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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이름 :  박찬영 (PCY) 이름 :  윤지영 (YJY)

나이 :  22세 나이 :  23세

코드네임 :  P.assion 코드네임 :  Y.outh

투입위치 :  기술직 투입위치 :  인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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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SPY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대 전 지 역 청 년 2 0 0 명 에 대 한 S P Y 팀 설 문 조 사

Team SPY

( 2 0 1 7 . 1 0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조사

‘중소기업’하면 떠오르는 첫번째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좋다 48명 (24%), 보통이다 88명 (44%), 좋지 않다 64

명 (32%)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 조사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명, 분야, 채용 등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잘 모른다.’가 164
명으로 82%, ‘잘 알고있다.’가 36명으로 18%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가 부족한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좋지 않다.
64명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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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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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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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좋지 않다.
64명

보통이다.
88명

좋다.
48명

24% 32%

44%

잘 모른다. 164명

잘 알고있다. 36명

82%

18%

대전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심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조사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 조사

에서 TEAM SPY 파견을 결정!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하라.



드론 업계 전망
및 기업 점유율

세계 드론 시장 전망

2015년 2020년 2025년

3.9B 9.7B 14.6B

(B=10억 달러)

Hi-Tech 산업 중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드론시장은 2025년엔
146억 불에 달하는 시장크기를 가질 것이라 전망되는 유망산업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 (2015년 기준)

유콘시스템 (24.7%)

한국드론 (16.4%)
제이씨현 (7.9%)

기타

국내 드론시장은 퍼스텍의 유콘시스템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
한 회사로 형성되어 있다. 그중 국내 드론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유콘시스템의 점유율은 24.7%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있다.



전용우 대표

(주) 유콘시스템

설립일 - 2001년 6월 25일

대표이사 – 전용우, 송재근

주력상품 – 산업 ·군 ·농업용 드론

매출액 – 180억 9,407만 (2016)

종업원 – 90명

인증현황 – 이노비즈, 강소기업 등



2001-4

2001
유콘시스템주식회사
법인설립

2004.08
무인항공기통제시스템
국내최초수출

2004.10
장거리정보전송체계
장비개발

2005-9

2005
대한민국 10대신기술
선정

2006
무인항공기통제시스템
2차수출

2009
소형무인항공기
최초해병대전력화

2010-14

2011
무인항공기통제시스템
3차수출

2013
소형무인항공기
육군전력화

2014
한국형발사체
지상제어시스템 1차개발

2015-17

2015
강소기업, 국방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선정

2016
농업용드론출시

2017
공간정보, 정밀농업용
드론개발

TEAM SPY (주) 유콘시스템 주요 연혁



AgriculturalIndustry Military

군사용 정찰 드론산업용 다목적 드론 농업용 방제 드론

유콘시스템의 주요 상품



Infiltration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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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



SPY 팀의 유콘시스템 잠입 브리핑

1 유콘시스템 도착 2 인사담당자 면담 3 S P Y  요원 부서 배치

4 근무환경 조사5 일지 정리 후 보고



유콘시스템 채용 일지 작성자 : Y

인사팀에 배치된지 얼마 지나지않아. 신입사원 채용관련 회의에 참석
할 수 있었다. 기술직 70% 경영직 20% 기타 10%로 이루어진 회사
특성상 기술직을 많이 뽑게 되는데, 이번 공채에 신입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가 회의의 안건이었다. 회의 참여를 통해 회사의 인재상, 회의
분위기, 채용 비중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인재상, 회의분위기, 채용 비중 확인!

SPY 팀 잠입 일지

유콘시스템 채용 일지 작성자 : Y

퇴근 후 인사부서의박씨와 저녁을 함께했다. 박씨는외국에서만난 아
내와 이제 4살배기인 아들 이야기에정신이없었다. 아이를더 낳을 계획
이라는말에 교육비에대해 물어봤으나, 회사에서대학졸업까지의교육
비를 지원해준다며자랑스레이야기하였다. 말이 나온 김에 회사 복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나누었다. 가장 인상깊은 점은 자동차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준다는점이다.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복리후생 확인!



외부 인사 방문 일지 작성자 : P

유콘시스템에 정부기관 사람들과 대전시 직원분들이 방문하였다. 
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관을 둘러보시는게 전부지만, 대전시
한 직원분이 청년 정책을 언급하시는 걸 듣게되었다. 대전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청년정책을 펼친다. 이에 대전
시 청년 정책과 청년 직원이 대부분인 유콘시스템과 연계 시 좋은 시
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분석된다.

대전시 청년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확인!

