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이음 프로젝트 지원 동기 

“취업을 준비하면서 서울 권 내에 있는 기업

들만 알아보던 와중에 희망 이음 프로젝트

를  를를  를를를를를 . 누구든 를를를  를  를를 , 

를를를  를를  우수기업을 직접 탐방를를를  

를를  를를를를  를를  를  를를  기회를를  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를를 .” 

“를를를를를를  를를를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  를

를를를  실무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를를  를를를

를를를 . 를를를  를  를를  를를  를를를를를  를를  를

를를를를 . 지역 우수기업를  를를를  를를를  를  

를를 , 기업 인사담당자와 만남를  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를  를를를를를 . 

4학년  
공대 아름이 정수빈 

4학년  
경영대 훈남 김경선 



사용이 간편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3분 취업! 
우리만의 레시피로 빠르게 취업에 성공해보자. 

정수빈 (23) 
 

를를를를를  를를를를를를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의미가 없다” 
 

를를를를  를를를를  3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를  를를 !  

를를를  (25) 
 

를를를를를  를를를를  
 

“해보지 않고 판단하지 말자” 
 

를를  를를를를  를를를  를를 !  
 3를  를를를  를  를를 ,  

를를  를를  



63% 

11% 

2% 

24% 

대기업 중소기업 

를를  

를를를를  

기업에 취업하고 싶나요? 

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  

기업 선정 기준 

[출처 : 전국 경제인 연합회] 

https://thenounproject.com/term/lifestyle/10148
https://thenounproject.com/term/monitor-analytics/72571


기업에 취업하고 싶나요? 

63% 

11% 

2% 

24% 

대기업 중소기업 

를를  

를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  

이런 기업 어디 없나? 

https://thenounproject.com/term/lifestyle/10148
https://thenounproject.com/term/monitor-analytics/72571


1. 훌륭한 지역 인재들을  
2. 채용할 수 있어 좋아요. 

 
2. 우리 기업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아요. 

1. 기업탐방을 통해  
우수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2.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좋아요. 

지역 우수 기업 청년 인재 

지역 인재와 선발된 지역우수기업을  희망으로 이어주는 기회 

기업탐방   맞춤형 컨설팅   기업정보 



00:30” 

기업 안정성 

쾌적한 근무환경 

풍부한 복지 제도 

 수익률 2배 달성 

 38년의 역사,  

48개국 160개 생산공장 운영  

 국내 시멘트 업계 2위 진입 

 안전, 보건, 환경사고 제로 

 모든 이해관계자 만족 

 직원 맞춤 교육 실시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건강과 여가생활 지원 

 보람된 직장생활 영위 

☞  취업준비생의 입맛에 딱! 맞는 조건! 

https://thenounproject.com/term/lifestyle/10148
https://thenounproject.com/term/monitor-analytics/72571


00:30” 

배경은 상반기 매출액 2300억·영업이익 240억..원재료 가격 하락·M&A 영향 

“(2016를 ) 22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  2300를  를 , 를를를를  240를  를를  를

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를를 . 를를를를  를를  를를를를  

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를를  100억 원 가량 증가를를 . 

를를를를를를  10 .4% 를  를를를를  를를  2003를  를를  

를를를를  10% 를  를를를를 . ”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라시멘트! 
앞으로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00:30” 01 :00”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건축자재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서 자발적 
환경경영을 실천합니다. 석회석 광산을 생태적으로 복구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으며, Eco-백두대간 2+운동을 실천합니다. 

한라시멘트는 각종 산업계 폐자원 재활용 뿐만 아니라 정수장 슬러지, 하수 
슬러지 등 생활계 폐자원을 자원화 함으로서 환경친화기업으로서 사회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2억 원씩 기금을 마련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년 발전기금을 출연해 체
육진흥사업, 학교발전육성, 주민의 복리후생증진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라시멘트는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을 핵심가치로 여겨 '안전우선'의 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
전보건경영시스템은 계획-실행-점검-개선주기로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00:30” 01 :00” 01:30” 

~ 2016’s 

2010. 를 47를   를를를   를  ‘3   를  를   를를   를를를   를‘   를를 

2014. 를를를를를를   를를를를를를를를   를를 

2014. 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 ‘  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를를) 

2015. 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 ‘  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 

