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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MC 
선경덕, 김가영, 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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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 서바이벌 오디션 
‘일하기 좋은 기업편’ 드디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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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티저영상 

청년인재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서바이벌 오디션! 

과연, SIS는 청년 인재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희망이음 

101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연습기업 소개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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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청년MC 소개 

김가영 강수빈 선경덕 

소속  울산대학교 경영정보학 전공 
담당  기업분석 
          자료조사 
          사진촬영 
 

청년인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인에게 취업이란 어떤 의미에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걷는 것 같다”, “마치 외줄 타기를 하는 것 같다”는 청년인재도 있었습니다.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막연함과 불안감, 청년 프로듀서 대표들이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청년 인재들과 함께 희망이 되는 기업 SIS(주)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GA 
YOUNG 

SU 
BIN 

KYEONG 
DEOK 

청년 MC 대표 
SIS를 방문하여 지역 기업의 성장을  
함께한다. 

소속  울산대학교 경영정보학 전공 
담당  PPT 제작 
         온라인 홍보 
         탐방기획 
 

청년 MC  
다방면으로 홍보하여 청년 인재들에게 
다가간다. 

청년 MC  
남다른 센스를 통해 청년 인재들의 궁금증
을 해결한다. 

소속  울산대학교 법학 전공 
담당  영상제작 
          인터뷰 진행 
          디자인 
            

”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연습기업 소개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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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정이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해줄 기업이 등장했다! 

“안정성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야 걱정하지마! 총 
자산이 197억이나 되고, 총 매출액이 200억이나 된다고! 그
리고 신용등급도 B+를 받았어.”(2016.전자공시 시스템 기준) 

“수년간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내
외적으로 다양한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어. 특히 해외진출에
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2000만불 
수출탑 수상, 중소기업청 6대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어.” 

“근로조건도 정말 좋아. 신축 사옥에는 기숙사를 제공
해주고 구내 식당까지 마련되어 있어! 이건 비밀인데 
대표님께서 깔끔하셔서 근무환경도 엄청 깔끔하대!” 

중소기업의 장점 알려줄 기업 SIS 나야 나! 나야 나!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연습기업 소개 프롤로그 

자아실현 

9% 

사회적 지위 

9% 

근로조건 

25% 

성장성 

18% 

안정성 

39% 

중소기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이유 
 

조사대상  울산대학교 학생 176명 
조사방법  구글 독스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조사기간  10/24~10/26 



04. 희망이음 프로젝트란? 

지역우수 기업은 청년들을 기다리지만, 
청년 실업률은 높아져만 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 

희!망!이!음! 프로젝트 

지역우수기업과 청년인재들의 희망을 잇는다! 

지역우수기업을 직접 탐방해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켜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다.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연습기업 소개 프롤로그 



프롤로그 

01. 기업개요 

Your partner for automation  
system innovation synchronized. 

에스아이에스(주)는 자동화 설비 전문 회사로 2004년 시스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외국
의 선진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리드해 나갈 시스템 관련 신기술을 개
발하여 기술 및 품질 수준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메이커로 나아가고 있다. 

에스아이에스㈜ 기 업 명 

 대표 자명 

 설립 일자 

주력 사업 

회사 위치 

신승인 

2004년 10월 25일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 

울산광역시 북구 농공단지 3길 3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02. 기업연혁 

2004.10. 
 에스아이에스 주식회사 설립 

2005.12. 
 본사이전 ,  

PDM system 구축 

2006.04. 
 연구소 설립, 

ERP SYSTEM 도입 

2007.06. 
 사옥 및 울산공장 이전 

2007.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선정 

2008.12. 
 대구지사 설립 

2009.02. 
 산업기술진흥 표창 

2010.06. 
 글로벌  

스타벤처 선정 

2011.03. 
 

광양지사 설립 

2014.12. 
 2012~2014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6대 강소기업 선정 

2015.12. 
 

