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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지 팀

연리지란두나무의가지가맞닿아서결이
서로통한것을말합니다. 

저희는연리지처럼취업을하고자하는열
망과의지가통하고역경을극복하고자하
는마음이서로맞닿아팀을결성하게되었
습니다.

이름 : 이상준
학교 : 명지대학교
학과 : 국제통상학과
임무 : 불꽃같은열정남

좌우명 : “보람을느끼며살자”

1. 팀 소개

이름 : 김승수
학교 : 동국대학교
학과 : 전자공학과
임무 : 완벽추구 지적남

좌우명 : “언제나최선을다하자”



취업에대한전반적인고민을하던중
취업은하고싶고..
기업탐방도해보고
싶은데..

어디서정보를얻을
수있을까?

2. 탐방동기

대학교와 에서실시하는
‘중견기업히든챔피언취업대비반’에서

서울테크노파크의기업탐방프로그램을

소개받아서신청하게되었습니다.



청년의일자리에대한꿈과도전을지역기업과
함께연결하는소통창구

우수기업탐방과해외연수의기회제공

희망이음 프로젝트란? 참가 방법

희망이음프로젝트홈페이지
(https://www.hopelink.kr/Visit/Schedule)

접속후관심있는기업선정후
탐방신청클릭!

2. 탐방동기



3. 탐방기업선정

㈜제다 ㈜신영

“자동차및가전제품의부품을제조하는기업,㈜제다
자동차차체와금형을생산하는㈜신영을선정!”



이 상 준

3. 탐방기업선정

평소 자동차 채용박람회에 참석할 정도로 자동차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번 기업 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원하고 싶은 생산관리 직무가 실질적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

하였습니다.

김 승 수

기업선정이유

경영학 과목에서 배웠던 생산운영과 ERP등의 지식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자동차
부품업계에서의 현직자 분들을 만남으로써, 기업에서 원하
는 인재상과 채용방식을 배워가 취업준비생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국내자동차부산업은특정완성차메이커에
종속된전속적인납품거래구조

국내완성차업체가 5개사의과점체제인반면
부품산업은상대적으로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
위주의시장구조를형성

국내완성차업체와의해외동반진출및글로벌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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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에종속적인사업구조

3. 탐방기업선정

자동차부품산업전망

최근부품업체들은완성차업체의해외생산기지동반진
출이나,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완성업체와의거래를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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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 모듈화, 글로벌소싱확대로업체간
차별화심화

국가별경쟁구도다각화

내수위주의시장구조, 수출비중제고추세

부품전장화및고급화, 국내완성차업체들글
로벌인지도상승에힘입어성장유지전망

자동차부품산업전망

3. 탐방기업선정



07:30 서울역집합

14:00 ㈜신영도착 17:00 탐방종료및동대구출발

10:00 동대구역도착 11:00 ㈜제다도착

4. 탐방일정



3. 회사소개

We make safy!

㈜제다



WE MAKE SAFETY
PART OF ALL THE CARS

본사소재지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공단9로 96

대표이사 :박상근

설립일 : 2001년 6월 1일

주업종 :제조업

사업분야 :자동자 Wiring

5. 기업소개 – ㈜제다



주요 생산품목

와이링하네스

Wiring 또는Wiring Harness란자동차의
각부위에서발생되는전기적신호및전류를
부품상호간에전달하여 System이제역할
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배선의총집합체

자동차에탑재된전장품들을상호연결하여
전기적에너지를각전장품에전달

스위치및센서로부터발생되는정보를해당
부품에전달

5. 기업소개 – ㈜제다



5. 기업소개 – ㈜제다

•경영혁신활동

•학습하는문화

•즐거운일터문화

•칭찬하는문화

• Weekly 이미지캠페인

조직 문화



5. ㈜제다견학사진

제다본사에도착후,
동영상을시청하면서

회사에대한소개를받았습니다.

