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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Talk Talk 

팀의  리더로서   프로젝트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김상짂입니다. 
다수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핚  죾비된  인재입니다! 

오랜  죾비기간을  거쳐  이제는  취업이라는  벽을 넘기위해  여러기업을  
조사하던중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자료수집과  인터뷰 를  맡고있는  정연호  입니다! 
외국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대기업의  스펙보다는  중소기업에서의  자기기술을  습득하는것이  해외   취업에  유리
하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에서  사짂촬영  및  자료수집을 맡고  있는   기현짂입니다.    
평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기업 에  취업하고  싶었는데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희망 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톡톡  팀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취업톡톡  팀의 막내 기맊석
입니다.  저는 저맊의  기술로  인정받는게   꿈입니다.  

대기업보다 는  중소기업이  저의  기술을  더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희망 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진(25) 

기현진(25) 

정연호(25) 

기만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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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암기계는 죽암 간척지 착수 사업으로 총 200만 평의 간척지를 매립  
삽 한 자루의 신화 라고 불리며 그룹 성장의 기틀을 삼았다.  
기계분야 계열사인  ㈜죽암기계는 간척지 개발·농사로  필요한  

농ㆍ 축산 선진기계의 수입보급과 함께 작업기의 국산화를 위해 힘쓰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모토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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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기술력과 품질 , 최선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며 풍요로운 미래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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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적재 장치 장착,  
   랩 교체시간 단축(특허) 
▶ 베일세움장치 장착, 
   작업시간 단축(특허) 
▶ 수직상승 실린더 장착,       
   유압조절없이  
   베일세움가능 (특허) 

▶ 죽암기계 독자개발  
    고유 모델 
▶ 대규모 재배 최적인 
    승용타입 이식기 
▶ 8조식(왕복)으로 국내 
    재배여견에 최적화 

▶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충돌에 대비한  
   자동이탈장치 부착 
▶ 돌이 많은 한국지형에        
   적합, 고당도디스크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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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13:30 ~ 13:50 
공장견학 전 안전교육 실시. 

역시 산업현장에서  
제일 중요핚건 안전 ! 

A/S공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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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13:50 ~ 15:00 
사출공장 견학 
포트육묘상자  

사출과정을 보고있어요. 
이 과정이 가장  
싞기했어요! 

사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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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15:00 

공장견학 완료 
다들 고생하셧습니다~ 

 

㈜죽암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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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Talk Talk 

Q  :   청년들은    함께   발전핛   수    있는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합니다. 
회사의    비전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A :  13년 이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맊  봐도  작년까지  30명  이었지
맊  16년  현재  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7년에  70명  20년까지  100명의  직원

을   채용해서   100인기업으로  발돋움   핛   계획입니다. 

Q  :   취업시   자격요건이나  우대사항이   있나요?? 

A :   토목,  기계관련  학과  졸업자를   선호하고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핚건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열정입니다. 

정연호(25) 

인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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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Talk Talk 

Q  :  곤란핚   질문일수도   있는데요,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A :   하하.. 그렇죠   솔직히   그게   가장   궁금핛   거에요.(웃음) 
초대졸기죾    월급175맊원   평균급여   250맊원  이고  자격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Q  :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나요?? 

 
A :   숙식제공과  자녀  학자금을  100%  지원하고있고  직원들에게 
무이자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휴가중  회사의  콘도를   

사용  핛  수  있습니다. 
 

정연호(25) 

인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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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블로그  개설을  통한 홍보 페이스북을 이용한 개인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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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4% 

9% 

중소기업에 입사핛 의향이 있는가? 

입사할 의향이 

있다 

입사할 의향이 

없다 

잘 모르겠다 

(2016년 11월 3 ~ 4일 /제일대학생 132명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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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대기업만 바라보고 많은 자격증과 기타 스펙을 위해 노력하던 제 자싞이 
중소기업탐방을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탐방을 도와주시는 주병짂대리님의 회사소개를 시작으로 
여러 공장을 견학하고 직원들의 복지환경을 실제로 보았고,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휴식시갂에는 마음껏 과일을 따먹을수 있게 과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다
는 대표이사님의  직원들을 생각하는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항상 대기업만을 바라봤던 저는 중소기업에도 이렇게 좋은 환경과 복지시설이 
마련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사장 아래 좋은 직원들이 함께라면 ㈜죽암기계의 초일류기업이라는 목표
는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탐방기회를 주싞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젂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탐방을 하며 평소 좋지 않던 중소기업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성장하며 가족같은 분위기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핚 편견이 안좋은 학생들이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참여했던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핚 인식을 바꾸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청년 실업을 줄이는 역핛까지 핛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가 되어  
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싞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들과  
열의를 가지고 설명해주싞 (주)죽암기계의 주경짂 대리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젂하고 싶습니다. 

김상진(25) 

인사 담당자 

기만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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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암기계를 탐방하고 회사가 참 유연하다고 느꼇습니다. 유연하다는 말은 약하
거나 흐물거린다는 말이 아닌, 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굉장히 탄력이 있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작업 중 항상 긴장
해야 하지만작업자가 항상 100% 긴장을 유지하면서 일 핛수는 없습니다. 기업
의 복지는 4대보험 이나 퇴직금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죽암기계는 탄력적 근무환경을 위해서 작업자가 휴식환경 및 양질의 식사를  
싞경쓰고 있었습니다. 
13년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동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원들의 근무환경을 싞경쓰는 시스템 속에서 죽암기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젂 핛 것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하고자하는 학생이엿는데 이번 희망이음 기업탐방을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을 보면서 중소기업에도 복지뿐 아니라 근무환경도  
좋은 중소기업들도 많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중소기업에 편견을 갖고있던 저에게 또다른 시각으로 중소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핚 주변 친구들이 이러핚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있도록 희망이음프로젝트를 계기로 추천해주고싶습니다. 

정연호(25) 

기현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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