SPY 팀 잠입 일지

근무환경 및 분위기 일지 작성자 : P

유콘시스템 기술직에 배치된 후 가장 놀란 것은 직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무환경은 매우 자유로웠으며, 궁금하
고 모르는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다. 
다만, 팀으로 이루어져 함께하는 근무보다 개인적으로 일을하는 형태를 띄
고있어 더 깊은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차원에서 야근을 지양
하고 있으니, 퇴근 후 시간을 노려 정씨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자유로운 근무환경, 야근 지양 확인!



복리후생근무환경

80% 이상이 청년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자유롭고 밝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앞서 일지에서 언급한대로 팀과 같은 분위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업무만을
진행하는 구조라 청년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기엔 약간의 팀 업무가 있는 것이 좋다 생
각된다.

80%

자유로운 휴가

경조사 지원금

자녀교육비 지원
(대학까지)

자동차 보험료

정기 건강검진
80% 이상 청년층

자유로운 근무 환경

그러나, 팀 업무보단 개인적인 업무 多

기본적으로 야근을 지양하는 회사 정책에 맞게 다양한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우선적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비의 경우 대학까지 회
사차원에서 지원이 된다. 그 외에도 경조사 지원금, 정기 건강검진, 어학연수 등의
복리후생이 있으며, 자동차 보험료 지원에 있어선 유콘시스템이 자랑하는 부분이다.

유콘시스템 잠입 일지 요약

대표적 복리후생

야근 지양



지역 연계채용

인사과 회의와 박씨와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된 사실은 채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채와 수시채용을 함께하며 경력직보다 신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만큼, 대전시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무대라고 생가된다.

일지에서 소개한대로 유콘시스템의 직원 구조상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연계하면 더욱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생각된다. 즉, 높은 지역 정책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성장이 기대된다.

유콘시스템 잠입 일지 요약

채용정보

시기 : 매년 11월 후성그룹 공채 (수시채용 진행)

절차 : 서류 – 1차 면접 – 2차 면접 – 최종 합격

분류 : 크게 기술직, 경영직으로 나눠 채용

조건 : 토익 600점 이상, 업무 관련 자격증 우대

연봉 : 대졸 초임 연 3,000 이상



C o n
C l u
s i o n

Chapter 3.

ConClusion 결론



STRENGTHS

뛰어난 자체 기술력
-하이테크 산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고기술의 보유

국내 드론 상업화의 선두주자

-국내 1위 브랜드를 수년간 유지함으로써, 시장 내 인지도↑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근무환경

-기업 근무자 중 80% 이상이 젊은 청년층,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

다양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제품군
-군사, 산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여러 제품군 보유



WEAKNESSES

높은 제품가격
-기술개발비 등 여러 고자원이 투입되어 비교적 고가의 가격으로 형성

낮은 소비자 인지도

-높은 업계 점유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소비자 인지도

B 2 B에서 B 2 C로의 확장 어려움

-기존의 B2B 산업에서 B2C로의 확장 시 B2C 제품군 부재로 인한 어려움

한정된 시장점유율
-군사, 산업, 농업 관련 점유율은 매우 높으나, 촬영용 드론, 장난감 드론 등
일반 소비자를 타겟으로한 시장의 점유율은 매우 낮음



OPPORTUNITIES

H I - T EC H의 높은 진입장벽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 신규 경쟁자 유입 억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시장성

-4차 혁명의 촉망받는 산업으로 매우 높은 시장성장성을 가지고 있음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업계 성장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존재

점차적으로 대중화되는 시장
-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B2C 상품의 개발로 인한 시장의 대중화



THREATS

강력한 경쟁업체
-신규 경쟁자 유입이 어려운만큼, 기존의 강력한 경쟁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함

다양한 협업자의 부재

-고기술을 가진 기업과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협업의 어려움이 있음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소비자의 요구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

매우 긴 제품 교체기
-군사, 산업, 농업용 드론의 경우 교체기가 매우 길어, 추후 소비자 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유콘시스템 내부(S,W)와 드론 산업 전반(O,T)에 대한 조사 완료.

기술력과 높은 시장점유율 &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점차 사업을 확장하여 B2C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경쟁업체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며,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콘시스템의 종합 적합도

-대전 청년들에게 소개하기 좋은 기업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

-높은 성장률을 가진 중소기업



비록 짧은 기간동안의 임무수행이었지만, 대전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
게 알게되어 기쁘다. 이번에는 한 기업에서만 임무수행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또 다른 분야에서 대전을
빛내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다. 유콘시스템을 탐방할 수 있
게 기횔르 주신 희망이움 관계자 분들과 임무수행 중 많은 도움을 준 박씨와 인사담당자분, 우리 팀원
P님께 감사하다. 

짧지만 즐거웠던 임무수행이었다. 유콘시스템과 같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중소기업이 대전에도 많이 있
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많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다음 임무엔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희망이움 관계자
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유콘시스템 정씨, 그리고 인사담당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싶다.

-Special Agent Youth (Yoon Ji Young)

-Special Agent Passion (Park Cha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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