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ucc 영상 삽입 

• 제작중.. 

희망이음 소개  

WHO? 전국 2~4년제 대학생, 졸업생 

WHY? 쳥년 실업률 12% 육박! 
청년층의 구직난 ↔ 중소기업의 인력난 

WHAT?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역기업과 연결해주는  소통창구! 

WHERE? 학생들은 각 지역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원하는 기업을 탐방! 

WHEN? 

- 기업마다 탐방일정이 다르니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 

- 1박 2일 유익한 캠프도 있으니 자주 확
인해보는게 좋아요^^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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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구소 및 박사S 소개 

『희망연구소』에 온 걸 환영한다      취업준비생이지? 

<2016년 대 기획, 희망이음 프로젝트> 연구집 발간! 

서효준 

인수진 조성열 

 이름 : 서효준 (25) 
 기계부서 책임연구원 
-기계공학 박사 
-수년간의 분석 경력을 보유하였으며,    
  철저하고 뛰어난 분석능력을 지님. 
-특허계의 1인자로서 관련 수상  
  경력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특징 

 이름 : 인수진 (24) 
 통계부서 선임연구원 
-수학 박사 
-예리하고 깔끔한 통계 분석능력을 
 지녔으며, 미래 전망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음 
- 신랄한 비평이 특기인 프로젝트팀          
의 막내 

 이름 : 조성열 (26) 
 화학부서 책임연구원 
-화학 박사 
-풍부한 화학적 지식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녔으며, 기업의 핵심기술
과 주요제품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  
-야근을 좋아하며, 뛰어난 능력으로 
 초고속 승진한 분위기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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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연구주제 및 기업선정이유 

취준생의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세 

 정보를 받는다 

 도망친다 

 우리 연구소에서 준비한 주제세 세대창모터스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 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 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 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 세세 세세세 미래의 차세대 전기차도 개발하는 중이라 앞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지. 
세세세세세세 세세  취업 꿀 팁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 세 세세세세.   
세 세, 세 세세 세 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 세세 세세. 세세 세세 세세! 



대창모터스 소개 

나는『대창모터스』 부사장이라네. 
2010년 1월부터 충북 진천에 있는 대창모터스에서 주로 Personal 
Mobility와 2차 전지를 개발, 생산해왔지. 

[기술력]  
1. 추돌방지센서 
2. 노캐디 시스템 : 캐디 수급  
등의 문제해결, 사고 위험 예방 
마그넷 센서를 이용한 기술 
3. 저속 전기차, 근거리 이동형 
지속 전기차 기술적 차별성 
4. Battery Pack 기구 

[주요사항]  
1. 2014년부터 4000대 가량의 요쿠르트  
  아주머니 전동차 공급 
2. 골프카, 수목원전용카트 납품 
3. 냉온 보온 가능한 배식차 제작 공급  
 (서울 아산병원에 납품 중) 
4. 저속전기차 미국에 수출 
5. 만 5천원으로 한달 사용 가능한 기술력 
6. 경쟁 회사와는 다른 가격의 우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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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모터스 주요사업  

사업분야 
-저속전기차 

주요상품 
-저속전기차 
-NEV & LSV 

사업분야 
-응용카트 

주요상품 
-한국야쿠르트 전동카트 
-전동 냉,온장 배식운반차 
-환경부, 청소차 
-AGV 골프카트 

사업분야 
-2차전지 

주요상품 
-ESS 
- li-Battery Pack 
 (삼성SDI /  LG화학Cell) 



대창모터스 비전·목표 

1 
 전기차 관련 

국내 최고 
기술진 확보 

 

4 
 해외시장  
개척 3 

 응용상품 
개발 

5 
 World  

TOP 5 진입 
 

2 
 에너지 산업 

2차전지 
(PACK) 

도전 
CHALLENGE 

열정 
PASSION 

세계화 
GLOBALIZATION 

실행 
PRACTICE 

인재 
TALENT 

고객감동 
CUSTOMER IMPRESSION 

우리의 『2020년 비전』은 매출액 1천 억원[영업이익15%]의 글로벌 전기
차 회사라네.  환경 친화·고객 지향의 제품 개발로 국내 전기 차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지. 

