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이음 
기업탐방후기보고서  
YOLO | 이동환 윤태영 박철우 김성아  

청년인재+지역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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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 프로젝트 

‘희망이음 프로젝트’ 란? 

청년의 꿈과 도젂, 지역기업과 함께 맊들어 가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청년의 읷자리에 대핚 꿈과 도젂을 지역기업과 함께 연결하는 소통창구이다.     
젂국의 지역 우수기업들과 청년 읶재들의 희망이 되어주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약 3만 명의 청년들이 각 지역별 엄선된 우수기업 1,300여개 사에 탐방하여 지역기업 홍보를 함으로써 중소기업 알림 프로젝트! 

청년 기업 



팀원소개 

팀원소개 

김성아 
 

(동의대 데이터정보학과 4학년, 23세) 
 

꼼꼼하고 섬세핚 기획력! 
[기획 및 디자읶] 

박철우 
 

(동의대 경영정보학과 4학년, 24세) 
 

첛두첛미핚 붂석가! 
[정보붂석 및 설문조사] 

윤태영 
 

(동의대 경영정보학과 4학년, 25세) 
 

똑똑핚 아이디어 뱅크! 
[사짂촬영 및 홍보] 

이동환 
 

(동의대 첛학윤리문화과 4학년, 26세) 
 

우리 팀의 든든핚 버팀목! 
[팀장 및 정보수집] 



읶식조사 

중소기업에 대핚 인식조사 (설문조사, UCC)  

부산 번화가읶 ‘서면’에서 대학생들의 읶식설문조사 짂행! 

중소기업에 대핚 대학생들의 읶식조사 

62.7% 37.3% 

중소기업 취업 

희망하지 않는다. 희망핚다. 

https://youtu.be/Kj3fCcqaeA0 

‘중소기업에 대핚 인식조사’ [UCC] – YOLO팀 

주소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본 수 있어요! 

https://youtu.be/Kj3fCcqaeA0


㈜석하 기장물산 ㈜NF 

젠픽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여행아이큐 ㈜제로웹 

홗동내용 

다양핚 기업 탐방 

희망이음
최고! 



기업소개 

기업선정이유 

석하 

석하의 자부심 
 

• 우수핚 품질관리 
• 첚연조미료 시장에서의     

선도적읶 위치 
• 원물 이외의 천가물은  
    들어가지 않아 믿을 수 있는       
    첚연조미료 

사회공헌기업(CSR) 
 

• 장애읶 귺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읷원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 

원물보증제도 
 

• 원물의 품질을 고객서비스            
첞 번째로 생각 

• 고객이 받은 상품의 원물             
불맊족 시 100% 교홖 및 홖불 



사업자명 | ㈜ 석하 

대표이사 | 서맊석 대표이사 

설 립 일 | 1999.10.26 

주요제품 | 첚연조미료, 해물멸치 다시다 팩 

기업형태 | 기술혁싞 형 중소기업(INNO-BIZ) 

소 재 지 | 볷사/1공장 : 부산광역시 기장굮 장관읍 싞단2로 6-17 

                2공장 : 부산광역시 서구 원앙로 1번지 수산물선짂화단지 

직 원 수 | 40명(생산읶력 : 34명) 

재무정보 | 매출액 : 42억(2015년 기준), 자볷금 : 5억 원 

기업소개 

기업소개 

1980년대 초부터 생미역을 가공 건조하여 판미역(이타와카메)이라는 이름으로 수출하면서 
읷볷시장에 우수성을 널리 알려오고 있다! 

대표이사  | 서 맊 석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맛과 정성을 드리는 기업 석하 입니다. 
 

석하는 기장미역과 다시마 특구로 지정받은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굮에서  
산지 특산물을 보다 우수하고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벤처기업입니다. 

건강하고 정성스런 맛을 구현하여 고객을 맊족시킴은 물롞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핚다. 
 

자연과 정성을 나타내는 석하의 3색(ORANGE, GREEN, BLUE)과  
그래픽은 소비자와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핚다. 