프롤로그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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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업 비전 

R&D 집중 해외시장개척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중남미 중심으로 
 미주 유럽 지역 개척 

협력사와 고객사에 대한 
 자사 제품 신뢰도 향상 

고객사 관리 

” 

프롤로그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항상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귀사의 평생 파트너가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신승인 

CEO 

“ 



04. 사업 분야 연습생 인터뷰 

레이저 가공 시스템 

직교좌표 로봇 또는 다관절 로봇에 
의한 2차원 혹은 3차원 레이저 가공 
설비 
 

레이저 가공 서비스 

레이저 가공 부품을 위한 용접, 절단, 
하이브리드 용접 설비 

FA 시스템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Arc 용접 자
동화 설비. 기존의 수작업 대체. 
 

에스아이에스의 
자신 있는 분야야!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프롤로그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04. 사업 분야 연습생 인터뷰 

제철 자동화 시스템 

무인대차, 직교좌표 로봇
을 이용한 Roll 자동 이송 
적재 자동화 설비 

 

철도차량 자동화 서비스 

낮은 삽입 손실, 고출력 파
워 그리고 최소의 레이저빔 
편차 등을 선보임 

방위사업 

수도방위 사령부로부터 공로
상 및 서울지킴이 공식장비로 
위촉 받은 최첨단 무인정찰기 

 

프롤로그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고가의 해외기술을 
에스아이에스의 기술력으로  
재해석한 다음 국산화하는 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S W 

O T Threats[위협] 

Weaknesses[약점] 

- 다수의 로봇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해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자체 브랜드 개발 중  
-   국내 특허 보유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 구사 능

력자 보유  

-    진입장벽이 높음 
- 4차 혁명이 발생하고 있어 공장자동화가 

활성화되는 중  
- 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로봇 산업 
- 인공지능, IoT 등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화 진행 

- 로봇 수리 전문 인력의 부족 
-   국가의 R&D지원 시스템이 부족   

- 고숙련자를 요하기 때문에 대체할 작업자가 
적음 

- 로봇노후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할 
대체인력이 부족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직원들에게 로봇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스템 설비 후 자금이 조달 되기 때문에 자
금흐름 문제 발생 

Opportunities[기회] 

05. SWOT 분석 

프롤로그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에스아이에스는 공장자동화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주축이 될 기업이야! 



청년인재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청년MC들의 SIS 탐방기! 

1 

SIS 도착 

1 

01. 기업탐방 

2 

신입사원 인터뷰 

3 

4 

Laser machining 
center 탐방 

5 

마무리 촬영 FA center 탐방 

우수 중소기업 SIS㈜! 
이들이 보여줄  
기업의 모습은?! 

프롤로그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SIS에서 근무한 직원은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었을까? 
그녀가 전하는 한마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기업! 

직접 탐방한 기업의 내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FA (Factory Automation) 시스템! 

자동화된 로봇들이 
이곳 저곳에! 
레이저가공 부품을 직접제작! 
우수성 인정?어인정~ 

“SIS 내 마음속에 저장!” 



02. 근무환경 

3. 여성 근로자 비율이 작지만, 차별은 없음! 

4. 자기계발 및 여가생활 지원 

5. 기숙사 제공 및 구내식당 구비 

6. 가족처럼 편안한 근무 분위기! 

1. 신사옥 이전으로 깨끗한 시설 완비 

2. 퇴근시간/연차 사용 자유로움 

정말 정말 진짜 
대박 리얼 헐! 
이런 기업이라면 
 일하고 싶은걸~! 

