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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슨픽미(Fixon Pick Me)

순위를 정해보는 컨셉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 개선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

팀장 이병주
기계공학전공

권영호
기계공학전공

김서진
기계공학전공

오한영
기계공학전공



동영상



당신의 기업에 투표하세요!



선박건조,해양 및 운반설비 등의 사업을 하는
세계5위의 선박 생산능력을 보유한 조선전문기업

국민 취준생들의 선택은?

현대삼호중공업

업종 : 제조업
상세업종 :
조선사업, 산업설비사업,
해양플랜트사업

기업규모 : 대기업
매출액 : 3,869 억 원
직원수 : 3,765 명

•기업정보 : 
- 오일메이저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선주사에
연간 50여척 선박을 인도

-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FPSO, 드릴십, 반잠수식,
시추선 등 해양플랜트 사업에 적극적

•복리후생 : 
- 4대보험
- 학자금/의료비
- 기숙사 제공



엘시스

업종 : 정보통신업
상세업종 :
에너지 ICT, 농축수산 ICT,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기업규모 : 중소기업
매출액 : 7 억 원
직원수 : 72 명
초봉 : 2,000만 원

•기업정보 : 
- 기술혁신개발사업

3년 연속 선정

•복리후생 : 
- 4대보험
- 팬션 및 카라반 지원
- 월 2회 영화 무료관람

소프트웨어개발, 서버, 시스템통합, 네트워크,
보안, 정보통신 공사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국민 취준생들의 선택은?



하이테크엔지니어링

업종 : 건설업
상세업종 :
화공플랜트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기업규모 : 중소기업
매출액 : 98 억 원
직원수 : 310 명
초봉 : 2,770만 원

•기업정보 : 
- 부서 순환제 도입
-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DATA 구축 등
사업에 참여

•복리후생 : 
- 4대보험
- 학자금
- 기숙사 제공

화공플랜트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석유•화학플랜트 분야의 종합기술 전문회사

국민 취준생들의 선택은?



아이지스

업종 : 제조업
상세업종 :
복층유리 생산설비 제조업

기업규모 : 중소기업
매출액 : 100 억 원
직원수 : 50 명
초봉 : 3,000만 원

•기업정보 : 
- 차별화된 서비스
- 소통과 협력
-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
- 고객요구를 만족시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

•복리후생 : 
- 4대보험

국내 유리 생산설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복층 유리 생산설비 전문 제조 업체

국민 취준생들의 선택은?



아이씨케미칼

업종 : 제조업
상세업종 :
바이오, 음이온, 양이온 계면활성제
및 방수유제 등 화학제품 제조

기업규모 : 중소기업
매출액 : 23 억 원
직원수 : 63 명
초봉 : 2,500만 원

•기업정보 : 
- 강소기업
- 인재육성 중시

•복리후생 : 
- 4대보험
- 통근버스 운행

2004년에 설립된 회사로
화학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국민 취준생들의 선택은?



픽슨

업종 : 제조업
상세업종 :
파형강관과 파형강판 제작

기업규모 : 중소기업
매출액 : 20 억 원
직원수 : 49 명
초봉 : 3,500만 원

•기업정보 : 
- 직원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
- 지역인재 채용 선호
- 세계 최고 강판구조물 브릿지
플레이트를 국내에서 생산, 공급 및 수출

•복리후생 : 
- 4대보험
- 야근수당
- 여행경비 지원

1994년 설립해 파형강관과 파형강판을
동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

국민 취준생들의 선택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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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준생들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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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준생들의 선택은?



Why Fixon?