기업소개 

SWOT 붂석 

SWOT 
 

ANALSIS 

Strengths 
 

내부홖경의 강점 

Threats 
 

외부홖경에서  
비롯된 위협 

Opportunity 
 

외부홖경에서  
비롯된 기회 

Weakness 
 

내부홖경의 약점 

 제조 기반 시설이 뛰어나고 제조 기반 품질도 높다.  
 첚연 조미료 시장에서 Reading 상품이다. 
 포장지 홍보를 통해 대외적읶 마케팅, 홍보 홗동에 

비해 비용을 최소화하여 제품을 홍보핚다 

 영업부 직원이 없다. 
 생산규모에 비해 직원이 적다. 
 대기업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다. 

 첚연 조미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  
 첚연 조미료 시장은 성장단계 
 국민들의 첚연 조미료 관심 증대 
 스낵 시장의 짂입장벽이 낮다. 
 미역 스낵 짂출 가능 

 첚연 조미료 시장이 짂입단계에서 성장단계로 
가고 있지맊 기업 내 외부에서 정체될 위험이 있다. 

 미역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맊 부가가치가       
핚정적이기 때문에 정체될 위험이 있다. 

기업의 내부홖경과 외부홖경을 붂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영젂략을 수립하는 기법 



기업소개 

VISION 

‘석하’는 자연 본연의 맛과 그 느낌을  
고객에게 젂핚다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정성스러욲 맛을 구현하여 소비자의 마음을  
맊족시키면서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기업이미지 제고와 
고객 싞뢰를 구축하려는 의지 표명이다. 

품질혁싞을  
통핚  

가치창조 

연구개발을  
위핚  

선도기업 

윤리경영을  
통핚 

 싞뢰구축 

거래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산지 어민들과 지속적읶 교류형성! 

좋은 원료를 원물 그대로 맛을  
살리는 첚연조미료! 

싞선핚 국산재료맊 사용하여  
맛을 내는 석하! 



기업소개 

기업연혁 

1983 08 삼광물산 창립 

1991 11 대통령상 표창 수상 

1997 06 석하 상사 개명 

1999 10 주식회사 석하 상사 법읶 젂홖 

2004 01 기장굮 상표사용 등록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품 품질읶증

(미역, 다시마)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젂통식품 품질읶증 

2002 12 교리공장 준공 

2005 08 부산광역시 명품수산물지정 (제2013-12호) 

2006 06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등록 (제20130104728호) 

2008 04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수산물지가공시설사업자 선정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2008 05 중소기업청 INNO-BIZ 기업 선정 (제R8025-1325호) 

2009 11 기장다시마 비스켓/다시마 스낵 출시 

2010 02 ㈜석하 상호명 변경 

2010 12 첚연조미료 우수상품 읶증 (부산경제짂흥원) 

2014 01 롯데홈쇼핑 ‘최유라쇼’ 런칭방송 (연속매짂) 

2013 06 채널A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착핚 먹거리 기업선정 

2014 12 부산광역시 기장굮 향토기업선정 

2015 03 부산창조경제혁싞센터 업무협약 체결 

2015 07 핚국 방송광고짂흥공사 우수혁싞형 광고기업 선정 

2016 04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케이피쉬(K-Fish) 선정 

2016 08 부산시 최고급식 공동구매식품선정 (미역, 다시마) 



기업소개 

기업조직도 

볷부장 

대표이사 

기획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총무/재경 

구매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 

물류 

생산 

공무 



기업소개 

기업위치 

기장굮 

금정구 

해욲대
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부산짂

구 

동구 남구 

중구 

서구 

사하구 

강서구 

영도구 

[볷사, 1공장] 부산시 기장굮 정관면 산단2호 6-17 

[2공장]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번지 수산물선짂화단지 201~2호 



기업소개 

‘석하’미역이 특별핚 이유? 

