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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1-1 탐방 팀 소개 

Job-dical 

저희 팀 이름은 Job-dical(잡디컬)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12%에 육박하는 시대에 청년들이 취업 고민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와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 도움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취업∙직업을 의미하는 Job과 치료한다는 의미의 Medical을 합성한 Job-dical을 팀 명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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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1-2 탐방 팀 소개 

팀장 윤지호(25)  

팀원 이태강(25)  

청년 실업률 감소와 청년들이 앓고 있는 취업 스트레스를 함께 공감하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탐방에 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고민이 마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저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저와 다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Tip 등을 알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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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2 탐방 목표 

01 원인 확인하기 

•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취업 양극화 

현상과 경쟁과열이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앓고 있는 우울함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병 원인임을 확인한다.  

02 공감하기 

• 그들의 우울함과 스트레스에 공감하며, 탐방을 통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한다. 

03 극복하기 

•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우울함과 취업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있도록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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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3 탐방기업 선정 이유 

01 경남의 우수기업  

• ‘경남 창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남 지역 우수 기업이다. 

02 차별화된 강점  

• 다른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 비해 차별적인 강점으로 경제 위기나 세계적인 

불황에도 꾸준히 성장해온 40년 전통의 강한 기업이다. 

03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복지향상  

•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업이다. 



7 

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1 기업개요 

진료 받기 

CTR은 고객의 가치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최고의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입니다. 

강력한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1등 자동차 부품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CTR은 ‘사람’이야말로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얻으려 노력하고,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교육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명 : 강태룡, 이용래 

• 기업규모 : 중견기업 

• 주업종 : 제조(자동차 부품 제조) 

• 종업원수 : 460명 

• 설립년도 : 1971.02.05. 

• 매출액 : 4,322억원 

• 사업장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551 

• 홈페이지 : www.ctr.co.kr 

센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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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2 수상내역 

진료 받기 

1995. 03. 
동탑산업훈장 수상 

(성공의 날) 

1984. 02. 
산업포장 수상(기술부분) 

2000. 11. 
은탑산업훈장 수장 

(무역의 날) 

2006. 12. 
수출 1억불 탑 수상 

2014. 12.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2015. 11. 
제4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1971년 창사 이래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수출로 정부기관 및 다양한 협회로부터 수상을 하고 있는 

센트랄 입니다 :) 특히 2006년에 수상한 수출 1억불 탑이 인상 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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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3 기업연혁 

진료 받기 

• 2014. 09      강태룡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상(국가생산성대회) 

• 2014. 02      녹색기술 인증서 취득 

• 2013. 04      센트랄그룹 윤리경영 선포 

• 2013. 01      센트랄그룹비전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기업’ 선포 

• 2011. 10      센트랄 중국 법인 (CAC 장가항공장) 설립 

• 2003. 04      국내 최초 자동차용 알루미늄 단조 Arm 개발 

• 2000. 02      GM 현가장치 부품 납품개시 

• 1992. 03      주식회사 센트랄로 상호변경 

• 1987. 07      현 창원공장 이전 

• 1973. 03      국내 최초 조향장치부품 국산개발 

• 1971. 02     한국센트랄 자동차공업주식회사 설립 

1971년 한국센트랄 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 출발하여 1992년 현재의 상호명을 갖추었다고 해요! 

연혁을 살펴보며 환경을 생각하고 윤리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경영이 본받을만한 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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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 04-1 경영이념 및 비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종업원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세계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Trust, Create 믿음,창조(도전, 도약, 혁신) 

01 센트랄은 모든 인류에게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02 센트랄은 모든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최고의 품질과 납기, 서비스를 통해 믿음이 가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03 센트랄은 모든 종업원이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자기계발과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04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모든 인류, 고객, 종업원의 풍요로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센트랄은 항상 도전하고, 한 단계씩 도약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창조를 생명으로 여기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11 

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VISION 

MISSION 

STRATEGY 

… 

… 

…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술의 차별화 신시장 개척 
글로벌 

인재육성 

World Best 
Products5 

Best People 
Best Price Best Quality 

Best 
Technology 

2020년 자동차 부품 글로벌 100대 기업 진입 
World Best 5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기업 
• 04-2 경영이념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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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5 Global Network 

