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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찾는사람들

VISION FINDER

지역 기업을 볼 때 우리 팀원은 기업의 ‘비전‘을

먼저 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V I S I O N F INDE R 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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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텍

탐방동기



01 현대하이텍 탐방동기

지역도시에 취업할만한 곳이 없다고 수도권이나 서울로 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지역에서 갈 만한 강소기업은 없을까 탐색하다 국가에서 주관하는희망이음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다.  탐방리스트에 있는 광주의 ‘현대하이텍’을 보고 탐방신청을 하게 되었다.

아람

은채

사실 현대하이텍이 하고 있는 주 업무는 나의 관심사와 상당히 동떨어진 기업이다.

하지만 기업탐방을 통하여 지역에 있는 우수기업을 둘러봄으로써 지역 기업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우선 나부터 ‘지역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탐방을 신청하였다.

또한 희망이음 프로젝트 서포터즈로서 희망이음 프로젝트와 현대하이텍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해

기업 탐방을 다녀왔다.



현대하이텍

소개



02 현대하이텍 소개

CEO: 김용구

설립일자: 1991. 08

직원 수: 남자 130명, 여자 30명

주소: 본사 및 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6번로 47 (오선동)
연구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 35 (광주 그린카진흥원 206호)

회사 로고 의미: 최첨단 기술로 국내 최대 크기의 자동차부품 생산 전문업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전체 매출액: 2016년 기준 313억 6623만원



02 현대하이텍 소개

사업 내용



02 현대하이텍 소개

사업 내용

그렇다면 이 자동차들의 부품들도
KIA에서 제조할까요?



02 현대하이텍 소개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 및 중형프레스 가공 전문

자동차프레스는현대하이텍이

구해줬으니 안심하라구



프레스란?

자동차 부품의 한 종류

자동차를 인체라고 가정했을때,

프레스는 뼈라고 할 수 있다.



02 현대하이텍 연혁

현대하이텍의 역사를 알아보자

91.8 현대공업설립
(CEO: 김용구)

92.1 기아자동차 1차업체 등록

00.5 ㈜현대하이텍
법인명변경

03.5 기아자동차중점
육성업체선정

05.7 ISO/TS 16949:2002 및

ISO 14001:2004 인증획득

08.12 제품안전우수기업 대상 수상
-지식경제부장관

09.6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인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9.12 국가경제발전 기여 표창장

– 지식경제부장관

10.11 수출 500만불 수상

12.12 수출 2,000만불 수상
– 지식경제부장관

15. 7. 지역강소기업선정
– 중소기업청장

15. 9. 싱글PPM+ 인증 획득

– 중소기업청장

15.12. 명품강소기업선정 – 광주광역시

15. 1.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구출지원”
선도기업 선정

16. 5. 글로벌강소기업선정
– 광주광역시



02 현대하이텍 소개

비전 및 경영방침

비전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을 통한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업체 실현

경영방침

품질향상 – 기술혁신 – 신용확대



02 현대하이텍 소개

인재상

직장생활에서는 동료, 
선/후배를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인화단결 근면성실

부지런하고 일하는 태도가
참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주인의식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02 현대하이텍 소개

조직도

제조지원부

제조팀 물류팀 생기보전팀

제조1-프레스 영업운영 보전업무

제조2-ASS’Y 영업지원 공무업무

물류운송

경영지원부

구매팀 기술연구소 원가팀 총무팀

양산구매 선행개발 개발원가 회계운영

외주구매 설계/해석 양산원가 총무일반

부자재 금형개발 원산지관리 경리

품질지원부

품질관리팀 업체관리팀

신차품질 업체지원

품질보증 업체육성

양산품질 업체평가

CEO



현장인터뷰
-사무직 중점



현대하이텍의 주요업무와
하루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현대하이텍경영지원부의총무팀

✓ 사무직으로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의 업무를 서포트

(총무팀 구성은 회계운영, 총무일반, 경리로 나뉘고 직무에 따라

크게 인사, 홍보, 총무, 행사/의전, 기획, 재무, 법무, 회계 등으로 나뉨)



규모가작은중소기업

✓ 전문성을 요하는 법무, 회계파트 외에 크게 직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공장이사무실바로옆이고제조업이라는특성

✓ 사무직 업무수행에도 수시로 제조팀, 물류팀, 품질관리팀 등을

돌며 간단한 현장업무를 보조하고 살피며 로테이션

→ 잔업 최소화, 수월한 업무 진행



주중마다크고작은회의에서대표님,이사님등

임원진모두참석

✓ 자동차 차체부품 제조 및 금형개발 외에도 신차연구 개발부문과

품질보증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병행

✓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업무들을 정리 및 상사에게 보고하거

나 회의준비를 하고, 책상과 현장을 오고 가며 다양한 업무

✓ 특히, 신차출하기간이 임박해오면 잔업이 많아서

사무와 현장의 손발이 잘 맞아야



채용 시
학력/자격/업무수행능력을

보는 게 있나요?