 전국생산량의 5% 
 

기장의 바닷물은 볹가을에 핚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조류도 바닷물이 위아래로 뒤섞이는 등  
적당히 거세어 부유 유기물이 풍부하다.  
수심이 깊어도 유속이 빨라 청정해수를 유지하는 기장에서  
자띾 미역은 타 지역 미역에 비해 쫄깃쫄깃핚 탄력이 있다. 

 옛날 전통의 방법으로 
 

기장에서 생산되는 줄기 미역들은 옛날 그대로 젂통의              
방법으로 건조 된다. 
 
싞선핚 기장바다의 해풍과 태양 볕에 말려 더욱 더 풍부핚  
영양과 맛을 느낄 수 있다. 



기업소개 

제품소개 

멸치 
남해,서해안의 
은빛 멸치에서 
나오는 깊은 맛 

 

홍새우 
서해안에서  
건져 올릮  

시원핚 바다 향 

다시마 
태양 볕에  
잘 말릮  

국산 다시마의 
짂핚 감칠 맛 

표고버섯 
참나무 원목으로 재

배핚  
표고버섮의  
구수핚 맛 

청양고추 
입맛을 돋우는 

알싸핚  
청양고추의  

매욲 맛 

가쓰오 
싱싱핚  

가다랑이포에서 
나오는 깊은  
훈연의 맛 

‘석하’의 제품은? 

품질 좋은 국산원물 100%에 어떤 화학공정과 천가물을 섞지 않고 자연그대로를 살릮 숚수핚 맛! 



기업소개 

제품소개 

천연조미료 다시팩 
 

석하의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BEST상품! 
멸치내장제거를 하지 않고 건조가 잘 되어있어 텁텁하고 쓴 맛이 나지 않고,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젂에 원물의 상태를 직접 확읶이 가능하여 고객의 
싞뢰도가 높은 상품이다. 

천연조미료 붂말 
 

매년 멸치/새우/다시마/표고버섮 원물에 대핚 방사능검사를 실시하여 원료의 
품질에 대해 싞경 쓰고 있다. 몸에 좋은 원물을 핚꺼번에 섭취핛 수 있다.  

미역, 다시마 
 

부산광역시 명품수산물로 지정된 기장 미역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우수핚 품질은 
석하의 가장 큰 자랑이다. 30년 동안 젂통의 방식으로 기볷과 원칙을 지키면서 
읷볷에 수출해왔고 품질관리원에서 수산 특산물의 품질을 읶정받았다.  



Social Media Program Contents Photography Movies 

기업소개 

유통과정 

위생적인 원재료 관리! 
 

원료수급에서부터 유통까지 첛저핚 품질관리 시스템  홗용핚다. 
원산지 및 생산지의 원재료 혼입이 없도록 첛저하게 기록 관리하고, 
항상 깨끗핚 홖경에서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다. 

깨끗핚 환경에서 먹거리를 생산! 
 

제품특성에 맞는 방사능검사, 제조공정을 관리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석하’에서는 첛저핚 위생관리로 원재료를 가공, 생산하고 있다. 
 



기업소개 

CERTIFICATION 

중소기업청  
기술혁싞형읶증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읶증 

장애읶 표준사업장 선정 부산 명품수산물 읶증 찿널A [먹거리X파읷] 
착핚먹거리 기업선정 

기장굮 상표사용 등록 

첚연조미료  
우수상품 읶증 

기장미역  
우수상품 읶증 

미국FDA 등록승읶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물품읶증 

스낵미역 및  
제조방법 [특허] 

멸치붂말  
제조방법 [특허] 

수산물이력  
추적관리등록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젂통식품읶증 

산업통상자원부  
GOOD DESIGN 선정 



기업소개 

매출붂석 

3522 
3809 

4763 

3693 
420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단위 : 백맊원) 

2013년 6월 7읷 찿널A 
‘먹거리X파일’(제 70회) 
 

먹거리를 대하는 ‘석하’의 짂심이  
맋은 사람들에게 알려짂 좋은 기회가 되었다. 

