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mming bird(벌새)

1초에 60번의 날개짓을 하는 벌새
멈추지 않고서는 그 벌새의 날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취업을 위해 달리기만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봄으로써 좋은 기업을
찾아보고 자신의 가치를 빛내자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팀 소개 : 벌새의 여행

01.
기업선정이유



지금부터 상신브레이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상아

이상민



직업선택의 최우선 요소 (대학생)

임금 관심분야 학과와의 연계성 출퇴근거리 사내복지

직업선택의 최우선 요소 (직장인)

임금 관심분야 학과와의 연계성 출퇴근거리 사내복지

대학생 50명 직장인 5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복지에 대한 최우선 선택 5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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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이란?

Work-life balance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줄여 이르는 말로,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손꼽히고 있다.

요즘 신조어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한다고 해

워라밸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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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날 수록 사람들의 의식이 바뀔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을 원하게 되죠.
과거에 비해 문화 생활이든 직장생활에서든
삶의 질을 따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이 항상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 비율은 2016년 무려 27.7%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바라고 바라던 취업을 해도
이상과 달랐던 직장의 현실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워라밸

맞아 워라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직장을 고를 때 기업에 대한 복지
그리고 기업문화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돈이 많다고 다 해결되는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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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야!!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강소기업들이 많은데
작지만 강한기업!! 강소기업!! 

상신브래레이크에 대해서 알려줄께

01.
기업선정이유

그럼 기업의 복지도 좋고
업무환경도 좋은 기업을

선택해야겠구나…
그런데 우리 대구에는 그런

기업이 없어서 슬퍼...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효일,박세종

설립일 : 1975년 8월 13일

본사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 90

상장일 : 2004년 10월 27일

02.
기업분석

내가 너를 위해
책을 빌려왔어

상신브레이크의
40년사라는 책이야

헐 감동이야
그래서 상신브레이크는

어떤 회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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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테크

브레이크 Pad 전문회사
설립일: 1990.03

매출액(16년) : 203억
소재지 : 경북 고령군

산도브레이크

브레이크 L/shoe 전문회사(85%)
설립일: 2000.01월

매출액(16년) : 115억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에이비테크

Mixture 제조 전문 회사 (86%)
설립일: 2013.01월

매출액(16년) : 319억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상신이엔지

산업용 기계 제작 (70%)
설립일: 2006.01월

매출액(16년) : 181억
소재지 : 대구 달성군

02.
기업분석



회사현황 - 계열회사

상신제동계통 [무석] 유한공사 상신제동계통 유한공사 상신브레이크 아메리카

상신브레이크 인디아

중국현지법인 100%
설립일: 2002.12

매출액(16년) : 916억
소재지 : 무석시

상신브레이크 멕시코

중국현지법인 100%
설립일: 2013.06

매출액(16년) : 81억
소재지 : 자양시

판매법인 (100%)
설립일: 2010.12월
매출액(16년) : 12억

소재지 : 아틀란타

멕시코현지법인 (100%)
설립일: 2016.11월

북중미 OE / 보수용 제조
판매

소재지 : 살티요

인도현지법인 100%
설립일: 2010.02

매출액(16년) : 117억
소재지 : 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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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제품

● PAD
● SHOE&UN G

● DRUM BRAKE
● RETARDER
● DISC BRAKE
● 화생제동 BRAKE

● TRAIN BRAKE

● 풍력 BRAKE
승용차 관련 제품

트럭 관련 제품 기차 관련 제품

풍력발전기 관련 제품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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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제동감, 저소음 실현, 

긴 수명을 자랑하는

비석면 제품.

탁월한 기술력과 안정성으로 소형 화물 및 승용차용 비석면 제품.

상신브레이크만의 기술력으로 매우 낮은 온도나 고온에서도

강한 결속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대형 화물 차량 공기 수소 브레이크 시스템,

상신브레이크의 화물용 라이닝은 안정된 제동감과

저소음 실현, 긴 수명의 비석면제품

. 

대형버스 및 화물 차량용 브레이크 시스템

중ㆍ대형 카고 트럭, 버스, 초대형 덤프트럭 및

트랙터의 조립용으로 모든 OEM에 적용

02.
기업분석

주력제품



본문내용을 넣어주세요

강력한 제동력 적은 소음
승용차용 비석면 디스크

이륜자동차부터 초대형
트럭까지 모든 차량에서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

비접촉식 보조 제동 장치

상용차 안전도 향상과 제동안전
법규 강화에 대응을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조 제품동장치

리타더

02.
기업분석

주력제품

우수한 마찰재 기술의 확장
도시철도용 제륜자와 패드정위치 정차, 
소음, 마모, 제동력 등 해외 제품 대비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자랑하는 제품



Patch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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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판매액

Pad

Lining

Shoe Ass'y

Brake Ass's

기타

매출액: 2017년 기준 매출액 3,845억원
자본금: 107억원

상신브레이크

02.
기업분석

매출액이 3,845억이면
이거 대기업인거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아닌데?

