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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치

1.기술의 자립

2.마케팅의 자립

3.자본의 자립

인도에 처음으로

연료펌프 공급

로버트보쉬와 합작

(전기식 연료펌프 부문)

GM코리아와 합작

(에코필터 연료펌프 부문)

기술력+개성공단의 노동력

⇛ 업계 1위

주요 사업 전적

R&D

마케팅

품질

경영합리화

회계

총무· 인사부

전 분야에서 채용하고 있음

직무 부분

주요 가치

1.기술의 자립

2.마케팅의 자립

3.자본의 자립

인도에 처음으로

연료펌프 공급

로버트보쉬와 합작

(전기식 연료펌프 부문)

GM코리아와 합작

(에코필터 연료펌프 부문)

기술력+개성공단의 노동력

⇛ 업계 1위

채용루트

창업공고생+결원시+인천대생

매년 인천대생 특정 인원을 채용 중

R&D

마케팅

품질

경영합리화

회계

총무· 인사부

전 분야에서 채용하고 있음



대화연료펌프 설립

개성공단 시범업체 선정

개성공단 입주

동안동안 자동차자동차 및및 농기계용농기계용 연료펌프와연료펌프와 필터필터 류의류의

대기업에대기업에 의존하지의존하지 않는않는 대화만의대화만의

세계 일류화 상품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대기업에대기업에 의존하지의존하지 않는않는 대화만의대화만의

을을 지향하는지향하는



열기관에열기관에 연료유를연료유를 공급하기공급하기 위하여위하여 연료탱크에서연료탱크에서 흡입하여흡입하여 공급관에공급관에 압송하는압송하는 장치장치

엔진에 설치된 캠축의 편심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으로, 

가장많이 사용되는 형식의 펌프
엔진에 설치된 캠축의 편심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으로, 

가장많이 사용되는 형식의 펌프

전자식에 의해 펌프의 포막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설치 위치가 자유롭고, 
기관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연료 공급이 가능한 펌프
최근의 자동차는 연료 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작동



연료에 포함 된 수분이나 이물질을 걸러주는 정화장치

자동차에 연료주입 or 비가 오는 경우

연료 탱크 내로 소량의 수분이 유입
자동차에 연료주입 or 비가 오는 경우

연료 탱크 내로 소량의 수분이 유입

이물질 & 수분 엔진으로 유입 엔진의 고장유발

연료탱크의 부식 이물질 형성



거래처와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다지고 거래처와의 관계가 단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더 뜻 깊은 관계임을 상기시켜주는 대화만의 특별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사옥 앞 마당에 거래처 명패들이 걸려있는 나무들!
이 나무들은 거래를 맺게 된 회사의 바이어들과 대화의 회장님이 함께 나무를 심는 대화만의 사내 문화인데요.

함께 나무를 심고, 나무에 명패를 걸고, 기념촬영까지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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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글로벌 기업 산 . 학 . 연 IPP형 일학습 병행제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1

개성공단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저렴한저렴한 인건비인건비

낮은낮은 이직률이직률

높은높은 가동률가동률

독자적독자적 기술력기술력

자체자체 브랜드브랜드 마케팅마케팅

20% 20% 수출성장수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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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고객사 현황

세계유일의 종합연료펌프 Mak er
(기계식, EFL식, TR식 등)

세계속의 대화

세계유일의 종합연료펌프 Mak er
(기계식, EFL식, TR식 등)

AUTOZONE, AAP 등의 수출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Filt er인

TULX Brand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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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학 . 관

산.학.관

2016년 2월 16일 개성공단 가동 중지  송
도

에
 

생
산

라
인

 
구

축

임금 증가 → 원가경쟁력 유지 X

 스
마

트
 

공
장

화

주요 공정 자동화&

협력 배경스마트 공장

제조제조 전전 과정을과정을 정보통신기술정보통신기술(ICT)(ICT)로로 통합통합

생산성생산성 및및 에너지효율에너지효율 강화강화
제품제품 불량률불량률 감소감소

생산시스템을생산시스템을 최적화최적화

제조단가제조단가↓        ↓        소비시장소비시장 유연히유연히 대처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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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학 . 관

산.학.관

2016년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대상

기업 선정

5천 만원 지원

공동으로 공정 ICT 추진
(7월말 완성 예정)

향후 EPR과의 결합으로 한 단계

발전된 스마트 공장 구축 예정

신 장비 개발 + 설치 중

양산 가동 → 생산성 50%↑  품질30%↑

보강판 탭 가공정 +  탈유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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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IPP

IPP형 일 학습 병행제



우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쏟아라. 우리 대화연료펌프는 기계식 연료펌프 분야에서 세계1위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우물만 파왔다. 그 결과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형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물리학을 활용한 자동차 기술 (반 중력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우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쏟아라. 우리 대화연료펌프는 기계식 연료펌프 분야에서 세계1위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우물만 파왔다. 그 결과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형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물리학을 활용한 자동차 기술 (반 중력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있다,

“대기업은 한 분야의 전문가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것도 좋고,

책을 많이 읽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맞게 영어+a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중에 좋은 기업이 많으니, 대기업만 목표로 하지 말고 눈을 돌려봐라”



1.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인 4대보험은 당연히 제공한다. 대졸 신입의 경우 평균적으로 2700만원을 받는다. 연말에는 이익성과분의 3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여

성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우리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 일할 수 있다.