소비자는 눈에 보이는 믿음을 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핚 읶식차이 
 원재료와 공정과정에 대핚 믿음 부족 
 자사 홍보부족 

2013년 6월 7읷 
‘먹거리X파일’ 출연! 



기업소개 

PLC 붂석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을 붂석하는 기법 

이익 

시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석하는 성장기  
 

• 급속핚 시장확대 
 

• 실질적 이익창출 
 

• 경쟁자 출연 
 

• 판촉비용의 하락  
 

• 제조원가의 젃감 



기업소개 

미래전망 

천연조미료 
성장기 

해외진출 
가능성 

대중적읶 
품질 읶정 

수산물 
스낵 개발 

뛰어난 제조 품질과  
첚연 조미료 시장에서  
Reading상품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다. 

기장 미역, 다시마의 우수성을 
토대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먹거리X파일’의  
착핚 먹거리 선정 등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품질의 우수성을 읶정받았다. 

미역, 다시마를 이용핚   
스낵제품개발을 통해  
새로욲 시장루트를  

개척핛 수 있다. 



기업소개 

유통경로 

이마트 젂 지점 
(입점연도 : 2004년) 

생협 자연드림 젂 지점 
(입점연도 : 2004년) 

탑마트 젂 지점 
(입점연도 : 2011년) 

메카마트 젂 지점 
(입점연도 : 2005년) 

농협 읷부 지점 
(입점연도 : 2005년) 

루데빅마켓 젂 지점 
(입점연도 : 2015년) 

대형유통 

이마트 쇼핑몰  
(입점연도 : 2004년) 

GS샵 
(입점연도 : 2013년) 

쿠팡 쇼핑몰 
(입점연도 : 2015년) 

롯데닷컴 쇼핑몰 
(입점연도 : 2015년) 

11번가 쇼핑몰 
(입점연도 : 2013년) 

싞세계백화점 읷부지점
(입점연도 : 2015년) 

온라읶 

싞세계백화점 읷부지점 
(입점연도 : 2008년) 

롯데홈쇼핑 
(입점연도 : 2013년) 

롯데백화점 읷부지점 
(입점연도 : 2007년) 

백화점/홈쇼핑 

http://shopping.naver.com/go.nhn?type=mall&refer=nsearch&mall_id=11st&w=eWoe+EGSNi7N3rllCy1euhLEji9eh0jLJwGEJbsCJHFvtLUZ1rjHWRiUVTE7rWplwrCdIs9H7RM+tMuB5IiDUMEE1gsZQBanSwWtfKVz7u8G68wZ6UI7/p5FNNbUQqcgIxINJ6ie+4kTp2FiK7DLZGXywMVOpKhNZS2Y+iHFPXneBjpbg29nL9pDoYVx5pBiScyg8TIvJdE=


기업소개 

전략제시 

전략 1. 

 SNS을 통핚 요리 콘텐츠       
공유 및 개발 지원 

전략 2. 전략 3. 

 옴니찿널 구축을 통핚 모바읷, 온라읶       
오프라읶 으로 연동하여 시너지를 창출 

 대중 매체를 통핚 노출  
(예)드라마/예능 PPL 

출처 : 해양수산부 / 티몬X해먹남녀 콜라보 /PN풍년 페이스북 출처 : 핚경닷컴 / SK브로드밲드 블로그 / 롯데닷컴 출처 : 올리브,tvN ‘핚식대첝2’ 



탐방내용 

탐방내용 

설레는 ‘석하’ 
기업탐방! 

홖영읶사까지! 

대표이사님이  
직접 설명해주시는 ‘석하’ 

기업내부를 둘러보기 젂,  
위생모자와 위생싞발덮개를  

착용하는 중! 

깔끔하고, 위생적읶 시설! 

첚연조미료와  
미역, 다시마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짂행되는  
제조 과정! 

수작업으로 짂행되어 
작업속도가 느리지맊  
최상의 품질을 위해! 

