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소개 및 기업선정 기업현황 및 분석 기업탐방 채용정보 및 홍보활동 탐방소감 

희망 대장갂        



디자인 설계 
팀소개 및 기업선정 



영상 



1 

오전 5:31 1 

민선아 나 또 떨어졌..넘넘 슬포...(주륵) 
내가 갈 수 있는데가 있긴 할까...하...   

오전 5:31 1 

오전 9:30 1 언니 괜찮아용! 언니는 취업 뿌실 수 있어요!(탕탕) 

오전 9:30 1 혹시 언니 저랑 희망이음 기업 탐방 같이 가볼래요? 희희  

1 

오전 5:30 1 탐방동기 

오 이거 모야모야~  좋아 좋아! 
오전 9:31 1 



탐방동기 

희망이음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 기업 탐방 “ 소개 받아 참여 



인식조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20대 청년 179명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은 있지만 구인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Q.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인식조사 



인식조사 

"사실, 대기업에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기업 인지도 
뿐만이 아니라 채용 정보나 복지 수준 같은 정보가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중소중견기업은 구인 정보가 더 없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확신이 없으니까요." 

25살/인하대 박형권 

"중소 기업에서 청년내일공제 등 혜택뿐만 

아니라 급여나 복지도 좋은 곳이 많다고들 해서 

가고 싶은데 입사해보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25살/취준생 이진경 



팀 결성 



선정이유 

왜 희망장이들은 기업 중 INFESO 인페쏘를 선정했을까? 

 

인페쏘는 보통 철가공이 아닌  
레이저커팅 기술로  

다양핚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우수핚 기업이다 

HOME THEARTER 장식분야와 
산업 내 경쟁분석에서 매년 성장하고, 

직원들의 능력도 
 

함께 성장해 나갂다 

  

인천 가장 아름다운 기업 수상 
금속가공 제품에서도  

3차원 파이프레이져 뿐만 아닌  
고감성 가구 디자인 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핚다 



 

“취업난의 압박과 고통 속 저와 같은 청년들과 희망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내일 조금 더 따듯한 세상을 꿈꿉니다.” 

취업난 이길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feat.희망이음) 

 

“우수한 중견,중소기업이라면 당연히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 하지만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장이가 그 역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수기업 전할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feat.희망이음) 



불 피우기 
기업 현황 및 분석 



기업정보 

대 표 자 
설립년도 
기업규모 
대표번호 
주 업 종 
매 출 액 
종업원수 
홈페이지 

유봉열 
1990.12.19 
중소기업 
032-813-6600 
제조 
68 억원 
40 명 
www.infeso.com 

http://www.infeso.com/


기업연혁 

1985.03  ㈜인페쏘 설립 

1990.07  유망중소기업 선정 

1993.06  남동공단 사옥 준공,이젂 

1994.08   TV장식장 개발생산 

1996.11  INFESO 상표등록 

2004.10  TV-RACK (HTT-1200)벤처디자인상 수상 

2006.06  기술혁싞형 중소기업 선정(이노비즈기업선정) 

2006.08  경영혁싞중소기업선정(인천지방 중소기업) 

2006.10  벤처기업선정(기술보증기금) 

2008.12  평판디스플레이용 스탠드 의장등록(PAS-1700) 

2012.01  인페쏘 싞축공장으로 이젂 

쑥쑥 성장하는 인페쏘!  



심미적인 근무공갂이  
근로자의 삶의 활력과 일에 대핚 만족도, 

 회사에 대핚 애사심 증짂,  
장기근속으로 인핚 기술력 축적 등  
선순환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  

공장에 대핚 투자가 결코 아깝지 않다. 

“ 

” 



디자인을 판매하고 싶은 공장 

2011 핚국건축 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2016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굿디자인(GD) 선정 

다른 제조업과 다르게 디자인을 중시하며 이로 인해 차별화된 인페쏘! 



기업소개 

3차원 레이저 가공기부터 파이프젂용 레이저 가공기, 평판레이저 가공기, 대형CNC,젃곡기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외관가공이 완료된 제품의 레이저컷팅과 용접이 가능합니다. 

 
소형에서 대형파이프까지 파이프를  

가장 잘 가공핛 수 있는 기술력과 시스템을 보유핚  
3차원 및 파이프레이저가공 젂문회사입니다. 

▲3차원 레이저 가공기 ▲파이프 젂용 레이저 가공기 ▲젃곡기 



사업 방향  
및 비전 

Design 

Honesty 

Client 

정직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고객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디자인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인페쏘는 금속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핚 디자인 우선주의, 정직핚 경영마인드, 고객을 최우선하는 영업으로  
보다 나은 가치창조에 비젂을 두고 있습니다. 



Audio Rack 등의 가구 생산 레이저 임가공 

주력사업 

3차원 가공기 및 파이프 레이저 가공기 등의 기계를 이용, 레이저 용접하여 Audio Rack, TV Rack, CD Rack 등의  
기타 가구 제조하는 외에 기업체들로부터 주문에 의해 기계, 젂자, 자동차산업 관련 제품,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철 녹이기 
기업탐방 



아름다운 공장 인페쏘에 도착하였다. 
눈에 띄는 디자인의 의자와 
다양핚 제품들이 반겨주었다. 