Why Fixon? - 초봉

구 분 사무직 생산직

급여형태 연봉제 월급제(급호봉)

상여금
연봉에 포함
(설, 추석 지급)

월 기본급의 600%
(3ㆍ6ㆍ9ㆍ12월 말일, 설, 추석 지급)

퇴직금 퇴직연금(DB)형 가입

자녀출산장려금 첫째 – 5만원, 둘째 – 7만원, 셋째 – 10만원
[예) 둘째아이를 낳은 뒤 이후 월급 +12만원]



Why Fixon? - 전문성

일반 파형강관

아연도금 강판을 파형 성형하여 강성을 높임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이 탁월한 배수구조물

스마트파이프 (세계최초, 성능인증 준비중)

물 흐름(조도계수) 기능을 향상시키고

외압강도를 더욱 높인 제품

리브강관 (세계최초)

침전물이 쌓이지 않고, 동일한 유량조건에서

높은 외압강도와 조도계수를 확보한 제품

세계 최고의 파형강관 제조 업체

해외 기업 기술력을 넘어 해외 역수출



픽슨의 특허 및 인증

Why Fixon? - 전문성

픽슨은 독자적 기술 특허,인증을

20개 이상 소지 하고 있다.



Why Fixon? - 복리후생

다양한 복지 혜택
사내 다양한 동아리활동, 직원 취미 활동비 지원, 사회 봉사협력 활동 등

픽슨 만의 복지혜택 제공!

① 꾸준한 사내 동아리 활동
(등산,여행 동아리)

② 파격적인 자녀수당

③ 지속적인 사회공헌

④ 강제적인 야근은 절대 NO!

⑤ 체계적인 신입사원 교육 및 직원소양 교육

화목한 사내 분위기를 통한 능률 상승

자기 개발비/동아리 지원/성과급 등

많은 직원 복지 혜택



Why Fixon? - 교통편

광양시의 중심에 위치

(광양 버스 터미널과 1분거리)



Why Fixon? - 비전

성남시 방음터널 시공 전 성남시 방음터널 시공 후

픽슨의 기술력으로 현재 성남시 방음터널 시공중

픽슨 홍보 효과와 다른 시장 확장성 입증!

성남시 방음터널 시공 조성도



Why Fixon?

픽슨은 정말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실제로도 매력적인 기업인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봅시다!



Interview Fixon



생산관리자 인터뷰

Q . 픽슨(Fixon)에서 생산관리 엔지니어의

주 직무는 무엇입니까?

A . 한 가지 일만 맡아서 하는게 아니라

공정관리, 설비관리, 생산계획, 자재관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구나!



생산관리자 인터뷰

다양한 능력을 키워 나의 역량을 높이자!

A . 자격증은 품질관리, SIX SIGMA, 소방안전,

CAD 자격증,산업안전 기사등이 있고

영어 회화와 문서 작성 능력은 필수입니다.

Q . 픽슨(Fixon)에 입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격증과 능력은 무엇이 있나요?



생산관리자 인터뷰

사드 문제로 인한 손실발생

Q . 최근 사드로 인해

픽슨 (Fixon)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A. 중국에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지만

중국 정부의 한국사업 제제 때문에 많은 피해

를 보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자 인터뷰

중국시장을 대체 하는 인도시장 개척 방안!

Q . 그렇다면 사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나요?

A. 중국에 수출 시장이 막혀

현재 저희 회사는 인도에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픽슨 수출 /영업 현황(20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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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취 준 생 들 !

12월 2일 공모전 투표

여러분의 기업을 뽑아주세요



‘희망이음 프로젝트’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찾다!

순천대학교 소속의 팀 ‘픽슨픽미’는 2017년도

IGIS를 시작으로 전남지역에 있는 우수한 중소

기업 탐방을 하였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지역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복층

유리 생산설비 전문 제조 업체 인 IGIS를 시작

으로 총 7곳의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였다.

이에 따른 픽슨픽미의 ‘김서진’양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 않은 우수한 기술

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말하였다.