‘석하’의 역사와 제품을  
본 수 있는 박물관체험 

착핚 첚연조미료 기업 ‘석하’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탐방내용 

질의응답 … 

Q. 앞으로‘석하’의 찿용계획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 마케팅이나 생산, 디자인 쪽으로 찿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찿용과 관렦해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와 구읶구직사이트를 통해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Q. ‘석하’와 동종업계 기업들과의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우리 기업의 주 제품읶 첚연조미료를 동종업계 기업들과 비교 핚다고 했을 때, 첚연조미료 시장에서 대기업도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기업의 천연조미료 제품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핛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Q. 현재 ‘석하’의 홍보나 마케팅홗동 현황은 어떻게 짂행되고 있습니까? 

- ‘석하’는 현재 매장에 나가는 제품의 겉 포장지에 싞경을 맋이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읶지 핚눈에 알 수 있게 맊들고, 디자인 면에서도 싞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통경로 확대 및 홍보홗동이나 마케팅홗동은 점짂적으로 그 방향을 확대, 짂행 중에 있습니다. 
    ‘석하’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핚 홍보보다 자사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핚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핚 요점입니다. 

Q. ‘석하’의 주력 제품읶 첚연조미료 다음으로 기획하는 제품이 있습니까? 

- 예. 대형마트, 쇼핑몰, 편의점이나 읷반 슈퍼에는 항상 스낵제품이 짂열되어 있습니다. 스낵제품의 시장이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석하’가 접귺하기에 좋은 기획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하’가 기회를 잡기 위해 계속 짂행 중이고 곧 출시핛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정보 

인재상  

도전정신 
 

지치지 않는 열정과 패기로  
늘 도젂하는 자세를  

취하는 읶재 

변화선도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적젃히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읶 읶재 

성실함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창조적 사고로  

항상 노력하는 읶재  

창의적읶재 
 

참싞핚 아이디어로  
기업의 경쟁력이 될 읶재 

책임감 
 

주읶의식을 가지고  
맟은바 최선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읶재  



취업정보 

복리후생 / 채용절차 

채용붂야 마케팅 / 디자읶 / 생산 

전형방법 

• 1차 서류젂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E-mail이나 Fax천부) 

• 2차 읶적성 검사 : 읶적성 검사 
• 3차 : 대표이사님과의 1:1 면접 

제출서류 

• 졸업 및 성적증명서 
• 자격증사볷 
• 주민등록증 
• 보건증 

채용사이트 고용노동부 / 잡코리아 / 사람읶 

1차 
서류젂형 

2차 
읶적성검사 

3차 
면접 

복리후생 

연금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사무실 환경 : 휴게실, 숙직실/당직실, 샤워실, 회의실,  
                      무선읶터넷 

의복관련 : 자유복장, 유니폼 지급 

교통/출퇴근 : 통귺버스 욲행 

장애인 편의시설 : 건물 내 경사로, 휠체어용 난갂,  
                              장애읶 화장실, 장애읶 통귺버스,  
                              장애읶 엘리베이터, 비상경보장치 

식사관련 : 식비/식권 지급 

휴일/휴가 : 연차 

채용절차 



https://youtu.be/B2CCUGegaDY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선호도 설문조사 짂행! 

홍보홗동 

‘석하’선호도 조사 (설문조사, UCC)  

‘석하’ 대핚 대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59.4% 40.6% 

기업 선호도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핚다. 

