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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꿈과 도전 지역기업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꿈과 도전을

지역 기업과 함께 연결해주는
희망의 소통 창구 같은 존재!!!

기업탐방 기회 제공 → 기업에 대한 이해도 상승, 일자리에 대한 시야 확장

기업 탐방 후기 공모전 → 해외 연수 및 장학금 등의 혜택 제공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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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NF 기장물산

선보공업 올리콘발처스 바른로지스틱스



선보공업은 21건의 특허, 심사중인 15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조선, 해양, 
LNG 분야에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 중이며, 특히 LNG를 이용한 WTS 
시스템 개발에 성과를 보임으로써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냈다. 

더 나아가 고용우수 기업,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우수기업이기에 취업형님이 직접 선정!!!!!



1. 선보공업(주) 본사1공장

2. 선보유니텍(주) 구평공장

3. 선보유니텍(주) 구평1공장





본사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80 (다대동)

주력 사업
조선 및 해양 유니트 / 패키지

매출액
2015년 기준 1,880억원 달성

직원 수
총 862명 - 설계팀 90명(연구인력 20명), 

관리 160명, 생산 612명으로 구성



2010
03. 삼성중공업(SHI) 품질 GOLD 마트 인증

09. 국가생산성대상 종합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09 .동탑 산업훈장 수훈

2011
10. Shwe MEG Regeneration Skid 납품
10. ISO 14001, Ohsas 18001 획득
10. 선보유니텍(주) 구평1공장 설립

2012

08. 대림건설 필리핀 RMP2 Project Vacuum Package 납품
06. CLOV FPSO Project Process Package Module 5종 납품

2013

01. NASSCO FGSS 세계최초 공급
04. Ichthys FPSO Project Caloriflier 납품
03.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제작 및 시연
02. LNG Fuel Gas Supply System 공급

2014

2015

11. EGINA FPSO 프로젝트 D.O Package 납품
10. MOL FSRU 프로젝트 LNG Compressor Package납품
07. 선보 PLUS2020 선포



마이크로 오존버블을 사용하여
선박 평형수 내에 생존하는 유해수중생물과
병원균을살균하고 중화하는 시스템.

이 기술은 환경을 강조하는
트랜드를 고려했을때, 

미래에 ‘선보공업’만의장점으로
부각될 듯. 



1. Purifier room unit

2. Water strainer

1. Process package 

2. Utility package 







의료비 지급
종합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부산상공회의소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서비스

입학 축하금
자녀 학자금
본인 학자금

경조휴가
개인기념일

주택자금 지원 재난구호자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출

콘도이용지원
생활편의시설 제휴 협력

금연펀드

자기개발비 지원
동호회활동 지원
부서활동비 지원
문화행사 지원

체력,위락 시설 지원



볼링, 영화감상, 프라모델, 맛집 탐방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

연관활동비 지급, 
우수동호회 연 100만원 특별 지원금 지급











.





http://blog.naver.com/happiness587/220853050602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1768
7155103453&id=100005865182495



https://m.facebook.com/deujob/?ref=notif_textonly



Q) 선보공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선보공업에 지원하시겠습니까?

A) 예 (62) vs  아니오 (27)
62

27 예

아니오

3846
중소기업

대기업

Q) 어느 기업을 더 선호하십니까?

A) 중소기업 (38) vs 대기업 (46)



Q) 현재 조선산업이어려운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A) 현재 선박을 대체할 물류를 할 수 있는 매체가 탄생하지 않는다면 선박산업은 직속성이 강한산업입니다. 현재 산업의 사이클상 조선업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선보공업은 기존 선박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현재의 시장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기존제품의 매출하락

에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선보공업은 자연과 같이 가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산 질산 등의 규

제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선보공업은 이에 맞춰 현재 없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으로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는 경쟁

력을 갖추려고 노력 중 입니다. 이로써 현재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사장님의 경영철학 또한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Q) 선보공업이나아가야할방향은?

A) 현재 선박에는 질이 좋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여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박에는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

우가 많아 매연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기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보공업은 연료가 LNG로 교체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맞춰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LNG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의장점은 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A) 요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무인데 나이가 젊

죠? 입사한지 17년인데 임원생활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선보공업에 와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기발

전과 회사발전을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Q) 인사채용과정은어떻게이루어 지나요?

A) 인사채용과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중소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내면 수백명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 경험에 대한 차별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핵심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이란, 과연 이 지원자

가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직무를 맡을 것이며, 입사하기 위해 무엇을 공부를 했으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 대한 분석 없이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에서 “시켜만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와 같은 답을

하는 경우가많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좀더 구체적으로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이키워졌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에서 살아온 만큼 무조건 울산의 큰 기업에만 관심을 두
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다. 더 늦기 전에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많
이 알게 되고, 또 중소기업이라 한들 생각보다 튼튼한 기업들이 많았다. 이번 희
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에 대한 나의 좁은 생각과 인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금부터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어떤 것들
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지 심도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친구들이 희망이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취업의 장벽은
쉽게 허물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희망을 잇는 날까지 파이팅!

이은지

이호철

2년 전 중소기업탐방 프로젝트를 직접 실시해보며, 대기업이 가지지 못한 중소
기업만의 매력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매
력이 아닌 확신으로 생각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특히 이번에 조사하게 된 선보
공업은 현재 조선/해양 플랜트 사업의 경기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
력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
은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을 더더욱 알리고 싶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으며 중소기
업이 대기업 못지않게 장점이 많이 있다는 저의 생각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심
어주고 싶다.



임주연

유길영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석하, NF, 기장물산, 선보공업, 바른로지스틱, 올리
콘 발처스 등의 6개의 중소기업을 탐방했다. 부산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실제로 가서 보고 설명을 듣게 되었다. 부산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취업을 고민중인 학생들에게 내가 보고 느낀 기업들을 소개
하면 좋겠다고 생각 했다. 선보공업의 홍보 자료를 만들어 홍보했으며, 기업을
분석하고, 취업전략까지 세워 보았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스로 발
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예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해외로 시장을 크게 벌리
는 것은 대기업만의 몫이라고 생각 했었다. 그런데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인식이 변화되었다. 중소기업들도 해외진출을 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역
량과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직무에 있어서 자유롭고 개성을 존
중하는 분위기를 가지는 장점이 있음을 느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나의
인식이 바뀐 만큼 앞으로도 다른 취업준비 생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
야겠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