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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LINKISS 

팀소개 

HOPELINKISS 
Hopelink + The Mackiss Company 희망이음 

 기업탐방 프로그램인 희망이d

음의 Hopelink에서 뒤의 팀명  

Kiss와 이어지도록 Hopelin을

따옴   

㈜ 맥키스 컴퍼니 

기업탐방 회사 ‘Mackiss’에서 

뒤글자 ‘Kiss’를 따와 희망이음

을 통해 ‘㈜맥키스컴퍼니’와 접

촉과 ‘맥키스’를 의미하는  

이중적 의미  



HOPELINKISS 

박민수(27) 팀장 - 충남대 전기공학과 

 겨울 방학 인턴을 통해 희망이음과  지역 내 기업들

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평소 

익숙한 기업들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번 탐방에 참여

하게 되었다. 

고재훈(27) -한남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취업준비를 하던 중에 중소기업탐방이라는 프로그

램을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 함께 참여 하게 되었다. 

 이강호(24) -한남대 회계학과 

평소에 지역 기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희망이음을 알게 되어 이번 우수기업 탐방 할 기회

를 얻어 참여하게 되었다. 

팀원소개 & 동기 

HOPELINKISS 
Hopelink + The Mackis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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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 지역일자리 

 지역인재 지역우수기업 탐방프로그램은 지역인재 자신의 지역의 우수 기업을 

스스로 찾아보고, 기업을 직접 탐방하여 기업관련 취업정보도 알아보고, 기업탐

방내용을 희망이음 스토리로 작성하여 수상에 도전해보는 지역인재 프로그램 

희망이음 소개 

HOPELINKISS 

희망이음? 



How to  

Step4. 
1개월 이내에 탐방  
보고서 작성 후 제출 
 

Step2. 
로그인 후 
 [청년인재기업탐방] 
 [기업탐방 신청] 신청 

Step1. 
www.hopelink.kr 접속 

Step3. 
탐방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집합장소에  

집합 

Hope 

Link 

희망이음 신청 및 참가 방법 

HOPELINKISS 

CEO, 인사담당자 면담 및 기업 견학 
간식, 기념품, 버스제공 
탐방기업 취업연계 시, 수습비용 지원 
탐방 후기 보고서 작성에 따른 포상  

혜택 

http://www.hopelink.kr/


 
 

술집에 가면 항상 고민을 하게 만드는 술이 
있었다. 지역대표 ‘O2린’과 전국적으로 파
는 ‘참이슬’이였다. 일상 생활에서 쉽게 듣
고 접할 수 있던 소주로 생각했는데 이번 
희망이음 프로젝트에서 기업 탐방의 기회
가 올라왔다. 선후배이자 친구사이인 우리
팀은 기업 탐방을 신청하게 되었다. 대전-
충청의 대표 소주인 ‘O2린’의 제조과정도 
직접보고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회사
에 더욱 깊게 알아 보고 싶어 ㈜맥키스 컴

퍼니를 선정하게 되었다. 

기업 소개 - 선정이유 

HOPELINKISS 

㈜ 맥키스 컴퍼니 
선정이유 



15% 

72% 

87% 

48% 

99% 

25% 

매출액 

600억원 

대표자 

조웅래, 박근태 

홈페이지 

www.mackisscompany.co.kr 

종업원 수 

200명 

주소 

대전 서구 계룡로 314 대전일보사 3층 

공장. 대전 서구 영골길 158 선양소주 

기업명 

㈜맥키스컴퍼니 

The Mackiss Company 

희망이음 

기업 소개 

HOPELINKISS 



기업 소개 - 연혁 

HOPELINKISS 

1973. 8 
‘금강주조회사’ 설립 

2000. 5 

오동공장 완공 

1974. 5 
‘선양주조주식회사 ‘상호변경 

2003. 9   
‘은처리여과공법’ 특허취득 
- 특허 No. 제040082호 

2004. 12 

조웅래 회장 취임 

2005. 9   
‘맑은린 출시’ 
2005. 8 
‘순산소가 함유된 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 
특허등록(특허 제10-0664599) 

2006. 12 

산소용존공법  

국내 특허 취득 

2013. 9 ~ 현재 
‘㈜ 맥키스컴퍼니 ‘사명변경 

2008. 11  
산소용존공법 중국 특허 취득 
2008. 08 
‘O2린 (오투린)’ 출시 

2010. 8 

산소용존공법  

미국 특허 취득 

2010. 2 

산소용존공법  

미국 특허 취득 

 



