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배경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선정 배경





선정 배경/ 약간 고지를 올라가는 느낌
으로 목차 단계 구성해도 될 듯

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실태

자체 FGI를 실행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적은
현 세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배경/ 약간 고지를 올라가는 느낌
으로 목차 단계 구성해도 될 듯

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실태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현 상황까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배경/ 약간 고지를 올라가는 느낌
으로 목차 단계 구성해도 될 듯

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실태에 대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 진짜사나이는 해당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선정 배경/ 약간 고지를 올라가는 느낌
으로 목차 단계 구성해도 될 듯

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실태에 대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관심이 갈 수 있는
중소기업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중소기업





선정 배경/ 약간 고지를 올라가는 느낌
으로 목차 단계 구성해도 될 듯

기업 선정 배경
- 인천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 협약

보유 전문기술인력 및 장비 공동 활용, 인천대 재학생 일학습 병행제 운영, 
인천대 재학생 대상 IPP형 일학습 병행제 운영, 공동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교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업을 장려

관심이 갈 수 있는
중소기업



선정 배경/ 약간 고지를 올라가는 느낌
으로 목차 단계 구성해도 될 듯

기업 선정 배경
-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그룹

협동로봇 분야는 향후 잠재력이 큰 시장이나, 아직 경쟁사가 많지 않음
해당 시장에서 TPC메카트로닉스의 국내 시장 선도의 가능성이 높음

관심이 갈 수 있는
중소기업



선정 배경/ 약간 고지를 올라가는 느낌
으로 목차 단계 구성해도 될 듯

기업 선정 배경
- 지속적인 성장 추세

영업력 강화를 통한 적정단가 확보 및 내부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

작년도부터 계속적인 성장추세

매출액 243억 원, 영업이익 8억2000만 원, 당기순이익 7억 2000만 원을 시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4%, 영업이익은 28%, 당기순이익은 50%가 증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중소기업



선정 배경/ 약간 고지를 올라가는 느낌
으로 목차 단계 구성해도 될 듯

그동안에도 우리 회사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올초 전사적으로 100% 정규직 전환을 결정

- 창업주인 엄주섭 회장이 세운 기본 가치관,
임직원들을 배려하는 기업 철학

기업 선정 배경
- 비정규직 제로 선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중소기업



선정 배경/ 약간 고지를 올라가는 느낌
으로 목차 단계 구성해도 될 듯

기업 선정 배경

관심이 갈 수 있는
중소기업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중소기업

- 인천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 협약

-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그룹

- 지속적인 성장 추세

-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와 같은 장점들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할 수 있는

모델로써 삼을 것이다.





선정 배경/ 약간 고지를 올라가는 느낌
으로 목차 단계 구성해도 될 듯

우리 소개 및 팀 소개

병장 박정근병장 박인환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봉사활동 및 중소기업
대상 상품 기획 공모전, 사내 발표를 하는 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희망이음 서포터즈 활동 및 중소기업 자녀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



기업 분석



지난 40년 이상의 꾸준한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하여
공장 자동화의 핵심부품인 공압기기의 국내최대 생산업체로 입지를 확보하였고,
모션컨트롤, 3D 프린팅, 협동로봇 사업 분야까지 진출한

인천지역의 우수기업임.

는



기업명 : ㈜티피씨메카트로닉스

기업구분 :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대표이사 : 엄주섭, 엄재윤

설립일 : 1979년 1월 23일

상장일 : 2001년 1월 16일

매출액 : 1,018억 9,709만

종업원 : 372명

1979. 단해공압공업㈜
주식회사 설립

1983. 단해공압공업㈜
유망중소기업체 선정

1999. 단해공압공업㈜
㈜TPC 메카트로닉스로
상호변경

2001. 코스닥 상장

2004.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 상반기 50선 수상

2010. 국가경쟁력대상
자동화시스템부문
대상 수상

2013. 단해 창업 40주년

2016 ~ 스마트팩토리
융합솔루션 제공



TPC 업무 시스템

치밀하고
계획적인
업무진행

(Smart Sheet)

SMR
(분당 개념의 회신) 

생활화

“한가지 더”
문화장착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1. 丹海人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Leader)임을 자부심으로 삼는다.