  



대창모터스 SWOT 

  

   * 골프카 렌탈서비스 제공   
   * 저속전기차의 미국 수출 
-  * 뛰어난 성능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작 

•충북대와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배달업체와 소형전기차   
 협력 구상 

* 1인 가구 증가 

OPPORTUNITY 

*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음 

 * 일반 승용차와 함께 도로주
행이 불가능 

WEAKNESS 

* 차량보다는 보조  
이용수단으로 사용 

되어야 함 
* Main car 보다는  
2nd car라는 인식 

THREAT 

S O 

W T 

STRENGTH 



부사장님으로부터 기업 정보를 획득했다.  
『우리의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모험 여행을 떠나 줄 거지?』 

 

 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대창모터스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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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구소 기계실 

『기다리고 있었네. 나와 함께 전기차와 관련된 특허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형성 가능성과 미래를 예측해보자고.』 

자료 출처 
-윕스온, 미국,한국 1983
년 이후 전기차 관련된 등
록특허 분석 
-직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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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실에 온 것을 환영하네. 
 대창모터스에서 사용하는 화학 관련 제품 정보를 함께 보도록 하지.』  

희망연구소 화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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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분석 

-과거 배터리 사업은 기존 기간시설을 
보유한 대기업 위주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배터리 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게도 점차  
그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 전망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 단가의 하락 
 -이로 인해 기존 모바일 위주의 리튬 
배터리 소비에서 ESS 및 EV 산업에서의  
리튬 배터리 소비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가격 변동 및 
배터리 생산 변동 추이 

인 박사로부터 대창모터스 사업 분야의 성장가능성 정보를 획득했다. 
취준생은 유망한 사업 분야를 보는 눈과 감각이 향상되었다. 

희망연구소 수학실 



지친 취준생들은 박사들의 알찬 분석으로  
인해 의지가 충만해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꿀팁 정보를 받는다 

 도망친다 

자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꿀팁세 세세세. 

세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 직접 쓴 
이력서세 세세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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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원본 

• 첨부예정 

서박사의 이력서 (대창모터스)  

1.  전문성 강조 
2.  첫인상 중요 
3.  너무 튀는 자신감은 감점 요인 
4.  단정한 외모 
  (여 : 깔끔한 양장, 단아함 OK /펌보단 컷트 머리, 화려한 귀걸이 X) 
   남 : 염색머리 X 

면접 관련 TIP  

채용  
-  상시 채용, 보통 경력사원 모집 

서 박사는 『대창모터스』인재 선발에 대한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취준생은 취업 준비에 대한 기반을 다지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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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원본 

• 첨부예정 

대외활동 홍보 (온라인) 

블로그 url: ht t p://blog.naver.com/wt d9270/220856641151 
세세 :ht t ps://www.facebook.com/duft jdwh/post s/1057758437670142 
세세2: ht t ps://www.facebook.com/duft jdwh/post s/10584157909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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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원본 

• 첨부예정 

대외활동 홍보 (오프라인) 

Q. 취준생 여러분! 왜 중소기업 지원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상 : 취준생 50명 
날짜 : 16년 11월 (1-2일)  

정보  
및  

홍보 부족 

21명 
(42%) 

낮은 임금 
13명  
(26%) 

복리후생 
부족 

6명  (12%) 

불편한 교통 
4명(8%) 

기타 6명 (12%) 
(잦은 야근,주위시선, 
근무환경,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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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구소』연구의 효과는 굉장했다.  
많은 청년인재들이 취업 세계로 힘차게 출발했다.   

탐방소감 

 다시보기 

 마치기 

길에서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 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
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 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 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 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 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세 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 세 세세 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세세세, 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 세세세 세세 세 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 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세 세세 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세 Second Car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 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세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 세세세세 세세 세세세세 세 세세세 세세 세세 세세 세세세세세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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