2016. 한라시멘트 주식회사 출범 

~ 1994’s 

1978. 한라시멘트(주)  설립 

1985. 를를 를를  1를   를를   를를,  KS를를 를를 를를 

1994. 를를 를를를를를를 를를 를를  

1994. 를 30를 를를를 를 ‘1를를를를 를를를 를' 를를 

~ 2008’s 

1995 . ISO9001를를   를를 

2002. 를를를를를를를   ISO14001  를를 

2004. 를를를를 를를를를   를를 

2008. 관산 관련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환경부장관 표창 

VISION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건축자재기업 
 



2016. 05. 29 [ '토종 타이틀'  되찾은 한라시멘트, "성장만 남았다“] 
 

한라시멘트가 17년 만에 토종 타이틀을 되찾고 성장을 위한 돛을 펼쳤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는 
강점을 활용해 수도권 공략으로 성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16. 07. 20 [한라시멘트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한라시멘트 9년째 농산물 구매 호평” 
한라시멘트(주)는 19일 옥계면에서 지역 농가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을 펼쳤다. 
한라시멘트는 최근 감자,옥수수 등 옥계 지역 농산물 1438상자(3500만원 상당)을  
구입,전국 각지의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회사 측의 지역농산물 구입 운동은 지난 2008년부터 벌써 9년 째 이어지고 있다.  
매년 구입액만 3000만원이 넘는다. 
 

2016. 07. 28 [한라시멘트, '희망의 집 짓기'  시멘트 7200만원 어치 후원]  
 

한라시멘트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 짓기 운동에 소요되는 시멘트 물량
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도 약 840톤(7200만원 상당)의 시멘트 물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6. 11. 07 [가평군-한라시멘트, 생활쓰레기로 보조연료 생산 업무협약]  
 

경기 가평군과 한라시멘트는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순환자원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원료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 군의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매립되는 쓰레기 량을 없애 자원순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라시멘트  최신  NEW S 



고로슬래그 시멘트 

[낮은 수화열과 장기강도 우수! ]  

제철 제조 공정의 부산물인 수재슬래그를 미분쇄하여 포틀랜드시

멘트와 일정량 혼합해서 만든 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대비 초기

강도는 낮으나, 장기강도 발현이 뛰어나고 수화열이 낮아 콘크리

트 균열방지에 우수하다. 
 

한라시멘트의 슬래그시멘트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00:30” 01:00” 01:30” 02:00” 

포틀랜트 시멘트 

혼합 분쇄한 조합원료(석회석과 점토질 원료, 

 규산질 원료, 산화철 원료)를 소성시켜  

클링커라는 새로운 광물을 생산하고, 여기에  

응결지연제인 석고를 혼합하여 미분쇄한다.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 사용이 가능하며,  

타 건설자재 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 

[다양한 적용, 항상 균일한 품질! ]  

특수 시멘트 
[적용 용도에 맞게 특화된,  

차별화된 한라시멘트의 10여 종의 특수 시멘트]  



00:30” 01 :00” 01:30” 02:00” 02:30” 

휴가, 행사 

생활 안정 

보상 제도 

생일 파티, 휴가, 경조사 지원, 
캐주얼 데이, 근로시간 단축제도 

숙소 지원, 시멘트 지원금 

자녀 학자금, 주택 대출, 
 지역 농산물 구입 지원 

단체 보험, 종합건강검진 실시, 
하기 휴양소 운영, 헬스장 운영 

모범사원 해외 여행,  
장기 근속자 포상,  
각종 봉사 참여 인정 제도 

주거 안정 

직원 건강 



00:30” 01 :00” 01:30” 02:00” 02:30” 03:00” 

W 
 높은 점유율에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음 
 

 환경문제에 따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T 
 천연 자원의 부족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계속해서 
소비되는 천연자원) 
 

 업체 간 품질이나 생산기술상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음 

S 
 시멘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해안가 위치 
(원료를 전국적으로 물량 
 대량 공급 가능, 원가 측면 유리) 
 

 인증된 제품들 

O 
 건설 산업 과속 

(매출 시장의 확대)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하락(제조비용 획기적 감소) 
 



00:30” 01 :00” 01:30” 02:00” 02:30” 03:00” 

[한라시멘트의 똑!  부러지는 대응 방법]  

대체연료 및 원료 실험실 

〮 업계최초 AF/ARM  Lab 

실험실 설립, 운영 중 
 

 

〮 대체연료 및 대체원료의 환경  

측면의 안전성과 공정 측면의  

품질을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해,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콘크리트 연구소 

〮 콘크리트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고객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 제공 

(Win-Win전략 실현) 
 

〮 실험장비, 실험실 개방을 통한 고

객 서비스 품질 관리 기술 향상 

사회 봉사 활동 

〮 1사 1촌 자매결연 활동 

〮 1사 1문화재 지킴이 활동 

〮 급여 우수리 기금 모음 

〮 사랑의 집수리 운동 

〮 옥계면/한라시멘트 장학재단 

〮 해비타트 희망의 집 짓기 운동 

〮 사랑의 헌혈 운동  



BUT, 

내게는 너무 막막한 취업. 