진료 받기 

EUROPE 
ASIA 

N. AMERICA 

S. AMERICA 

OCEANIA 

AFRICA 

• Asia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MOBIS, 현대WIA 

• North America : CHRYSLER, Ford, GM • Europe : BMW, Ford, Audi, Benz 

• Australia : HOLDEN, Ford 

“전세계 110여 개 고객 회사에 4,500개 제품을 공급”  



13 

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6 관계사 소개 

진료 받기 

센트랄 본사(창원 공장) 

마산공장, 아산공장 

• CAC(Central Automotive Components) – 중국 장가항 공장 

• 센트랄 MOTEK - 생산∙공급 

• 센트랄 LTS - 생산∙공급 

• 센트랄 DTS - 생산∙공급 

• 센트랄 CMS - 생산∙공급∙조립 

• 네오씨티알 - 유통∙수출 

• 스마트캠퍼스 – 기술영업센터, 선행연구센터 

CTR은 생산 제품과 역할∙기능에 따라 여러 관계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네오씨티알과 선행기술 연구를 맡고있는 스마트캠퍼스가 인상 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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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7 R&D 전략 

진료 받기 

Technique Status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 구축 

미래에는 기술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CEO의 R&D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발판으로 CTR은 

자체기술력과 산∙학∙연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통해 

한 차원 앞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Global R&D 
체계구축 

선행 
기술개발 

선행 
상품개발 

미래형 
자동차 

부품기술
개발 

공정혁신형 
기술개발 

Premium 
제품개발 

CTR은 미래자동차(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연구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성장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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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8 사업분야 및 제품 소개 

진료 받기 

은 4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기업으로서 자동차 부품 생산∙공급∙조립∙유통을 주 업종으로 두고 있습니다. 

•Suspension part 

자동차 차체의 무게를 
받쳐주는 장치 

•Steering part •Transmission 
& Engine 

•Brake Axle 
Module parts 

•Power Train parts 

자동차 주행 시 방향을 
조종해주는 장치 

자동차 변속기와 엔진 자동차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모듈 

동력전달 연쇄 장치 

본격적으로 센트랄 탐방이 실시되고 회사 소개를 해 주실 때, 전공자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주 업종과 생산제품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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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9 VRIO분석 기법으로 살펴본 센트랄 

진료 받기 

VRIO 분석이란? 

Valuable 

Rare 

Inimitable 

Organized 

가치 

희소성 

모방불가 

조직화 



17 

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 09-1 수출수준 

진료 받기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40% 70% 13% 

센트랄 
(수출비중) 

센트랄 그룹 전체 
(수출비중) 

국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볼조인트 국내 1위, 세계 4위 
(볼조인트 부문 글로벌 점유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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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0년 

“2020년 매출액 2조 5000억 달성” 
(단위 : 억) 

(단위 : 년도) 

2015년 매출 1조원 돌파, 2020년 2조 5,000억 원 향해 도약 

연 평균 성장률 : 14.7% 

• 09-2 매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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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 09-3 R&D 투자수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위한 연구소” 
•설립일 : 1990년 2월 7일 

•연구인력 : 전체 종업원의 25%가 연구직 / 석∙박사 비중 24.5%3 

 

 

•개요 및 조직 현황 

선행연구조직  선행기술 2개 팀 운영 / AL단조, 서브모듈, 모터 연구 

재료연구조직  재료연구 전문 팀 운영 / 고감도 소재 및 감량소재 연구 개발, 파손분석 

설계시험조직  설계, 선행, 시작, 시험 전문 팀 / 연 400 items 현가, 구동, 조향 부품 개발  

연구기획조직  특허 전담 인력 보유, 기술동향 파악 / 포트폴리오, 정부과제 관리 / 
직무발명 보상제 등 연구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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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기 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제품 차별화 능력 

Valuable Rare 
Costly to 
Imitate 

exploited by 
Organization? 

Competitive 
implications 

Economic 
performance 

YES NO 경쟁열위 평균 이하 

YES NO 경쟁등위 평균 

YES YES NO 일시적 경쟁우위 평균이상 

YES YES YES YES 지속적 경쟁우위 평균이상 

R 
볼조인트 부문의 

독보적인 

시장점유율 
V 

글로벌 수출비중 

극대화를 통한 

가치창출 I 모방하기 힘든 
탄탄한 R&D 

투자∙연구 시스템 O 관계사별 조직화된 
생산체계와 

부문별 연구조직 

• 09-4 거시적 관점에서의 VRIO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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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 01-1 센트랄 기업 탐방 

처방 받기 

Job-dical팀 센트랄과 만나다! 
2017.10.26.(목)에 희망이음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경남의 대표적인 우수 기업 센트랄 기업 탐방이 

실시되었습니다!! 센트랄은 저희 팀에게 생소하다기보단 이미 강점을 가진 기업인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들어보기만 했던 기업을 실제로 방문한다고 하니 더욱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난 스케일에 깜놀!! 
도착 후 2층으로 안내 받아 올라가게 되었는데, 엄청난 규모의 사무실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대기업이 아니면 보통 사무실이 협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을 한 번에 깨트려주었답니다.. 