2. 丹海人은 이해와 화평으로 함께하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새로운 시대가치를 창조해가는 사람이다.

3. 丹海人은 자연과 인간관계를 읽고 이해하며 감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서로를 돌보면서 새로운 丹海人을 키워내야 한다.

선언문

회사 문화



공압 솔루션

구동기기 방향제어기기 공기압 보조기기

진공용 기기 기타 유압 실린더



모션 솔루션

직교로봇 리니어 스테이지 모터

LM 시스템 기타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3D 프린터

FB – Z420 3DP-210FF123 SERIES



기업 탐방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TPC 메카트로닉스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인지 아닌지 모를 정
도로 외관이 엄청 깨끗했습니다 !

TPC 메카트로닉스 공장

TPC 메카트로닉스의 제품이자 협동로봇인
Sawyer가 업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협동로봇 Sawyer



기업도 발전하고, 종업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기위해 공모전을 개최하여, 포상금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

투어를 하다 보니 벽면에 수 많은 특허증을 볼 수
있었는데, 국내/해외특허, 실용신안을 비롯하여
총 49개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수 많은 산업재산권 현황



1973년에 설립되어 40년이 넘은 TPC 
메카트로닉스의 발자취를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수상내역과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TPC 메카트로닉스의 발자취

교육관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작품들을 구경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세밀했고, 
작품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3D 프린터의 작품들



TCA/AM2 BUSH & CUSHION P/K 압입 공정을
직접 관람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생소했던 제조업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TCA/AM2 BUSH & 
CUSHION P/K 압입 공정

대전, 평택뿐만 아니라, 부산, 등 타 지역까지
배송을 하는 과정을 보며 전 지역으로 뻗어나간
TCP의 현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지역 배송



모기업인 주식회사 단해를 비롯하여, 전국 15개
직영 영업소, 390여개의 대리점 및 취급점이
있으며, 이를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TPC 메카트로닉스의 네트워크망

다수의 기계들과 날카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공정
과정에서 안전을 중요시하여 직원의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 관리



공장 탐방 후, 인사 팀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회사 소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TPC메카트로닉스와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PC 메카트로닉스 소개



Q1. 충성! TPC 메카트로닉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충성!

A1. 스마트 팩토리 융합 솔루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현장에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D 프린팅과 협동 로봇 등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분에서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Q2. 충성! TPC 메카트로닉스의 주요 고객사가 궁금합니다. 충성!

A2. IT/전자관련 고객사와 자동차/산업기기 관련 고객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IT/전자 관련 고객사는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등 많은 기업이 있으며, 자동차/산업기기 관련 고객사는

현대자동차, 쉐보레, 금호타이어 등 다양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Q3. 충성! TPC 메카트로닉스의 해외 진출 현황이 궁금합니다. 충성!

A3.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약 32개국 273여개의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현지법인 및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과

멕시코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브랜드로 인지도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터뷰 사진



탐방 후기





중소기업 관련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중소기업 관련 교육 활동 실시

1. 장소 : 세종대학교 교내 강의실
2. 일시 : ‘18. 11. 03(토)
3. 대상 : 취업 준비생 및 대학생 12명

4. 내용 : 

- 청년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인
‘청년들의 눈높이 조절 실패’에 대해 이야기

- TPC메카트로닉스의 소개를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나 연봉이 대기업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 더불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한
‘청년소득세감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부지원혜택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교육 활동 결과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이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7명),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3명)으로

교육 참가자들의 중소기업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된 점을 확인



박정근 박인환

충성! 이번 TPC 메카트로닉스를
다녀온 병장 박정근입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경제학을 배우면서
알 수 없었던 제조엄의 절차, 제조업
공장의 환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TPC메카트로닉스의
강점인 3D프린트를 직접 보며,
4차 산업혁명의 현재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경제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충성! TPC 메카트로닉스 기업 탐방을
다녀온 병장 박인환입니다.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지역기업 탐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직접적으로 기업탐방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TPC 메카트로닉스 공장을 갔을 때,
생각보다 깔끔한 외관, 크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한, 탐방을 하면서 협동 로봇이
같이 일하는 모습,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제품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 팩토리를 목표로
나아가는 TPC메카트로닉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기업을
알리는데 힘 쓸 것이고, 더욱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