)

12

㈜캔탑스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A동 1002~8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13

석세스모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4

지니언스 ㈜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12층 A-F(관양동, 평촌역
하이필드)

15

주식회사
폴브릿지코리아

의왕시 왕곡로 18,

16

주식회사 토페스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17

주식회사 티엠솔루션스

부천시 소향로13번길
(상동, 맘모스타워)

18

㈜ 오렌지이앤씨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9

주식회사 데브툴즈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20

주식회사 에이케이씨

화성시 장지안길 6 (장지동)

21

㈜ 윤덕씨앤피

부천시 삼작로143번길 63

22

주식회사 에코아이디

화성시 팔탄면 약수터길 127

23

모던밸류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층 H2221호
(정자동,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24

주식회사
씨에스아이비젼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동 18호

25

㈜ 여의시스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4

50

142-10, B동 2층 210호

11-41, 3층 2호(관양동)

2층(왕곡동)
106번길 31

28-14, 5층 516, 517호
331번길 8, 501호
제1동 10층 1009호 (관양동)

(내동)
-10

(상대원동)

순번

기관명

상세주소

26

주식회사 윈스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 1)

15, 윈스동

27

주식회사 경동건설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

28

주식회사 에코파이

과천시 별양상가1로 35, 5층

29

대연화학 ㈜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 5층

30

주식회사 케이씨알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46, 군포엠테크노센터 1116-1호

31

코코넛사일로 주식회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창업존 7층 738호
(시흥동,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32

주식회사 씨티케이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41번길

502호 (별양동, 상아빌딩)

52-17 (신갈동)

3. 기타사항
인증기업 중 면접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모집 공고문에 있는 면접수당 지급 수령 확인대장 유지 및
작성 *향후 불시 점검할 수 있음
경기도 내 타 기업지원 공모사업 신청시 가산점 자동부여
현판 및 인증서는 2020년 12월 8일자로 제작되어 이번 달 내
개별발송 예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별도 수여식 미진행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획팀(070-8893-3721, 031-270-9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