실시간으로제품공정이이루어
지는상황이모니터링되면서
생산이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인사담당자님과의만남을통해
근무환경과직무에대한조언을

듣고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3. 회사소개

앞선기술과우수한품질을지향하는기업

신영



기술로세상을움직여나가는기업

본사소재지 :경상북도영천시본촌공단길 39(본촌동)

대표이사 :강호갑

설립일 : 1999년 3월 1일

주업종 :자동차부품제조업

사업분야 :차제부품, 금형,지그

<차제부품> <금형> <지그>

5. 기업소개 – ㈜신영



그룹 및 공장현황
신영영천공장29,187㎡
에쿠스, 제네시스, I40 등
차체부품생산, 스틸금형생산

신영울산공장37,843㎡
아반떼, 투싼, 싼타페등
차체부품생산, 트랜스퍼
LINE, 모듈생산설비등구축

신영금형공장17,821㎡
차체부품의금형을전문적으로
제작, 독일, 멕시코, 인도등해
외에서도독자적기술력을인정

신영아산2공장29,996㎡
쏘렌토, 모닝, K9 등의차체부
품개발, 생산

5. 기업소개 – ㈜신영



주요 생산품목

5. 기업소개 – ㈜신영



5. 기업소개 – ㈜신영

신영의평가제도

•성과에따른보상
(실현된성과는공정하게평가하고개인별
기여도에따라평가)

•객관성과합리성
(개인이이룩한성과에대하여적합한보
상이이루어질 수있도록, 구성원들이공
감할수있는인사평가제도를위하여노
력)

•핵심인력선발 (중간관리자)
- 전문지식
- 통솔력/추진력
- 인간관계
- 애사심



5. ㈜신영견학사진

신영본사에도착후,
공장견학을시작하였습니다.

차체가만들어지는과정을
눈앞에서관찰할수

있었습니다.

공정을거쳐제품이완성되어
가는모습입니다.



5. 기업소개 – ㈜신영

인사담당자분과의질의응답

채용형태는어떻게되나요?

A . 공채의경우신입사원의비중이높고수시채용의경우경력사
원비중이높습니다. 올해공채는아직까지없을예정이고수시
채용의경우인원이필요한경우에주변대학교취업게시판에공
고를하거나취업사이트에공고를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생산관리/품질관리직무는이공계열밖에지원못하나요?

A . 모든계열이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자기소개서를쓸때직
무에관해 자신이어떤경험과지식을쌓았는지를자세히쓰는
것이중요합니다.

Q

Q



5. 기업소개 – ㈜신영

신입사원보다인턴사원을뽑으시는데정규직전환율은어떻게되나요?

A . 현재까지인턴사원이정규직전환율은 100% 입니다. 물론인
턴사원의평판이나업무보고서를보고평가를해서정규직전환이
됩니다.

Q

자기소개서쓸때Tip을주신다면?

A . 지원동기를쓸때회사에대해쓰는것보단자신이회사에어떤
도움이되고어느부분에기여를할것인지자신만의비전이나직무
에대한확실한이해를가지고써야합니다. 

Q

인사담당자분과의질의응답



이 상 준

6. 탐방소감

김 승 수

“100번 듣는 것보다 1번 경험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처럼
직접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해보니 제가 취업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던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많

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덕분에 경상도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면서, 학술적 지식
이 아닌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취업준비생들이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참여하여 기업탐방의 기회를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 희망이음홍보활동

https://www.facebook.com/hopelink.korea/photos/a.14025
80820007755.1073741828.1392816844317486/171718424
1880743/?type=3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활동

<7월26일 오후7시~8시30분 강남역>

어느기업을 선호하나요?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20명

대기업 : 30명

희망이음프로젝트를

아나요? 

예

아니오

아니오 : 46명

예 : 4명

<페이스북 홍보>

http://blog.naver.com/isj445/220864400822

<네이버 블로그 홍보>

https://www.facebook.com/hopelink.korea/photos/a.1402580820007755.1073741828.1392816844317486/1717184241880743/?type=3
http://blog.naver.com/isj445/22086440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