2.채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R&D/ 마케팅/ 품질/ 경영/ 회계 분야를 채용한다. 특히 R&D와 마케팅을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 직무에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

3. R&D 투자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대화연료펌프는 국책과제도 많이 수행 중이다.

4. 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가요? 

1. 목표를 크게 가지는 인재 2. 열심히 하는 인재 3. 인간미를 갖춘 인재(조직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는지)

5. 현재 자재 직무에서 채용공고가 났던데, 자재 직무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자재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중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6. 정기적으로 채용이 진행되나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채용한다. 취업사이트에 수시로 채용 공고를 올린다.

1.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인 4대보험은 당연히 제공한다. 대졸 신입의 경우 평균적으로 2700만원을 받는다. 연말에는 이익성과분의 3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여

성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우리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 일할 수 있다.

2.채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R&D/ 마케팅/ 품질/ 경영/ 회계 분야를 채용한다. 특히 R&D와 마케팅을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 직무에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

3. R&D 투자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대화연료펌프는 국책과제도 많이 수행 중이다.

4. 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가요? 

1. 목표를 크게 가지는 인재 2. 열심히 하는 인재 3. 인간미를 갖춘 인재(조직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는지)

5. 현재 자재 직무에서 채용공고가 났던데, 자재 직무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자재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중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6. 정기적으로 채용이 진행되나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채용한다. 취업사이트에 수시로 채용 공고를 올린다.



시장의 변화

BUT 대형 굴착기, 농기계 부문에서는 여전히 큰 시장 가능성이 존재

대처 방안

미래형 자동차용 제품을 구상 중

반중력 브레이크
관련 연구 진행 중

필터류
연료필터 & 에어필터

자동차 소모품
엔진오일 & 밧데리

와이퍼블레이드

운송용 자동차

대형굴착기& 농기계



희망이음 서포터즈

인천팀 미추홀릭

ht t p:/ / blog.naver.com/ monoamor/ 220857219675

ht t p:/ / blog.naver.com/ monoamor/ 220849240436

ht t p:/ / blog.naver.com/ monoamor/ 220852110377

ht t p:/ / blog.naver.com/ monoamor/ 220849171879

희망이음 서포터즈

인천팀 미추홀릭

ht t ps:/ / www.facebook .com/ michuholic2016
/ post s/ 204938093250434

ht t ps:/ / www.facebook .com/ michuholic2016
/ post s/ 214753525602224

ht t ps:/ / www.facebook .com/ michuholic2016
/ post s/ 216320102112233

ht t ps:/ / www.facebook .com/ michuholic2016
/ post s/ 219254855152091

연혁&기업정보
연구개발&제품

계열사&글로벌네트워크
인재상&주요가치



여러 기업탐방을 다녀 보았는데 정말정말 튼실하고 앞으로도 성장가능성 무궁무
진하다는것이 확 느껴지는 회사였다. 그이유는 대화연료펌프 사옥 앞에 여러나무
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나무 하나하나 회사명이 있었다. 이 회상명은 회장
님께서 거래를 맺은 회사 바이어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하자는의미로 같이 나무를
심어놓은거라 설명해주셨는데 이 나무수가 굉장히 많은것을 보며 이회사는 한번
에 무너지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또한 회장님께서 노벨상 급인 반중력 브레
이크라는 장비를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성공적이고 앞으로 매출을 낼 아이
템이 생겼다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회사는 앞으로 더욱더 성
장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인천의 여러 기업들을 탐방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있다는것을 느끼며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이찬희

대화 연료 펌프를 탐방 하면서 기계를 다루는 큰 공장에 가 본 경험이 전무인 전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가장 놀랍고 신기했던 점은 대화연료펌프는 대기업에 의존
하지않는 독자적인 기업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앞으로 더욱 든든한 힘으로 발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품질은 곧 내 인격이다." 라는 슬로건을 보며 대
화연료펌프의 자부심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김서윤

이번 대화연료펌프 탐방을 통해 여러가지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와
닿았던 것은 하나의 작은 분야에서 장인정신을 발휘해 집중하는 것으로도 큰 회
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이였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그 장인정신을 보고 느끼면서 다시금 지금 내가 하는일에 최선
을 다하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추찬호

여러 기업탐방을 다녀 보았는데 정말정말 튼실하고 앞으로도 성장가능성 무궁무
진하다는것이 확 느껴지는 회사였다. 그이유는 대화연료펌프 사옥 앞에 여러나무
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나무 하나하나 회사명이 있었다. 이 회상명은 회장
님께서 거래를 맺은 회사 바이어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하자는의미로 같이 나무를
심어놓은거라 설명해주셨는데 이 나무수가 굉장히 많은것을 보며 이회사는 한번
에 무너지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또한 회장님께서 노벨상 급인 반중력 브레
이크라는 장비를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성공적이고 앞으로 매출을 낼 아이
템이 생겼다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회사는 앞으로 더욱더 성
장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인천의 여러 기업들을 탐방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있다는것을 느끼며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 대화연료펌프라는 회사를 접했을 때는 연료펌프라는 생소한 가계를 만드는
회사라는 느낌이었지만 탐방을 진행하고 대화에 대해 하나 둘 씩 알아가며 회사
임직원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끼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결과물들
을 지켜보며 정말 멋진 회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인 정신을 발휘
하여 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감과 그동안 쌓인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실정
에 맞게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유연히 대처하는 대화연료펌프의 경영자세
에서 나 또한 저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