스펙은? 

자기소개서는? 

원하는 인재상은? 



원하는 인재상은? 



1를  

도전 

전문성 

열정 

열정으로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며,  
해당 직무에 최적화 된 사람 

인재상 



2를  1를  

채용공고 
 

를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  

서류심사 
 

를를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  를  를를  를를  

1차 면접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  를를 ,  

를를를  를  를를를를를를   
를를를를를  를를  

2차 면접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  

건강검진 
 

를를를를  를를 , 를를를를  최종합격 

채용절차 

☞ TIP 
[공채보다는 수시채용에 도전하기! ] 
 
한라시멘트는 필요 인력이 발생할 때마다 
취업공고를 내 소수의 인원을 채용한다.  
따라서 틈틈이 기업 홈페이지를 체크하는 것 필수!  



3분 2분 1분 

한라시멘트 인사 담당자 

를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를를, 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 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를를. 

를를를를를를 를를를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 를를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 를를를를를 를를를? 

Q. 

를를를를 를를 를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 를를를를를? 

 

를를를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를를 를를를. 를를를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를, 를를 를를를를 를 
 

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를를를 를 를를를 
 

를 를를 를를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 를를 를를를를 를를를를 를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 

Q. 

Q. 

를를  를를를를  를를 !  

희망 이음 프로젝트를  를를  를를  를를  를를를를를 !  
를를를  를를  를를를  를를를를를  를를 !  



① 멘토링 활동 
 

기업탐방 전!  한라시멘트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멘토링 활동. 
취업에 관해 평소 궁금했
던 것들을 물어보았다!  

다음날, 한라시멘트로 출발 ② 한라시멘트 도착  
 

공장이 이렇게 넓다니?!  
커다란 규모에 압도당하다!  

⑤ 내부 견학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광산 모형, 공장 내부 등의 생
산과정을 보며 한라시멘트를 

이해할 수 있었다, 

④ 안전교육 
 

“안전 실습 교육센터”를 개설한 
한라시멘트! , 이곳에서 주변지역
회사나 어린이들도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도 이 교육을 
받으며, 일상생활, 기업에서 주의
해야 할 점을 배울 수 있었다!  

③ 기업 소개, Q&A1 

 

함께 배우는 한라시멘트!  
몰랐던 정보가 쏙쏙~ 

이렇게 좋은 기업을 이제야 알았다니!  
 추가 질문 시간에는 기업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었다. 



“한라시멘트를 맛보다” 

So f t 한  사람  

Sw e e t 한  조건  

De l i c i o u s !  
실제로 만난 한라시멘트 인사담당자님은 무섭기 보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라시멘트를 소개하면서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생산관리 직무를 준비하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한

라시멘트의 여자직원분과도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취업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보통의 취준생들처럼 연봉,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라

시멘트는 이 두 조건을 잘 충족시키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숙사 제공, 

헬스장 무료 이용 등 많은 복지 혜택과 대기업 부럽지 않은 연봉을 듣고는 정말 

달콤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숨어있는 기업

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취준생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 많

은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멘트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지 않을까? 일이 힘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라시멘트는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며,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나, 원료 재활용

을 통해 환경을 생각한다는 점이 미래를 위해 발전하는 기업 같아서 좋았습니

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 점유율 2위라는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멈출 수 없는 것 처럼, 알면 얼수록 더 알고 싶은 한라시멘트!  

복지, 연봉 이 모든 것을 다 갖추려면 대기업을 가야만해!  라는 편견을 꺠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함께 보낼 기업을 결정하는데 시야를 넓힐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SNS 홍보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홍보!  
 
SNS를 통해 470여명의 친구들에게 공개 &  
해시태그로 희망 이음 프로젝트를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링크를 통해 바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홍보하였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859799656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859799656


희망 를를  를를를를  를를  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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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을 통해 나의 길을 찾았습니다.＂ “희망 이음 프로젝트, 강추 합니다!＂ 



조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가능한 
3분 취업!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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