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지역에
좋은일자리는없을까?

팀장役 양수영
경상대 화학과 4학년

팀원2役조현아
경상대 정보통계 4학년

팀원1役 배슬리
경남과기대 식영 4학년



희망이음프로젝트가도대체
뭐하는거지? 희망..이음…
음.. 좋아보이긴하는데…



지역 인재와
중소기업의 소통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인식개선 탐방기업에 실제 취업성과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인재들의 시야가 실제 다양한 중소기업의
인식개선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참여기관 – 지역별 테크노파크



<          가 원하는기업>
첫째. 집과 매우가까운데 좋은기업이

있을까?
둘째. 전공과 연계 될 수있는곳이 있나?
셋째. 작은기업이라도성장가능성이

높은기업이 있을까?
넷째. 자신만의 기술력을가진 기업일까? 



Ⅰ경남유일유산균업체

Ⅱ발전가능성이높은벤처기업
GMP, ISO 9001:2008, HALAL인증

Ⅲ특허기술도입으로자체경쟁력이높은기업

Ⅳ작지만강한바이오기업락토메이슨





Enhancing qualit y of 
Human health through probiot ics

미션

경영목표

차별화된 제조 공법
&글로벌 경쟁력 보유

차별화된 제조 공법
&글로벌 경쟁력 보유

수출 50% 이상의
바이오 기업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

핵심가치



12 법인등록

04영국Swansea 대학과프로바이오틱스

대량배양등에관한MOU 채결

03 벤처기업인증

07

08

11

14

17

03Inno-Biz 인증

02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

12HALAL 인증경남무역인상수상(경남도지사)

10제2공장준공

06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01 한국국제대제약공학과-㈜락토메이슨
MOU 체결



Seed Ferment at ion
(MBR/ Fed-Bat ch)

Separat ion
(Cent r if uge)

Freeze-prot ect ant
(Cryoprot ent ant )

Freeze dry ing

GrindingPack ing&
Shipping

MixingInspect ion Analysis

• 락토메이슨이

(Membrain 배양방식과 유가식 배양방법을 이용한 최적의 프로바이오틱스 제조)

• 락토메이슨 만의
(장 정착성, 유통/보관 안전성이 뛰어난 천연물 유래 동결보호제)

•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예비동결과정을 배제한 급속동결 방식)



연구개발

균주 개발
균주원인 발효식품(김치,청국장,막걸리), 영아분변 등에서
유산균을 분리, 동정하고 균주 차이 확인 후 균주 기탁

기능성 연구

면역기능, 정장효능, 병원성 미생물 억제기능, 
장 정착성 시험 및 안정성 시험을 통하여 2차 과정을 거침

세포 및 소동물을 이용한 독성실험(안전성실험) 및
효능시험을 거쳐 기능성 균주로 사용함

균주원

균주분리
및

균주동정
균주저장 발효시험 생산 균주

선별

품질관리 GMP, SGS, HALAL 등 기준에 의거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제품개발

대표 제품

마이락토 씨(myLacto C) LTMS probiot ics S(에스)



기업에 대해 조사 하면서 락토메이슨에 대해 궁금해진 취플리들은
희망이음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락토메이슨을 찾아가게 되었다!

진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락토메이슨



인사당담자님의 회사설명 락토메이슨의 주요제품 시식

연구에 대한 설명까지

발효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설명을 듣는 탐방생들 실험실로 이동~ 두팀으로 나누어 실험실 탐방

발효실 탐방



ü도전 정신

ü주인의식

ü열정

ü고객지향성

ü목표의식

ü도전 정신

ü주인의식

ü열정

ü고객지향성

ü목표의식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신

회사와 함께 커나갈 인재

패기 넘치는 젊은 이의 열정

고객을 가족처럼 환영하는 마음을 가진 인재

목표가 뚜렷한 인재



일번

이번

삼번

사번

오번

연금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급여제도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포상, 퇴직금

회사분위기 인재육성 중시, 초고속승진가능, 가족같은 분위기, 회식강요 안함

동호회/조직 사내동호회 운영

명절/기념일 명절선물/귀향비, 창립일선물지급



락토메이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전공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R&D 쪽에서는
미생물학과를 주로 뽑게 됩니다.

동종업계 외 경력도 인정해 주나요?

어느 정도 유사한 경력의 경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른지역 사람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해주시나요?

여직원용 사내 기숙사가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자취를 할 경우 보조금 또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생긴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라 직원의 수는 작지만
젊은 층의 직원들이 많이 있어 활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ü 취플리팀 SNS에 기업에 대한 홍보완료 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위한 오프라인 활동진행



유산균 제조회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유산균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유산균의 섭취법이 다양하다는 걸 배우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식품관련 회사가 대기업만 있다고 생각 했는데 탐방을 통해 중소기업도 많은 식품관련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익한 탐방 시간이었습니다

락토메이슨을 탐방하고 나서 내 전공에 대해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전공과 취업을 같이
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탐방 기회를 가지게 해 준 희망이음 프로젝트에게 감사합니다.

취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4학년 때 희망이음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나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 커 갈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남지역에도 좋은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