인사담당자님과 만나  
인페쏘 기업탐방 시작! 

갤러리처럼 예쁜 인페쏘 사무동. 
기업의 경영방침 및 이념에 대하여 

소개해주셨다. 

01 02 03 

기업탐방 기업탐방 



“바람의 정원”으로  
불리는 공갂이 따로 구성! 

풀과 나무가 어우러짂 공갂에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짂행핚다. 

강아지와 과실나무도 키운다는 사실! 

인페쏘의 작은 제품들을 볼 수 있었다. 
레이저 가공으로 만든  

다양핚 인테리어 소품들이다. 

Home Rack의 대표회사로서 
다양핚 장식장과 받침대를 보았다. 
레이저로 금속 이외의 것들도 젃단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인페쏘로,  

큰제품과 섬세핚제품 모두 볼 수 있었다 

05 06 

기업탐방 기업탐방 



회사 내부에 당구대, 탁구대, 
헬스장이 구비되어있다. 

이 곳에서는 송도의 뷰도 보인다는 점! 

제조 공정을 구경하였다. 
인페쏘의 자랑인  

다양핚 3차원 및 레이저 가공기계들을  
볼 수 있었다. 

직접 시연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사젂에 디자인 된 도면을 입력하여 
기계가 젃단하고 제조하는 과정이다. 

07 08 09 

기업탐방 기업탐방 



기업탐방 

Q. 중소기업은 연봉이 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인페쏘는 3000~5000만원 정도의 연봉으로, 
    대기업에 비해서는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편견과 
    다르게 평균적으로 적지 않은 연봉입니다. 

인사담당자와의 인터뷰 



철 두드리기 
채용정보 및 홍보활동 



팀워크(조직력,협력) 

인재상 

도덕성 

도젂정싞 짂취적 사고 

책임감 

INFESO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그른 판단을 하지 않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인재 !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와 자리의 책임 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협력할 줄 아는 사람 ! 

인재상 나야 나! 



WE ARE YOUNG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회사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편하게 
노력과 열정을 함께 
직원들의 미래와 창조를 디자인 
직원들은 열정적이며 젊다 

기업문화 



복리후생 

연금 
국민연금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주5일 근무 
연차 

퇴직금 
인센티브제 
야근수당 

장기근속자 포상 

자유복장 
유니폼 지급 
노 타이(no tie) 

Insurance Vacation Reward Clothes 

자연을 보며 느낄 수 있는 인페쏘의 복지!  



채용제도 

서류젂형 면접젂형(실무자/임원) 최종합격  



온라인 홍보 활동 

20대 들과 실시갂으로 
소통하며 홍보핛 수 있는 채널 

인페쏘의 모습과 이야기를 
감성사짂과 함께 게시해 홍보  

청년들이 기업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핛을 하는 블로그 

다양한 SNS 콘텐츠 포스팅으로 인페쏘를 더욱 견고하게 어필하는 희망장이! 



오프라인 홍보 활동 

인식 테스트 실시 
 

Q.이 제품은 대기업 제품이다 YES/NO 
 

기술력과 디자인이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인페쏘의 제품을 보여주며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도록 유도한다. 
 

장 소  :  인 천 가 톨 릭 대 학 교  
날 짜  :  2 0 1 7 . 1 0 . 2 4 
목 적  :  중 소 기 업  인 식 개 선 과  
인 천  우 수 기 업  인 페 쏘  홍 보 

희망이음프로젝트도 소개하고 인페쏘를 알린다! 



홍보활동-소감 

 저도 중소기업에 대핚 편견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그런데, 인페쏘의 제품을 보면
서 완젂히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인천에 이렇게 근무환
경과 복리후생까지 잘 되어있는 강소 기
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철을 레이저로 컷팅핛 수 있는 기술력에 
또핚 놀랐고, 요새 3D프릮팅도 뜨고 있
는데 3D가공기 또핚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다음에 희망이음 탐방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제품이 너무 세련되고 손색이 없어서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는게 싞기하고 놀랐습
니다. 인페쏘 블로그에서 아름다운 정원
의 모습과 건축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보
고 제조 시설과 공장에 대핚 인식도 바뀌
었습니다.  
저도 이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네요. 
인재상과 취업정보도 SNS를 통해 쉽게 
접핛수 있게 되있더라구요. 희망장이들
에게 좋은 정보를 얻게 되어 좋았습니다.
^^ 

강재은./25 

중소기업 인식 환기 + 인페쏘 알리기 성공! 



제품완성 
탐방소감 



 

탐방소감 



피타고라스는 대장갂 망치소리를 듣고 
똑같은 망치소리지만 어떤 소리는 우리 귀를 아주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아 계이름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희망장이도 이 보고서를 본 청년들이 인페쏘에 대해 알아가고  
취업에 대핚 희망을 발견해  

취업준비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망치질을 했습니다. 
 

청년과 희망을 이어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희망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