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am.

도시락 탐험대

탐험 중 우연히 보물지도를 획득하게된 도시락 탐험대. 보물의 위치는 바로 주식회사 유니락!!
유니락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주식회사 유니락을 찾아가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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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청년의 꿈과 도전, 지역기업과 함께 만들어 가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지역인재와 선별된 지역우수기업을 희망으로 이어주는 기회

 청년인재
  지역
우수기업



프롤로그

도시락 탐험대의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

  팀소개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Team.

도시락 탐험대

도시락 하나에 여러가지 반찬을 하나의 통에 담듯이 우리의 역량을
한 곳에 담아 취업이라는 보물을 찾기위해 도시락 탐험대를 꾸렸다!

“보물도 찾고, 취업도 잡자!”

“중소기업이라는 보물 꼭 찾겠어!”

“짐꾼처럼 묵묵히 취업까지 나아가겠어!”

탐험대장

탐험대 막내

탐험대 짐꾼



 기업선정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선정분야

선정이유

    Boring, broaching, milling, tapping를 이용한 제조 회사
    

   (주)유니락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강소기업(강한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강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강점을 
   어필함으로써, 요즘 중소기업의 취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취업 준비생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주)유니락을 탐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AD(Computer Aided Desing)을 이용하여 설계하는 회사



 기업소개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주)유니락은 1984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stainless Tube Fitting의  국산화로 계장용 관이음쇠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 발전, 현재는 국내는 물론 해외 40여개국에서 인정을 받는 우수기업입니다. 

기  업  명

대표이사

설  립  일

사업분야

임직원수

소  재  지

홈페이지

㈜유니락

유명호

1984. 4. 1

배관자재, 밸브

180명

인천 남동공단 본사/ 1공장, 2공장
시화 MTV

www.unilok.com



 기업연혁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1984 2005 2012 2017 2018

유니온 금속 공업 설립
국내 최초 Tube Fitting 국산화 성공

MTV공장부지 확보
안산시 MOU 체결

세계 선두 업체 진입(코스닥)
시화 MTV 통합 이전

철탑산업훈장 수훈
EP시설확장등 시장확대

시화 MTV 공장 착공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유니락



 기업경영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사훈

경영방침

人和 인화      인심이 화합함

創意 창의      새로이 의견을 생각하여 냄

勤勉 근면      부지런히 노력함

인재가치 창출 기술가치 창출고객가치 창출

높은 기술력으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고객이 100% 만족 할 수 있는
제품생산 및 제품개발

현재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와 노력을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유니락 제품의 속성인 “연결” 이라는 키워드를 컨셉화하여    
    서로를 믿으며 넘겨주는 신뢰의 바톤을 시각화한
                    ㈜유니락의 로고



 사업분야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유니락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천연가스발전소

해양산업

제지

철도

이렇게 많은 분야에?!



 주요제품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Valve Fitting Cylinder Connectors

Diaphragm Valves VCD Series
Bellows Valves VCB Series
Welded Check Valves VCC Series

Weld & UCR Fitting
Tube Fitting
Pipe Fitting

Cylinder Connectors

제품분야

제품명



 기업분석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 꾸준한 매출 상승 ’ 성장하는 기업 ㈜유니락

우와, 계속 올라간다!!!

1655
1149

2058

2830
2610 2587

2440

2513

3199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이익
단위(백만)

1338

540

2014 2015 2016

당기 순이익 (최근 3년)

단위(백만)

904

Clean System 도입 이후 많은 국내외 고객 유치  

성장 Point



 기업강점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많은 강점을 가진 기업 ㈜유니락

 유니락의 강점은
 어떤것이 있을까??

1.우수한 기술력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밸브산업의 선두에 자리잡음

4. 품질관리

 클린룸을 통한 품질관리로
         ‘제품보증’

3.다양한 분야

반도체 석유분야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기업브랜드 
상승

2.국내외 시장점유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음

5. 인증자격

  Authentication 
          - Certificate



 이정도 인증서는
  있어야지~~!!

 기업강점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인증된 기술, 인증된 기업 ㈜유니락



 기업비젼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유니락의 이유있는 vision

- 세계최고의 제품 생산
- 신제품 개발

 유니락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제품혁신

- 선진 기업문화 정착
- 글로벌마케팅 실현

기업혁신

- 100% 품질만족 보증 실현
- 고객서비스 개발

품질혁신

- 환경기업 실현
- 지역사회 기여

환경혁신



 1층탐방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1차가공을 하는 ㈜유니락의 1F

U/T MCT LINE MANUAL CNC LINE

E/V                  RAW
MATERIAL STORAGE

MECHANICAL
  POLISHING
         LINE

4

                 CNC LINE

        선반을 이용한 선삭가공
               (형태 가공 작업)

2

       MECHNIACAL 
  POLISHING  LINE

사포로 제품 면을 곱게 해주는 
    작업 (표면거칠기 가공)

4

MULTI-FUNCTION
        CNC LINEAUTO INDEX CNC LINE

1

            RAW MATERIAL 
                  STORAGE

              원소재 반입 및 보관

5

              ELEVATOR

       1차가공이 끝난 제품을 
               2층으로 운반

3

               MCT LINE

            MCT기계를 이용한
                    가공작업

1F



 2층탐방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1

               ELECTRICAL
           POLISHING LINE

             표면에 전기적 이온   
      발생시 끝부분을 깍는 작업 

2

       ULTRA HIGH PURITY
           CLEANING LINE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작업 