안내를 도와주신 신종민 대리님께서 잠시 후 둘러볼 생산 공장은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완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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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 01-2 센트랄 기업 탐방 

처방 받기 

신종민 대리님과 함께한 본격! 센트랄 파헤치기!! 
웅장한 사무실 모습을 지나 저희 Job-dical 팀과 탐방 학생들은 대 회의실로 향했어요. 

처음 안내를 도와주신 신종민 대리님과 함께 센트랄을 홍보하는 영상도 함께 시청하고, 일반적으로 

회사 홈페이지나 구인 사이트에서는 접할 수 없는 취업과 채용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노련한 김민호 인사 팀장님과의 유익했던 대화! 
처음부터 질의응답을 듣고 계시던 김민호 인사 팀장님께서 취업과 채용에 관한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쉽게 여쭈어보기 힘든 급여나 복리후생에서부터, 인사담당자로서 취업에 대한 조

언, 그리고 센트랄 입사 면접 때의 ‘꿀 Tip’까지!!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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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하기 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 01-3 센트랄 기업 탐방 

처방 받기 

역시 대한민국 No.1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乃 
신종민 대리님, 그리고 김민호 팀장님과 본격! 센트랄 파헤치기 시간을 마치고 직접 제조공장을 

견학 해보는 투어시간을 가졌어요. 공장견학은 제한웅 차장님과 함께 했답니다. :) 

공장 내부가 소음이 심해서 이어폰을 끼고 설명을 들었어요.(센트랄..당신은 대체...乃) 

신선하고 기분 좋은 자극을 준 센트랄 기업 탐방!! 
이전에 기업 탐방을 할 때에는, “아~ 이런 기업도 있구나”, 또는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가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센트랄 기업 탐방에서는 담당자 분들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 그리고, 

설명을 바탕으로 느낀 기업의 성장가능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탐방에 임하는 저희 Job-dical팀

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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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 01-1 인재상 및 복리후생 

처방 받기 회복 하기 

센트랄 인재상 

인재와 함께 크는 기업 

“자동차부품산업의 새로운 가치개념과 

기술수준 선도”라는 가치 아래, 세계시장에 

힘찬 행보를 내딛고 있는 센트랄 

센트랄의 기본정신 

“도전, 도약, 혁신”의 기본정신 아래 믿음과 

창조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자동사 산업 

발전의 원동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센트랄 

믿음 

창조 도전 도약 

혁신 

성취 
‘인재와 함께 크는 기업, 

센트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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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 01-2 인재상 및 복리후생 

센트랄은 법률이 정하는 제도 이외에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합니다. 

종업원과 그 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함을 물론 종업원의 애사심과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개인발전과 회사 경영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사 복리후생 제도 

학비지원 

- 고등학교 전액 
-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 
(입학등록금 70%, 재학등록금 50%) 

- 검진대상 :본인, 가족 1명 
- 검진주기 : 본인 1회/년 

장기근속자 포상 

경조사 지원 주택지원 

여가지원 

- 콘도지원 

의료비 지원 

- 경조사 및 휴가비 지급 

복지카드 

- 기숙사 제공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본인 및 직계가족 사용 
- 1월/ 7월 50%씩 한도 부여 

- 장기근속자 근수연수 별 
유급휴가 및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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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 02 직무소개 