또한 ‘오한영’군은 ‘탐방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픽슨이라는 기

업을 조사하면서 중소기업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지역기업 탐방을 통해 지역청년의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긍정적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기업정보를 제공·확

산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KIAT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뉴
스



팀원소개 및 도전

이름 : 이병주
학교 : 순천대학교
전공 : 기계공학전공 2학년
주소 : 경남 사천
성적 : 평균 4.14

핵심 역량
-14년도 기계공학전공
1학년 과대
-14년도 RCY 순천 연합
하계봉사활동 참가
-육군훈련소 조교 복무
-17년도 기계공학전공
2학년 과대
-17년도 취업동아리
SUCESS 회장
-17년 기업분석 공모전
팀 부문 은상 수상
-전남 리더스캠프 참가
-18년도 기계공학전공
학생회장

- 희망이음 프로젝트 홍보
(http://blog.naver.com/leebj345/221129521079)

- 다양한 프로젝트의 팀장과 학과 대표를 도맡으며 리더십을 단련
- CAD ACU 자격증 보유
- 컴퓨터 실력이 뛰어남 (취미 : 컴퓨터 분해조립)

앞으로의 노력

18년도 기계공학전공 학생회장으로서 학과장님, 인력개발원
과 이야기를 통해 학과 학생들이 희망이음 프로젝트 중소기
업 탐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https://www.instagram.com/p/Ba5_wpOl-
gy/?hl=ko&taken-by=byeongju0725

History



History

-아모레퍼시픽
생산직 대리
-LG 디스플레이 TV
보강판 제단사
-13년 공군
항공정비병 입대
-14년 최우수
항공정비사 표창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17년도 취업동아리
SUCESS 임원
-17년 기업분석 공모전
팀 부문 은상 수상
-17년도 기계공학전공
학생회 임원

팀원소개 및 도전

이름 : 권영호
학교 : 순천대학교
전공 : 기계공학전공 3학년
주소 : 대전광역시
성적 : 평균 3.6
토익 : 점수 720점
토익스피킹 : Level 5

핵심 역량

홍보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
ory_fbid=1953326804925410&id=10000744
3283468

- 항공 정비/기관/장비 기능사
- 항공산업기사
- ICDL (국제컴퓨터 자격능력증)  master
- 깊이감 있는 전공공부와 다양한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 .

앞으로의 노력

미래 항공정비사로서 항공정비사 면장 및 레이팅 취득에
노력할 것이며, 어학능력 증진에 무게를 둘 것입니다.



이름 : 김서진
학교 : 순천대학교
전공 : 기계공학전공 2학년
주소 : 충남 논산
성적 : 평균 3.73

History

-16년도 다이아몬즈
(야구동아리) 총무
-2016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참가
-17년도 기계공학전공
2학년 부과대
-17년도 취업동아리
SUCESS 총무
-17년 기업분석 공모전
팀 부문 은상 수상
-18년도 기계공학전공
학생회 임원

팀원소개 및 도전

핵심 역량

- 다양한 알바 경험에서 나오는 친절함과 책임감.
-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와 과행사 참여로 사회성을 기름.

앞으로의 노력

- 2학년 겨울방학까지 CAD 자격증 취득
- 3학년까지 평균 학점 4.0 이상 만들기
- 4학년까지 일반기계 기사 자격증 취득

홍보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
ory_fbid=566123670445791&id=100011444
882863&pnref=story



이름 : 오한영
학교 : 순천대학교
전공 : 기계공학전공 2학년
주소 : 전남 광양
성적 : 평균 3.92
토익스피킹 : Level 5

History

-16년도 공과대학
농촌봉사활동 참가
-16년도 ROTC 합격
-17년도 1학기
RCY 정기 봉사활동
-17년도 ‘아랑훼즈’
(기타동아리)회장
-17년도 취업동아리
SUCESS 임원

팀원소개 및 도전

핵심 역량

- 높은 책임감과 솔선수범한 태도
- 동아리 회장과 학군단 활동으로 보장하는 성실성
- 태권도 3단, 합기도 1단으로 단련된 심신
- CAD ACU 자격증 보유

앞으로의 노력

- 3학년까지 산업안전 산업기사 취득
- 4학년까지 토익스피킹 Level 7 달성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
00005290274436

홍보



국민 취준생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