3

        WELDING LINE

           용접작업을 하는곳

4

        PACKING LINE

           진공포장을 하는곳

후처리를 하는 ㈜유니락의 2F

2F

   ELECTRICAL
POLISHING LINE

  VALVE PART
     STORAGE

 PRECISION
TEST ROOM

   R&D
CENTER

QUALITY
CONTROL
  TEAM

ASSEMBLY LINE
    (INS VALVE)

PRODUCTION 
           HQ

PRODUCTION 
    STORAGE

PACKING
    LINE

ELEVATOR

WELDING LINE

CLEAN ROOM

ULTRA HIGH PURITY
     CLEANING LINE



 탐방 Q&A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1층은 1차 가공을 위한 공간인 만큼 다양한 공작기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특별하게 공정 라인이 CNC LINE과 MCT LINE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두 공정 라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CNC 와 MCT의 차이점은 공구입니다.
CNC는 하나의 공구로만 공정할수 있는 반면,  MCT는 다양한 공구를 이용해
공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AMCT

CLEAN ROOM

CNC

2층의 클린룸은 저희가 직접 들어가 탐방을 할 수 없었는데요,
정확히 클린룸은 어떠한 공간이고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는건가요? 

클린룸은 간단히 설명하면 멸균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한 먼지에 의한 오차도 허용이 안 되는 매우 정밀한 공정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분야의 모든 제품이 생산되는 공간입니다.

Q

A



 채용정보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유니락의  채용 정보

㈜유니락

기술연구소

품질경영팀

경영관리팀

경영자원 국내영업      1사업부
UHP&Valves

     2사업부
INS&Fittings

기술영업

해외영업

구매/자재

영업관리팀 생산관리팀

CEO

조직 개요도
채용 정보

기술연구소   생산기술   해외영업   국내영업        품질

밸브, 튜브분야 생산 
 관리자 및 제조분야 
기술연구소 유경험자

CNC 및 공정기술 기계, 전자 해외영업      반도체, 기계 및 
플랜트 프로젝트 영업

        자재 및 제품   
             품질관리

금속/재료/전자/기계
전공자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유경험자

   영어에 능통하고 
해외영업 3년 이상의 
           유경험자

    신입 및 국내영업
1년 이상의 유경험자

        해당분야 3년 
      이상의 유경험자

모집분야

자격요건

모집인원

각 부분 00명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연락처, 
  희망연봉, 응모부문 기재)

  경력소개서 : 경력중심 기재

모집기간 및 기타

                      수시채용
Email 접수 : union@unilok.com



복리 후생

 채용정보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연금 / 보험 휴무 / 휴가 / 행사 보상 / 수당 / 지원 생활편의 / 여가행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각종 경조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성과급

주5일 근무
    연차
  정기휴가 
  경조휴가
  유급휴가
  출산휴가

        통근버스 운행
           건강검진
           중식제공
           석식제공
         근무복 지급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최종합격

채용절차



채용 Tip

 채용정보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기계 관련 기본적 지식

㈜유니락은 기계적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만큼 기계 관련 기본적 지식이 필요할 것 같다.
생산분야가 아닌 경영분야도 기본적으로 생산과 제조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하고, 사용되는 자재들이 모두 
기계관련 부품이므로 기계 관련 기본적 지식이 요구된다. 또, 제품의 원가를 낮출 때 제품의 가공법에 따라 가공비를 
매우 절약할 수 있으므로 기계가공 관련 지식도 있으면 좋을것 같다.

열정!

채용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우대사항이 있지만, 탐방을 통해 열정적으로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정보를 알게되었다. 또한, ㈜유니락은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사업 선정기업으로 인재 양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치를 쌓기 위한 열정을 보인다면 효과적일 것 같다!

우수한 외국어 능력

㈜유니락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진출해 나가는 회사 성장에 맞춰 직원들에게도 우수한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유니락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



담당자님의 ㈜유니락에 취업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두고 지금의 회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몸 담고 있던 부서는 매일같이 새벽에 퇴근을 할 정도로 일이 많았었죠.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Q

A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 대기업보다 연봉은 적지만,
㈜유니락은 복리후생도 괜찮고 일하는 분위기와 하는 일이 만족스러워
불편한 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A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오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Q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개인의 실력등을 쌓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 승진의 기회가 많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A
담당자님이 생각하시는 중소기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Q

   Q&A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도시락 탐험대의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

1. 온라인 홍보

 홍보활동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도시락 탐험대의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 활동

2. 오프라인 홍보

 홍보활동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경험마케팅
길거리홍보

길거리 홍보



 탐방소감 프롤로그 보물지도 보물섬 보물찾기 에필로그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유니락 외에도 

2군데를 더 탐방했었는데, 
모두가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못지않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중소기업을 
취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저에게 더 넓고, 
긍정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항상 대기업만 바라봤기 때문에 

많이 조급했었는데, 
중소기업의 유망한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취업의 장이 넓어진 것에 

대해 이번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번학기 수업을 통해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알게됐습니다.

 (주)유니락을 비롯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3곳을 탐방했습니다. 
탐방을 통해 담당자분께 취업에 
대한 조언도 듣고,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회를 거듭할 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전공 수업인 제조프로세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참가하게 되었고 

여러 중소기업들을 탐방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분위기도
느껴보면서 생각한 것에 비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공기업을
원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주변 친구들이나 취준생 분들을
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려하는게
사실인데 다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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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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