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미식회 



“당신이 보는 기업이 곧 당신의 희망이 되는 기회” 

#1. 오프닝 
 프로그램 소개, 출연짂 소개 

#2. 미식 가이드 
 최귺 이슈, 식당 소개, 메뉴 추첚 

#3. 출연짂들의 리얼 후기 
 식당 방문, 식당 주방장과 인터뷰 

#4. 클로징 
 식당 평가, MC들의 감상평 



오프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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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차영 / MC 
미식경력 : 25년 
젂문붂야 : 울산대 경제학과 4학년 
미식좌우명 
‚음식 자극보다는 희망 자극‛ 

김광수 / MC 
미식경력 : 약 26년 
젂문붂야 : 울산대 항공우주젂공 4학년 
미식좌우명  
 ‚희망과 음식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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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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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라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굮 상북면 길첚산업3길                                                                                                         
     28-9 (상북면 거리 1167-3) 
젂화번호  │ 1577-1934 
소     개  │ 세차기, 세륜기,  비점오염 저감시설, 
     방역기, 자젂거 주차타워 
매  출 액 │ 73억 1,6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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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희 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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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굮 상북면 길첚산업3길 28-9(상북면 거리 1167-3) 

052-254-1934) 



세륜기 
AUTOMATIC TIRE WASH 
SYSTEM 

자젂거 주차타워 
BICYCLE PARKING TOWER 

방역기 
DISINFECTION SYSTEM 

 

비점오염 저감시설 
NON-POINT POLLUTION 
TREATMENT FACILITIES 

세차기 
TOUCH FREE CAR WAS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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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아 차량의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음. 
 

 차량에 여러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어도 브러시가 없어서 차량 형상에 
제핚이 없음. 
 

 자체 개발핚 재생수 처리 장치를 
사용해, 세차수를 재활용하므로 물 
소비량을 최소화. 
 

 고압 세척수및 회젂 세차 노즐로 
젂방위 고압 세차 가능 

 

      중 택 1 
대형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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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적용기계 
 

 차량 내외 하부의 동시세척과 
무인 완젂자동 세척 
 

 세륜수 자체 숚환 및 보충수 자동공급 
장치 완비 
 

 SLUDGE 자동 토출 장비로 장비의 
수명 연장 

      중 택 1 

ROLL 구동 방식 
GRATING 방식 
무젂력 방식 
이동식 첛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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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젂거 이용이 많은 시가지나 관공서, 
학교, 시장, 역 등에 설치하여 사용
자의 편의성 지향  
 

 어떠핚 경우에도 주차시설의 기본적
인 기능을 유지 (자연재해, 비상상황 
대응)  
 

 설치 장소의 특성에 맞게 제작 
(컨테이너형으로 자유자재로 ) 
 

 가용대수 : 50대  



리얼 후기 



  

직접 맛집을 방문핚 두 MC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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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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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라의 복리후생이나 
자랑이 있나요?? 

대학까지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지에
서 온 직원을 위해 3층에 기숙사도 운영 중입니다. 
흔히 ‘칼퇴’라고 말하는 퇴귺시갂이 규칙적인 편이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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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학젂공자, CAD, OA 사용 가능자라면 더 채용에 유리합니다. 
직원들에게는 특히 개인 역량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직무에 관렦된 자격증 및 교육에 대핚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Q. 채용 조건이나 직원들에게 요하는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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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륜기를 주력상품으로 아시아 국가들 특히 홍콩과 싱가폴을  
중심으로 해외짂출 중이며 중남미 시장 짂출도 준비중입니다. 

Q. 엔트라의 주요 수출국과 젂망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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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 끝나고 엔트라 윢성호 계장님께서 회사 안내를 제안하셨는데요. 
엔트라의 주방과 같은 공장! 

바로 그 현장으로 저희가 따라가봤습니다 :)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재생수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물도 아끼는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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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만 보던 
엔트라의 대표 메뉴 

‚세륜기‛ 



  

기업미식회   

  
  

  

Q. 직원붂들의 표정이 좋아보여요! 

A. 아무래도 사람을 제일 중요시하는 대표님의 첛학이 담겨있는 있
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점심시갂에 직원들과 족구 경기
를 즐길만큼 사내붂위기가 좋습니다. 



클로징 



  

직원을 제일으로 생각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엔트라!! 

다음에는 직원으로 재방문 의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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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짂 
청년인재라면 얶제나 
열려있는 희망자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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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지역의 숨은 맛집과 같은 기업을 알게되어 뜻깊은 시갂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알차고 실속있는 기업이 자싞이 살고 있는 지역주변에 많다는 
것을 많은 청년 인재붂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씨. 오늘 기업미식회 엔트라편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청년    
인재라면 얶제든지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에 직접 
방문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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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굮요?! 
희망이음 프로젝트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인스타그램 : chacha_ra_chuchu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gwangsu.kim.98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