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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소개 
이노베이션 

Innovation 

경제에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획기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는 일을 말하며 

우리의 삶에 기업탐방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국면

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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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희망이음프로젝트란? 



What is 희망이음프로젝트? 
청년의 꿈과 도전, 지역기업과 함께 만들어 가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꿈과 도전을 지역 기업과 함께 연결하는 소통 창구입니다. 

참가대상 전국 2~4년제 대학생 대학원생 

탐방장소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선정한 지역 우수 기업 





선정이유 

광양, 순천, 여수 등  

주변지역의 공장에서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선정 

취직에 고민하던 중 

시각을 넓혀보다  

중소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정 

‘이음’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희망이음의 관련성 





㈜DMT란? 

기업소개 

각종 System에서 배관 및 설비의 사이에 설치되어 배관의 변위, 열팽창 등 이에   

따른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고, 배관의 파손 빛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축이음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발전, 제철 , 화학 산업의 배관 설비, 구동기기, Duct Line 에 사용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현장조건에 맞춰 초기 설계부터 제작 및 현장 시공까지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념 

기업소개 

㈜ 
DMT 

고객제일 독창적 기술 
창출 

꿈과 희망 
실현 

일류 Bellows 
생산 



2008 
디엠티 설립 

2013 
일하기 좋은 으
뜸기업 선정 

201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0 
특허등록 
플렌지 장착형 테프론벨로
우즈 제조방법 

2012 
특허등록 
모니터링 가능한 열풍관
용 익스펜션 조인트 장치 

회사연혁 

기업소개 



주요 고객사 

기업소개 



NEP Contents 

제품소개 

배관 및 Pump, 구동기기의 입,출측 신축&진동 흡수 
Chemical Line(염산, 황산 불산 등)과 해수 등에 강함 
대형 size 국내 최초 양산 (냉각 압착 성형방식 NET 인증기술) 
제품 호환성 확보 (KS,DIN,ANSI 등, Flange 회전형 제작) 
NET,NEP기술적용으로 현장 맞춤형 설계 및 제작(길이,두께등) 
Hydro Forming (NET인증) 기술적용으로 NEP 인증을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Flange 및 외부보강 STS Plate와 동시 압착성형으로 제품의 균일성 및 신회성 향상 



NEP Contents 

제품소개 

NEP 
적용 

회처리  
설비 

탈황 
설비 

배기가스 
Line 

각종 
Pump 
입출구 
Line 화화적  

내부식성이 
요구되는  
배관Line 

해수 
처리시설 



NEP Contents 

제품소개 

주요 응용 기술 기능 

고품질 

신뢰성 

안정성 

관리 효율증대 



지원절차 및 채용 

기업소개 

 
상시 채용 

 
방문, 이메일 서류제출 , 홈페이지 접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기타(자격증 
사본)-자유양식 

 
 

4대보험, 퇴직연금, 기숙사제공, 중식제공,  
샤워장, 헬스장 제공등  

1) 채용시기 

2) 지원방법  

3) 제출서류  

4) 복리후생 





탐방일정 

탐방내용 

㈜DMT도착 회사 설명 회사 탐방 

공장의 왼쪽은 금속을 이용한 제품들을 생산, 오른쪽은 천을 이용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분리되어있어 제품들을 관찰할 때 특별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Q&A 

탐방내용 

제품들이 정말 특징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던데 
제품을 주문 받고 제작하는 식인가요? 

    네 원하는 모양으로 특징별로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이 사용되는 크기도 
제각각이라 주문해서 받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대용량 주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문을 받는다면 어떻게서든 납기일에 맞추어 
생산을 해내는 편입니다.  저희 기업 말고도 다
른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들 정도로 주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Q.  

A.  

Q.  

A.  



채용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부분입니까? 

Q&A 

탐방내용 

    아무래도 적극성있는 친구였으면 좋을것 같아요 같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친구요. 

요즘 중국시장이 커지면서 중국제품에 비해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희 제품을 사용하
는 기업들은 저희 제품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
니다. 그만큼 품질면에서 뒤쳐지지 않는다는 뜻
이겠지요? 

Q.  

Q.  

A.  

A.  





탐방후기 

취업을 하게 된다면 너무도 당연하게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
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업탐방을 하면서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발전가능성이 넘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
었고 무작정 대기업보다는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기업을 찾아 더욱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다음 번에도 기회가 있다면 또 가고 싶고 다른 
친구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다. 

거주지 주변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기업
이 좋은 기업인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조차 잘 알지 몰랐었는데 중소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기업탐방을 통해 우리의 주변에 많은 기업
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주지 주변에서 취직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희망이음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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