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 "청년 실업률 12% 시대"

갈 길을 잃은 청년인재들은 전국의 지역 우수기업들을 찾아 모험을 떠나게

그곳에는 희망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지역 우수기업을 찾기 위한 희망이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KEUKDONG GASKET 
차량용 가스케트 전문 제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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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소개

윤영운 - 산기대 13학번

취업이 얼마 남지 않아 지역우수

기업과 다양한 기업들을 탐방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

간다. 경영학을 전공하여 제조에

관련된 기업을 찾아다니며 희망족

에 합류하게 된다.

심성경 - 산기대 16학번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분석하

고 전망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들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물류

관련 취업 희망자로 책임감이

강하고 이번 중소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희망족에 합류

임양균 - 산기대 13학번

희망족에 합류한 맏형으로 뛰

어난

리더십으로 두 동생을 이끈다. 

직원의 복리후생과 기업의 인

사제도를 중요시하여 중소기

업 취업 희망자들을



기업 선정 배경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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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기업탐방 탐방후기

“극동 가스케트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로는 우량고객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가스케트를 수주했을 때도 그 하나에만 맞는 공정
을 주문제작해주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세번째로는 현대기아차나 GM 같은 대기업들도 필
요로 하는 불가분의 관계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강
소기업 이기 때문이죠!”

“첫번째로는 세계시장 진출에 앞장서 해외법인들로
확장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임에도 대기업 못지않게 꾸준한
사회환원활동을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범
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선정배경



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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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핵심경쟁력

비전 및 경영방침

제품소개&제조과정

거래처분석

연혁



선정배경 기업탐방 탐방후기
기업분석

대표이사

설립일자

주요사업

매출액

소재지

해외법인
홈페이지

윤성재

1975년 7월 11일

엔진 가스케트 제조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413억(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32 37B-12L
중국
http://www.kdg.co.kr

직원 수

평균연봉

193명

3,000만원~5,000만원 미만

“1975년 창립이래 오직 자동차용 가스케트만을 생산해온

전문 제조 메이커 ,국내 주요자동차 및 해외 자동차 생산업

체에 OEM

방식으로 공급 ,최근에는 모듈화 업체의 납품도 확대”



선정배경 기업탐방 탐방후기
기업분석

끈질긴 목
표의식

한 우물
의 위력

고객과의
관계지속

가격경쟁
력

핵심경쟁력



선정배경 기업탐방 탐방후기
기업분석

품질중심경영

� IATF16949  인증
�우수한 품질 기반
�시험 및 평가로 제품 검증

기술혁신경영

�변화하는 고객
의
요구를 만족시

키는
신제품 개발

생산혁신경영

�흐름생산 방식의
Metal Line사용
�효율적 Line Balance로

Line 운용

창의 경영

�좋은 제품을 제조
하기

위한 성능 추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직원들의 아이디
어 수집

“고객의 가치와 창의적 변화 및 지속적인 성장추구를 통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비전 및 경영방침



선정배경 기업탐방 탐방후기
기업분석

Multi-Layer Steel 
Cylinder Head Gasket

Intake/Exhaust 

Gasket

Intake/Exhaust 
Manifold & Muffler 

Gasket
Secondary Gasket Washers

엔진의 주요 핵심 부

품으로 실린더 블록과

헤드 사이의 고온 고

압의 연소 가스와 냉

각수, 윤활유 등을

실링하는 Gasket

흡�배기 시스템에 사용

하는 Gasket로 내열성

및 압축

복원 특성이 강한 스테

인리스 강판 및 내열성

Sheet를 주로 적용

엔진의 윤활계 및 냉
각수 순환계통에 적
용되는 Gasket

동, 알루미늄, 인청동 등

다양한 재질의 와셔 제품

은

오토메틱 트랜스미션 및

각종 Packing의 핵심부

품으로써 실링 기능을 담

당하는 Gasket

제품소개



선정배경 기업탐방 탐방후기
기업분석

1 STEP
가스케트

설계

2 STEP
유한요소

해석

4 STEP
금형 및

시제품 제
작

5 STEP
시험 및
평가

3 STEP
금형설계

기술개발과정



선정배경 기업탐방 탐방후기
기업분석

거래처



1985~2002

연
혁

2003~2010



2013~2014 2015~ing



기업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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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케트 탐방

인사제도

복리후생



선정배경 기업분석 탐방후기기업탐방

극동가스케트 아마존 입구!

산업이 살아 숨쉬는 극동가스케

트

아마존 정글의 본사사옥 정면부

입니다!

부사장님의 기업소개 프레젠테이션

극동 정글의 역사부터 회사연혁, 거

래처 등

기업 정보에 관한 설명을 진행 중 입

니다!

극동가스케트 정글의 내부

특허 출원 내역, 실용신안리스트, 크기별

가스케트의 종류와 와셔 등 기타제품이 나

열된 정글의 모습입니다!