기업 소개 

HOPELINKISS 

   에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이음 희망이음 희망이음 

청정지역 숲 속에서 포집한 
산소를 3차에 걸쳐 용존 시키
는 특허기술로 산소가 3배 많
아 숙취해소가 30분 빠른 친
환경 소주입니다. 획기적인 '
산소용존공법'은 2006년 12
월 국내특허 취득은 물론 해
외에서도 특허를 취득해 해외
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았습니
다. 대전ㆍ충남ㆍ세종을 대표
하는 O2린은 깨끗한 92m 지
하암반수에 산소용존공법을 
더해 최고의 품질로 지역민들
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력산업 

TWO THE MACKISS 
COMPANY 

계족산 황톳길을 통해 세계최
초로 '에코힐링(eco-healing)'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
다. 환경(ecology) + 치유
(healing) 를 합쳐 '에코힐링
‘ 즉,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추
구하자'는 의미입니다. 에코
힐링프로그램으로 국민의 건
강한 삶을 추구한 맥키스컴퍼
니는 2007년 '에코힐링'을 상
표로 등록했습니다 

기업문화 

ONE THE MACKISS 
COMPANY 

CSV는 기업이익창출과정에 

연계된 커뮤니티와의 공생발

전을 추구하며, 기업활동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

는 개념이자 기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발상입니다. 

 CVS 

THE MACKISS 
COMPANY 

THREE 



HOPELINKISS 

제조과정  

프로세스 

기업 소개 - 02린 제조 과정 

2. 병 검사 및 주입 

세척한 병을 다시 한번 검사 후 소주를 주입 

1. 세병 장치 

병마개를 제거 후 병을 세척하는 단계 

4. 포장 및 출하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적어요 

    1. 세병 장치 

 

 

 

 

3. 산소 용존장치 

소주에 산소를 용존하는 단계 

    3. 산소용존 장치 

 

 

 

 

    4. 포장 및 출하 

 

 

 

   2. 병 검사 및 주입장치 

 

 

 

 



기업 소개 - 사진 

HOPELINKISS 

A C D 

 공장 입구 

산소 포집 알코올 탱크 

 공장 내부 



활동 및 소감 - 인터뷰 

HOPELINKISS 

Q. 대전지역중소기업의 대한 인식은?  

A. 경력 쌓을 기회가 부족   

Q. 대전지역 취직 시 고려사항은? 

A. 급여 

Q. 대전지역중소기업의 대한 인식은?  

A.  안정적이지 못 함. 

Q. 대전지역 취직 시 고려사항은? 

A. 급여와 기업의 안정성 



활동 및 소감 – 설문지 (한남대)  

HOPELINKISS 

중소기업 취업 의사 

희망이음 인지도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관하

여 알아본 결과 들어본 학

생이 13명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학생이 11명으로 

홍보가 더 필요해 보였습

니다. 

80% 

대학생 30명에게 설문 
조사 결과 지역 내  취
업의사가  매우 긍정과 
긍정이 24명으로 80%
가 긍적적인 답변을 보
였습니다. 

취업  33% 

희망이음 

취업 고려사항 

취업 할 때 중점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연봉과 

기업 분위기가 많은 비중

을 차지 하였고, 

지역, 안정성, 칼퇴근 등

의 내용이 있었다. 

취업  



활동 및 소감 – 블로그  

HOPELINKISS 

기업탐방  100% 

㈜맥키스컴퍼니 

희망이음  

블로그 홍보 



고재훈 

박민수 

이강호 

평소 술마실 때 많이 보던 기업

이여서 흥미를 갖고 신청하게 되

었다. 공장견학으로 제조공정도 

직접보고 인사담당자와 만나 궁

금증도 직접 묻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지인의 소개로 참여했지만 평소

에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관심

이 많았는데 대전에도 좋은기업

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꼭 대전

의 중소기업에 취직해 지역발전

에 도움이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평소 대전 충청의 술로 유명한 맥키

스컴퍼니를 방문을 하여 기대를 하

고 있엇습니다. 기대만큼 강한기업 

같앗고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에 더 

놀랐고 중소기업도 생각보다 더 좋

은 회사가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

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좋은 계기었습니다. 

활동 및 소감 – 후기 소감  

HOPELINKISS 

1 

2 

3 



감사합니다. 
 

희망이음 
 

㈜ 맥키스컴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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