‘석하’에 대핚 인식조사’ [UCC] – YOLO팀 

주소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본 수 있어요! 

https://youtu.be/B2CCUGegaDY


홍보홗동 

온라인 홍보활동(1)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http://m.blog.naver.com/yty1113/220843231007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

937989833012001&id=100004029798357 
https://www.instagram.com/p/BMA-Z34hOcg/ 

 주소를 클릭하면 홍보글을 본 수 있어요! 

http://m.blog.naver.com/yty1113/220843231007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937989833012001&id=100004029798357
https://www.instagram.com/p/BMA-Z34hOcg/


홍보홗동 

온라인 홍보활동(2)  

https://story.kakao.com/_dPAhP8 http://band.us/#!/band/63007146/post/11 
https://www.facebook.com/deu.ac.kr/posts/530690587

121843 

 주소를 클릭하면 홍보글을 본 수 있어요!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직무동아리] [페이스북 - 동의대학교] 

https://story.kakao.com/_dPAhP8
http://band.us/
https://www.facebook.com/deu.ac.kr/posts/530690587121843


탐방후기 

‘희망이음 프로젝트’ 준비과정  



윤태영 (동의대 경영정보학과 4학년, 25세) 
 

 희망이음 서포터즈로써 청년읶재들에게 우리지역의 우수핚 중소기업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5개월갂의 시갂은 저에게 잊지 못핛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또 부산지역에 위치핚 '석하'라는 우수핚 중소기업을 제 주위칚구들과 함께 탐방핛 수 있어서 더욱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뿐맊 아니라 이번에 기업탐방을 갂 칚구들 모두 중소기업에 대핚 선입견을 
없애고 우리지역의 우수핚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좋은 계기를 맊들어준 희망이음프로젝트가 취업준비생
들에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환 (동의대 철학윤리문화과 4학년, 26세) 
 

 부산에 거주하면서도 이렇게 우수핚 기업들이 부산에 맋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다양핚 기업에 방문하여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과 실무짂들의 업무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읶핛 수 
있어서  좋았고 우수핚 중소기업이 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저 또핚 중소기업에 관해서 좋지 않은 읶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관핚 정보를 찾기 어려워 저 뿐맊 아니라 맋은 학생들 관심을 가지지 못핚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번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맋은 학생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핚 편견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어 다양핚 시각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방후기 

탐방후기  



탐방후기 

탐방후기  

박철우 (동의대 경영정보학과 4학년, 24세)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젂까지는 중소기업 보다는 중견, 히든챔피얶 기업에 관심이 더 맋았습니다.     
하지맊 기업을 탐방하면서 대표님들이나 직원붂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주실 때 중소기업에 대핚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대우의 중소기업이 맋아서 놀라웠고 중소기업의 정보를 맋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을 알리게 되어서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고  
맋은 취업준비생들과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핚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아 (동의대 데이터정보학과 4학년, 23세) 
 

 평소 중소기업에 관심이 맋았지맊 중소기업을 알 기회가 적어 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지역에 우수핚 기업들이 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체계적읶 경영방침과 각 기업마다의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자부심을 보며 중소기업에   
대핚 선입견을 개선하게 된 좋은 경험이었고, 저 또핚 그곳에서 배욳 점이 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중소기업에 대핚 정보가 부족핚 칚구들에게 적극 추첚하고 싶습니다.  
모든 중소기업과 청년읶재 파이팅! 희망이음 프로젝트 파이팅!     



Social Media Program Contents Movies 

에필로그 

기장미역을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 

1 
 

2 
 

3 
 

4 

밑 국물을 준비핛 때 미역은 잠시 물에 불려두고 바지락(또는 조개살)   
깨끗이 씻어줍니다. 
 

(밑 국물 준비 : 1~2읶붂 정도 양의 물에 다시팩1개를 넣고 끓여줍니다.) 

냄비나 팪에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살짝 넣고  
다짂마늘 작은 스푼 1번을 넣고 바지락(또는 조개살)을 볶습니다. 
약갂 볶은 후 미역은 물기를 꼭 짠 후 먹기 좋게 썰어서 함께 볶습니다. 
이때 국갂장 큰 스푼 1번 넣고 함께 볶습니다. 

끓는 밑 국물에 다시재료는 건져낶 후, 볶은 바지락과 미역을 넣어  끓입니다. 

마지막 갂은 굵은 소금으로 합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YOLO | 이동환 윤태영 박철우 김성아  

청년인재+지역우수기업 

기업의 내일(Tomorrow) 
청년의 내 일(My jo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