프롤로그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02. 근무환경 



 CONTENTS TITLE 
Sub title 

01 

03. 신입사원 인터뷰 “ 
” 

Q. 중소기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 

A. 처음에는 대기업에 간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였지만 근무를 해보니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 못 지 않은 조건의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청년 인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입사 1년 미만 

김소희 

일반사원 

Q. SIS에 입사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테크노파크 측에서 SIS 입사 제안이 들어왔고, 지원하여 지금까지 종사해오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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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입사원 인터뷰 “ 
” 

Q. SIS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 SIS는 애증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SIS는 중소기업 특성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각자의 할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많아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다양한 일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개인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입사 1년 미만 

Q. 취업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있나요? 

A. 로봇에 대한 기본 개념과 외국어 능력, CAD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하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소희 

일반사원 정말 괜찮은  
기업인걸? 

프롤로그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01. 채용정보 

수시채용 진행 

11100 Q. 각 부문 별로 선호하는 전공이 있을까? 

기술연구소 부문은  기계/ 전기 관련 전공자를 선호하고 
해외영업파트나 경영 관련 부문은 경영학/ 회계학/ 외국어 우수자를 선호한대! 

채용절차 

채용방법 

입사지원 서류전형 실무자면접 최종합격 

기본요구조건 정해져 있는 스펙은 없음. 실무자들이 면접을 통해 결정! 

프롤로그 연습기업 소개 연습기업 인터뷰 트레이닝 최종발표 

Tip! Tip! 



능동적 인재 

02. 인재상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주변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각자의 일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고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기계, 로봇에 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도  
갖춘 인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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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인재 
 

능동적 인재 
 

다재다능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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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봉 및 승진체계 연습생 인터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   
 

-같은 직급이라도 같은 연봉자는 찾기 어려움 
-개인의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짐 
 

연봉 기업과 함께  
자신의 꿈을 실현하라!   

-대표님의 평가 
-자신의 평가와 팀장님의 평가를 통합 

승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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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홍보활동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한 SIS 어필 

청년인재의 pick을 받기 위한 마지막 홍보! 

CLICK CLICK CLICK CLIC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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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am.com/p/BbBNz_mB7ri/?taken-by=___subinnii_
https://www.facebook.com/kd9808/posts/776578962527412
https://www.facebook.com/binchansia95/posts/1107988402665601
https://www.facebook.com/kd9808/posts/776578962527412
https://www.facebook.com/binchansia95/posts/1107988402665601
https://www.facebook.com/egg6956/posts/1549917288406939?pnref=story
https://www.facebook.com/binchansia95/posts/1107988402665601
http://blog.naver.com/egg6956/221131774780


02. 오프라인 홍보활동 청년인재의 pick을 받기 위한 마지막 홍보! 

캠퍼스 Attack! 청년인재와 직접 마주해 SIS 어필 

캠퍼스Attack  
1. 지역우수기업 탐방을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추진 
2. 취업선배 인터뷰를 통한    
     취업전략 확보가능  

 

지역우수기업 탐방 

1.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2. 울산지역 우수기업 소개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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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재들의 편견 타파!”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
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들어가야만 좋
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소기업 탐방을 다녀오면서 제
가 가지고 있던 인식은 중소기업에 대
해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편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의 탐방보고서로 청년 인재들이 중
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깨고 망설임 없
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3. Final 평가 

우수기업이 결정되는 최종 발표 40초 후에 방송됩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로봇, 공장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분야
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들어보기
는 하였지만 실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흔히들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표현하
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숙련된 노하
우를 통하여 많은 특허를 만들어내고 
자사만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하
여 더 많은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었으며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
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 
 중소기업은 복지나 시설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와 저도 다른 청년
들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4
차 산업혁명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당연히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탐방을 하며 이는 편견임
을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4차 산
업혁명에 적절히 대응하고 세계와 교류
하며 우리 산업을 키워 나가는 모습을 
보며 중소기업도 강하고 큰 기업이 많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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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SIS㈜ 울산지역 



청년 MC 에필로그  

제
작
과
정 

탐
방
과
정 

청년MC들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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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는 세계적인 경쟁력, 다양한 복리후생, 
쾌적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우수기업
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을 
직접 탐방하며 분위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희망이음 프로젝트 청년 MC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