맞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규모와 질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봤던 컵처럼 자세히 살펴봐야지
중소기업의 가치를 알 수 있어

많은 벌새들(대학생들)이
이걸 모르는 점이 너무 아쉬워



Portfolio

• 전그룹사 주 5일 근무
• 4대 보험
• 통근버스 제공
• 기숙사 제공
• 사내 식당 운영
• 피트니스 센터 운영

• 사내 외국어 교육
• 사이버 교육
• 우수 사원 석/박사

과정 지원
• 우수사원 해외연수 기회

• 결혼,환갑 지원
• 장례 지원
• 각종 경조휴가
• 출산 휴가

• 자녀 학자금 지원
•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 명절,휴가비 지원
• 개인고충 처리 자금대출
• 정기 건강검진 실시

회사생활 여유로운삶 경조사자기계발

기업복지

02.
기업분석

게다가 상신브레이크는
정말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어
이게 바로 워라벨이 아닐까?

진짜 너무 좋은거 아냐?
나 여기 취업하고 싶어진다.

우리 공장 구경하러 가보자!!!



Step 2 방문 직후

상신브레이크의 40년의 역사와
주력제품, 주요 원재료등을

알 수 있는 홍보관 탐방

Step 1 상신브레이크 도착

Beyond the friction,
To the Global Leading Breake
System Company
멈춤 그 위대함을 위해
상신브레이크의 슬로건 앞에서
사진 한 방

Step 3 신입사원들과의
인터뷰

무수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들!
그들의 자기소개서 작성법, 대학생활, 면
접, 스펙 등등 여과없이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

03.
기업탐방



Step 4 상신브레이크 소개

상신브레이크 홍보영상과 소개 자료등으로
설명을 들으며 상신브레이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
게다가 퀴즈를 통해 푸짐한 선물까지

Step 5 꿀팁대방출

취업준비생들이 가져야할 마음과자소서
작성시 하지말아야 자세들!

등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박태준 부장님

Step 3 마지막 기념사진

시험기간과 비가 왔던 쌀쌀한
가을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음

프로젝트와 함께 해준 청년인재들!
처음 견학을 했던 상신브레이크 홍보관에서
마지막 기념사진 찰칵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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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가 기업을 탐방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우리가 듣고 배운
상신브레이크의 취업 노하우를 알려주자!!

복지도 좋고 기업도 튼튼하고
이런 기업이 대구에도 있다니…
이렇게 좋은 기업은 대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 분명해

어떻게 취업을 해야할까?

04.
취업분석



정기채용 : 매년 12월경
수시채용 : 정기 채용 이외에
채용이 필요한 경우 수시채용

#1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군필 또는 군 면제자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외국어 성적증명서
관련 자격증 (보유자)

#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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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는 곧 리더십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과 포용력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기술을 갖춘 사람

팀워크와 주인의식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열린 마인드를 지니고

개인의 목표보다는 조직의
목표를 우선하는 인물

반짝이는 아이디어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발
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보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고객을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보다 한발 앞서 고객의 요구사항

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패기와 승부욕
성취욕에 불타며 미래의 CEO를

꿈꾸는 사람

취업분석

04.
취업분석



04.
취업분석

Q: 취업을 한 비결은?

R: 전공과목 위주로 141학점을 들었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중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 점에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산업안전기사,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보유)

Q: 취업을 한 비결은?

R: 삼성 인도지사 인턴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자사의 인턴이었다가 정규직채용이 되었다. 
상신브레이크에서 인턴경험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삼성인도지사 인턴, 상신브레이크 인턴 경험)

Q: 취업을 한 비결은?

R: 최초로 타과생신분으로 동아리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을 자기소개서 영업직에
제가 필요한 이유를 잘 녹여 잘 말했던 것 같아요 (토익만점, 제2외국어 보유)

해외영업팀

생산기술팀

연구개발팀

실제로 최근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인터뷰야!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어



Leading Korea Job Festival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자작자동차 대회리쿠르트 투어

인사다당자가 직접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방법 까지

알려주는 좋은 기회!

열정페이 ? 상신 NO !

방학동안 돈도 벌고

일도 배우자!

2012년 부터 매년 실행 중

현장에서 면접도 보고

채용 기회도 노려보자!

자작자동차 대회에 참여하고

상신브레이크와 나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04.
취업분석

상신브레이크와 함께한 나만의 스토리를



05.
SNS홍보

https://www.instagram.com/p/BppKgNcgQ7P/
?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s://m.blog.naver.com/kiki1622/221388245437



06.
탐방후기

이제 3학년이고 슬슬 취업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데 이번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지만 강한기업
강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크기보다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리고 나의
워라벨을 실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이런 훌륭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대구 소재의 대학생으로서 너
무 뿌듯했습니다. 또한 상신브레이크를
포함한 지역 기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업전선으로 들어가며 이번 공모전 준
비는 저에게 중요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민 벌새 (3학년) 김상아 벌새 (4학년)



물컵의 크기와 양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강소기업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질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