모집부문 관련계열 우대사항 근무지 

R&D 기계/자동차공학 등 
영어/중국어 가능자 

설계 : Tool(CAD, Catia 등) 사용 가능자 
창원, 안양, 울산, 창녕 

품질관리 기계, 산업공학, 자동차공학 등 
영어/중국어 가능자 

품질관련 자격증 보유자 
창원, 창녕, 아산 

생산관리 기계, 산업공학, 자동차공학 등 영어/중국어 가능자 창원, 창녕, 마산, 서산 

구매 기계, 산업공학, 재료공학 등 영어/중국어 가능자 마산, 울산 

생산기술 기계/자동차공학 등 영어/중국어 가능자 창원, 창녕, 울산 

설비보전 전기공학 전기기사 보유자 창원 

경영관리 경영 등 영어 가능자 마산, 울산 

회계 경영, 회계 등 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창녕 

IT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등 - 창원 

인사 경영, 법학 등 영어 가능자 창원 

영업(국내/해외) 경영, 무역, 기계 등 영어/중국어 가능자 창원/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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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 03 특별한 기업 문화 

•센트랄 글로벌 첼린저 
•글로벌 동향 파악을 위해 직원들의 해외 전시회 참관 
•  매년 2회 이상 20~30명 규모로 해외 전시회 파견  

•격월마다 추천도서 선정하여 지급 

일과 가정의 양립 

• 전 직원 연차휴가 100% 사용 장려 •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회의는 29분 안

에, 중요도가 높은 회의는 59분 안에 끝내자

는 캠페인 

지식경영 

• 오전 9시~10시30분(1시간 30분) 집중근무 

시간 지정하여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시행 

→ 불필요한 업무 지연, 야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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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 04-1 인사 담당자와 인터뷰 

센트랄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에 현기차(현대·기아 자동차)에 의존하던 band기업들 은 시장 점유율 축소와 

각종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센트랄은 고객층이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들의 Needs를 충족시킴 으로서 리스크를 유연하게 피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트랄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장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미래 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신기술 및 동향 파악, 연구 등

을 통해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센트랄은 끊임 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와 시장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타 기업보다 앞서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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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 04-2 인사 담당자와 인터뷰 

센트랄에 입사지원 시 중점적으로 보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센트랄의 복리후생 수준은 어떤가요? 

학업에 충실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하는 틀에 박힌 멘트, 양식은 감점요소가 될 수 있습

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열정을 얼마나 쏟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해왔는가를 살펴봅니다.  

다소 모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정기포상(올해의 센트랄인 등)제도, ② 신입사원 연봉수준(성과급+기본급 = 4,000만원 가량), ③ 자율적 분위

기의 연차휴가 사용, ④ 하계휴가 5일 보장(자유롭게 사용), ⑤ 복지카드(사원급을 기준으로 1년에 100만원 가량) 

정도가 있고, 이 외에도 직원들의 능률향상과 의욕재고를 위한 지식경영, 일과 가정의 양립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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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원인 찾기 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 04-3 인사 담당자와 인터뷰 

입사 면접 시 ‘꿀’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면접은 ① 역량+외국어 면접과 ② 임원(인성)면접으로 나누어 총 2번의 면접을 실시한다. 역량면접은 대대다 면접 

형태로 1시간정도 소요되며, 특정한 상황제시 후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중점으로 본다. 딱히 원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사고방식을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다. 

외국어 면접의 경우 직무에 따라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직무에 따라 면접 난이도가 상이하다. 
 

두 번째로, 임원(인성) 면접에서는 자신의 경험(리더십, 회사의 비전·미션과 결부된 자신의 역량)을 위주로 면접을 

실시하며, 한 가지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기 난감한 상황을 제시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본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사의 지시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

가?”와 같은 질문은 던질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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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찾기 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 01 홍보활동 

완치! 

홍보활동으로 ① 경남대학교를 찾아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잘못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했어요 :) 이와 함께, ② 우리지역에 이렇게 우수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③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진행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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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찾기 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 02-1 탐방소감 

완치! 

이번 센트랄 기업 탐방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라식수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기업탐방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도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방을 계기로 “진짜 우리 지역에도 청년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강점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의 의지도 다시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잘 보지 못했지만, 센트랄 탐방을 통

해 맑은 시력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홍보 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합니다.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윤지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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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찾기 진료 받기 처방 받기 회복 하기 

• 02-2 탐방소감 

완치!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이태강(팀원) 

저도 이번 센트랄 기업 탐방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콜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실제로 기업 탐방에 참여하면서, 청년 실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마냥 

다른 학생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마냥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저에게 이번 센트랄 기업 탐방은 

마음속에 체증과 같이 묵어있던 것을 사라지게 만들어준 콜라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 탐방이 예정된다면 또 참여해보고 싶고, 센트랄에 입사지원서를 한 번 제출해 볼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