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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장 관리과 홍은희 사원 2018-10-10

전기팀 이우건 부장 2018-10-01

물류해운본부 하은태 상무 2018-10-01

광산신규사업팀 최대웅 대리 2018-10-10

기술영업팀 유하나 사원 2018-10-15

광산생산팀 이원섭 대리 2018-10-15

설비팀 김상균 사원 2018-10-15

설비팀 김지환 사원 2018-10-15

전기팀 박건 사원 2018-10-15

공정개선팀 박상진 사원 2018-10-15

공정개선팀 이인욱 사원 2018-10-15

공정개선팀 김창용 사원 2018-10-15

경영관리팀 정우선 사원 2018-10-15

공정개선팀 이병춘 과장 2018-10-22

광산생산팀 주용현 대리 2018-10-22

보전관리팀 배승환 과장 2018-10-22

HR팀 김영석 선임사원 2018-10-22

광산기획팀 최성호 대리 2018-10-28

기계팀 최진규 차장 2018-11-01

공정개선팀 안준형 차장 2018-11-01

회계팀 이승환 선임사원 2018-11-01

광산신규사업팀 민성현 과장 2018-11-01

광산기획팀 우택규 대리 2018-11-05

운영관리팀 이송은 사원 2018-11-07

해운팀 이주원 대리 2018-11-12

설비팀 김종연 차장 2018-11-12

HR팀 김영철 과장 2018-11-21

설비팀 이용학 과장 2018-11-21

해무팀 이하영 선임사원 2018-11-22

해사기술지원팀 임철민 차장 2018-11-26

광산신규사업팀 이상운 소장 2018-12-01

특수영업팀 이원준 차장 2018-12-01

경영관리담당 한범석 전무 2018-12-10

청주공장 생산팀 염동렬 5급 2018-10-01

포항공장 품질팀 권윤한 5급 2018-10-01

마케팅1팀 윤여상 대리 2018-10-01

제천공장 생산팀 유현우 기능 2018-10-01

청주공장 D/W운영팀 최원석 기능 2018-10-15

제천공장 생산팀 박종선 기능 2018-10-24

청주공장 D/W운영팀 신태철 기능 2018-11-05

청주공장 D/W운영팀 이민재 기능 2018-11-05

청주공장 D/W운영팀 김준호 기능 2018-11-05

청주공장 D/W운영팀 김현성 기능 2018-11-05

PC공사팀 배태준 차장 2018-11-09

포항공장 생산팀 장원 5급 2018-12-01

여주공장 관리팀 유동희 6급 2018-12-04

연마유지보수팀 조석현 기능 2018-10-10

영업팀 강혁 5남 2018-10-25

AF전략기획팀 주풍 부장 2018-11-26

삼척협력팀 최양섭 차장 2018-12-01

전략기획팀 이주석 5급 2018-10-01

F/C영업팀 여주영업소(출하) 박창규 6급 2018-11-01

당진하역팀 최민규 사원 2018-11-05

사회공헌팀 박소윤 5급 2018-11-12

PI팀 이소정 5급 2018-11-12

HR기획팀 이미연 대리 2018-12-01

전략기획팀 장재우 5급 2018-12-01

몰탈생산운영팀 배유한 5급 2018-10-01

양주사업소 생산팀 안종길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정영일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박종훈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양대협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염재웅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성두경 5급 2018-10-01

품질평가팀 고홍석 6급 2018-10-01

품질평가팀 조민형 6급 2018-10-01

품질평가팀 김영우 6급 2018-10-01

김해몰탈공장 생산팀 허만탁 사원 2018-10-01

김해몰탈공장 생산팀 이석진 사원 2018-10-01

김해몰탈공장 생산팀 고동현 사원 2018-10-01

김해몰탈공장 생산팀 박승겸 주임 2018-10-01

재무팀 김보미 6급 2018-10-04

사업개발2팀 이창환 차장 2018-10-05

혼화제공장 품질과 이효은 5급 2018-10-10

사업개발2팀 박종웅 과장 2018-10-10

사업개발2팀 단창수 부장 2018-10-10

인천몰탈공장 생산팀 이두희 사원 2018-10-10

선박운영팀 김병길 선원 2018-10-10

사업기획팀 정현 차장 2018-10-15

풍납공장 관리과 이재훈 5급 2018-11-01

송도공장 관리과 임요셉 5급 2018-11-01

성수공장 관리과 박은정 사원 2018-11-01

인천몰탈공장 품질팀 김동현 5급 2018-11-01

몰탈남부영업팀 정한글 5급 2018-11-01

화성몰탈공장 생산팀 김민찬 사원 2018-11-01

골재품질팀 조준희 대리 2018-11-01

구매기획팀(장) 성백영 부장 2018-11-05

몰탈남부영업팀 이호재 차장 2018-11-05

몰탈남부영업팀 한승민 5급 2018-11-05

계량사업소 임주비 대리 2018-11-07

계량사업소 이효환 5급 2018-11-07

인천공장 관리과 임자현 5급 2018-11-07

김해몰탈공장 생산팀 윤상욱 5급 2018-11-12

송도공장 관리과 임성대 사원 2018-11-12

인천공장 관리과 이정호 주임 2018-11-14

화성몰탈공장 생산팀 이기영 주임 2018-11-14

회계1팀 권정상 대리 2018-11-23

HRD팀 김정우 과장 2018-12-01

재무기획팀 장동훈 5급 2018-12-01

몰탈신제품사업팀 이경훈 5급 2018-12-01

아산공장 관리과 고광훈 주임 2018-12-04

사업개발2팀 김형무 5급 2018-12-10

수급전략팀 이중섭 5급 2018-10-01

예산사업소 생산팀 박태현 5급 2018-10-10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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