생산부분

학력, 자격무관
신차부분제품생산및 R&D부문

:관련전공자우대

경영지원부분

대졸이상
컴퓨터 OA활용능숙자우대

✓ 전문지식이필요한 법무/회계분야가 아닌 이상
직무별로크게 나뉘어 있지 않음

✓ 모든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인재 선호

03 현장인터뷰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성격은 어떤 것이 있나요?



03 현장인터뷰

생산직신입
현장에서 일을

처음 배운다는 마음가짐

의욕이 넘치는 사람 선호 제품개발생산및 R&D 부문
현장지식, 경험을 기반으로

신기술 연구
품질보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 필요

제조과정 대부분이 기계화로 운영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임금과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03 현장인터뷰

대졸초봉 2500만원
(내일채용공제 시 본인연봉+α)

연봉상승률 연 6~15% 내년 상반기 쏘울 후속모델 출시
해외수출 꾸준히 증가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

사무직과 생산직의 연결성이 높음
→ 현장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

제조업 분야의 현장, 사무를
보는 능력 갖출 수 있어



채용과정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기채용
✓ 채용사이트 정식공고를 통해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
✓ 신차모델이나 후속모델 출하 전 생산직을

대거로 채용할 때 주로 이루어짐

수시/ 인턴채용

03 현장인터뷰

✓ 지역 채용박람회나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통해
이력서지참 시 현장면접 기회제공

✓ 현대차 고용디딤돌 채용프로그램 지원 시
협력사인 현대하이텍 인턴기회 제공으로 진행

(신차부문 제품개발 생산 및 R&D부문
채용 시에 이루어짐)

사무직채용

✓ 별도 수시/정기 채용



03 현장인터뷰

채용 예정 비사무직/사무직의 비율이 3.5:1정도

사무직만대졸이상이고비사무직은학력무관

하지만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을우대



회사 내 복지는
어떤가요?



03 현장인터뷰

4대보험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학자금 지원
(3년 이상 근속자 한정,

출생수당, 고등학교 학비 및
대학 입학금 까지 지원)



탐방소감



04 탐방소감

아람

:제일 먼저 느낀점은 ‘지방에도 잘 찾아보면 강한 중소기업들
이 많이 있겠구나’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또, 대기업만
을 목표로 도전했을 때, 계속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취업을 포기하지 말고 협력사에서 현장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희망 직무나 더 연봉이 좋
은 협력사 또는 경쟁사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전라도의 작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채용과정 및 규모에 대해서는 비록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총무
이사님과의 현장미팅을 통해 지역대학의 우수인재들에게는 항
상 관심과 애정을 두는 기업이라는 것이 느껴졌고, 이 점이 바
로 현대하이텍을 지역 강소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한
다. 그 증거로 지역이나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력이 필요
할 때마다 수시로 지역의 인재를 채용한다는 점이 있다. 



04 탐방소감

은채

:서포터즈로서 간 마지막 기업탐방을 다녀오고 느낀점은 광주
는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그만큼 광주지역 우수기업
들이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다. 이러한 점은 광주
의 특징이자 강점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우수기업들이 적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현대하이텍의 상품을 운반하는 차를 일상속에서 자주 봤다. 아
빠도 비슷한 직종의 일을 하셔서 그런 차를 보면 ‘저 회사는
어떤 제품을 납품할까’라는 생각을 가끔했다. 이번 기업탐방
을 통해 현대하이텍 차를 보게 된다면 반가운 느낌일 것 같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기업탐방을 하면서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어갔고 특히 지역기업 관계자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중
소기업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상당한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음
을 느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 기업탐방은 단순히 기업탐방뿐
만 아니라 취업계획에 있어 많은 조언을 남겼다.  



HOPE LINK

취업의 주인공은
나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