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학년으로서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좋은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아보고자 이번 탐방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내가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도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기업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인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고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기업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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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enius ; genius한 화공엔지니어를 꿈꾸는 공학도들 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천만불 수출탑

(한국 무역협회)
호남지역 최초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지식경제부)

포브스 아시아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Asian Science Park 
Association Awards 

2010 그랑프리

히든챔피언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잡코리아)





 회사명 : ㈜오이솔루션

 설립일 : 2003년 8월 7일

 홈페이지 : www.oesolution.com

 본부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30번길 53

 코스닥 상장일 : 2014년 2월 27일

 호남지역 최초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

광통신 전문 연구인력을 주축으로 설립된 광트랜시버 전문기업

http://www.oesolution.com/


광트랜시버 … ?
전기신호와 빛신호를 상호변환시키는 광통신 핵심모듈

초고속 광통신망 연결 시 필수 모듈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

정부가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시 필요한
시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육성 프로젝트

World Class 300

OE SOLUTIONS

호남지역
최초 선정



AimValley BV
(Netherlands)

OES Japan
(Shinjuku, Tokyo)

OES America
R&D Center

(Irvine, CA)

OES America
(Englewood Fliffs, NJ)

OES Seoul office
(Indeokwon, Anyang)

OE Solutions 
Headquarters

(Yeonje-dong, Gwangju)



한국에 잇는 공장(광주, 서울 지역공장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지사
오이솔루션은 내수보다는 해외매출이 전체 매출의 70% 정도로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 
광주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도 영업과 연구개발을 위한 지사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도 이와 같은 지사가 있고 지난 2016년 6월에는 일본에서도 시장을 넓
히기 위해 도쿄에도 설립되었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오이솔루션



Global Top 10 통신장비 업체 중

8개사에 납품하여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거래중

국내
1위

세계
11위





무균실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라인들을 보며
직접 제품생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내식당에서 직원들은 맛있는 식사를 3끼 모두! 제공 받습니다!
생일자들을 위한 특별식 또한 매달 준비됩니다 !



교육장,
체육시설

그리고
양치실까지…!



기숙사

자율복장

다양한
소통창구

출산/육아 휴직

입문교육
역량강화 교육
학술연수 지원

영어학습 지원
해외 주재원

사내 도서관



산행 영화 당구 야구

축구 낚시 볼링 풋살

모든
동호회
활성화

활동비
일부 지급

동호회 활동
장려



필요 인력 수시채용

핵심가치 인재상

정규적인 채용보다는 필요 인력이 발생 시 공고를 내서 수시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뽑힌 신입사원분

은 학교 홈페이지의 공고를 보고 서류심사와 면접절차를 통해 오이솔루션과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열정

정직한 비지니스

솔선수범하는 주인정신

다양성 존중

창조적 혁신

열정

전문성

주인의식 글로벌 인재

창의적



깔끔한 건물 외관의 모습에서부터 부푼 마음을 가지고 탐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력 제품부터 회사이야기, 사원분들 이야기를 모두 아무렇지 않게 말하셨지
만 그 속에서 회사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보여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잘 지켜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
습과 직원들을 위한 영어교육들이 이뤄지는 모습들을 직접 보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사 같았습니다. 가장 강조하시는 열정적인
인재가 되어 나도 이 회사의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탐방이 끝나고 머릿속에는 직원들을 많이 배려하는 회사다 라는 것이었습니
다.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양치하는 것을 보고 새로 건물을 올리면서 양치실을
만들 생각을 하셨다던 대표님의 마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지
역에도, 중소기업에도 직원들을 생각하는 회사인 것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업이 있
다는 것에 대해 많이 알리고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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