선정배경 기업분석 탐방후기기업탐방

직급별 사원임금 호봉표를 바탕으로
기본급 외 시간외수당, 제수당, 상여
금 지급
근속포상, 공로포상, 단체포상 등 각
종 인센티브 제도 및 복지 후생제도
실시

업무능력 및 근무성적과 회사에서 추진하
는 정책에 대한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연 1회 정기 승급 실시
정기승진 및 능력과 근무성적에 따른
수시 특별승진 실시

목표관리 개념에 입각한 다면화 인사
평가실시
공정한 인사관리와 운영의 합리화를
촉진하여 사원의 사기 및 능률 향상
도모

급여제도 인사고과

승진제도

인사제도



선정배경 기업분석 탐방후기기업탐방

휴가제도: 연차휴가, 하기휴가 근무일: 주 40시간 근무 실시

경조사 지원: 각종 경조금, 경조 휴가제

포상제도: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 사원 표창/포상, 퇴직금

건강관리 지원: 건강검진 기숙사 제공: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사내 기숙사

생활편의지원: 통근버스 운행, 중식 제공

연금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복리후생



탐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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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홍보활동

온라인 홍보활동

개인 소감



선정배경 기업분석 기업탐방 탐방후기

산기대 기계공학과 K학생 :
타 회사들과는 다르게 복지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준비된 점이 인상깊었다. 
중소기업이라도 이런 경쟁력이 있으면 지원해보고 싶다.

산기대 생명화학공학과 P학생 :
제조업체들은 가스케트 같은 부품에선 주로 외주를 주던데 바로 그 외주 받는
회사를 알게 되어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강소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중소기업
에도 지원할 것이다.

한양대 경영학과 J학생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들에 대해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알아
볼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비전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극동 가스케트 기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프라인 홍보활동



선정배경 기업분석 기업탐방 탐방후기

Blog : 희망이음프로젝트를

통한

극동가스케트 방문을

포스팅

Facebook : 직접 경험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공유

Instagram : 청년들과 가장 소통이

활발한 SNS에 공유

https://m.facebook.com/ygl0705?fref=nf&refid=52&__tn__=C-Rhttps://blog.naver.com/love0llz/221388169812 https://instagram.com/p/BpjQsoND_Zn/

온라인 홍보활동



선정배경 기업분석 기업탐방 탐방후기

심성경 : 극동가스케트주식회사를 보고 처음 느낀 점은 크지는 않지만 기술기반의

탄탄함을 토대로 성장해온 회사라는 것을 느꼈다.가스케트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

봤는데 우리가 맨날 타는 자동차의 엔진,워셔 등의 용품에 쓰이는 등 자동차를 구

성하는 구성품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업의 대표분들도 자

신들의 독보적인 가스케트 기술경쟁력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 인상깊었

다. 최근에 극동가스케트공업주식회사는 해외진출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으며 끊

임없는 기술개발과, 고객니즈의 맞춤을 중심으로 앞으로 점점 더 발전가능성이 충

분히 있어 보이는 기업이란 것을 느꼈다. 장학사업을 통한 사회환원도 꾸준히 하며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지고있는 기업이다. 1,2,3 공장을 다니며 느낀 점은 정말 자동

화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큰 공간에 근로자는 몇 명 없었고, 많은 기계들의 자동

화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줄이며, 연구개발에 더욱더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피로실험실,엔진실험실 등 여러 실험실 등을 통해 천만 사이클을 돌려 극한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였다. 이렇게 사후검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통해 가스케트의 품질을 향상 시킨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으며 이는 설명해주신 주 거래처인 GM의 설계검증방법과 연관이 된 것 같았

다. 가스케트라는 친숙하지 않지만, 가까이 있었던 제품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희



선정배경 기업분석 기업탐방 탐방후기

윤영운 : 평소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차량부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 대

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극동가스케트라는 기업명을 들었을 때 무슨 기업인

지 많이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차량 부품중의 일부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관심 있게 기업탐방 을 했다. 지난번에 방문했던 기업과는 다르게 극동가스케트에서는

먼저 회의실을 방문하여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을 수가 있었 다. 극동가스케트

는 차량의 엔진 사이, 부품 사이에 끼워 넣는 제품으로 가스 배출과 액체가 새어 나오

는 것을 방지하여 다른 부품의 수명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였다. 

이 기업은 인천에 본 사를 두고 중국 청도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현대, 기아 그리

고 GM과 같은 대기업과도 거래를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이라고 쉽게 생각 할 그런 기

업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된 경쟁업체가 중국 의 업체라고 하였는데 중

국이 내세우는 경쟁력은 가격이라고 하였다. 극동가스케트는 다른 기업에 비해 가격경

쟁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보 다 완벽하고 수명이 길며 품질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검사 방식을 철두철

미하게 갖고 있었고 IATF, ISO, OHSAS, BIQS 등 품질, 환경 면에 서 많은 인증을 받은

업체였다. 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직원들과 임원분들 모두 기업에 대한 높은 프라

이드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탄탄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



선정배경 기업분석 기업탐방 탐방후기

임양균 : 이번 현장방문은 '보이지 않는 것의 위력＇ 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

이었다. 가스케트라는 부품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기계들에 들어가는

부품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떠올리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상장기업이라

면 무조건 투자할 기업이라는 생각부터 가장 먼저 들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흑

자를 내는데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은 아니기 때문이다. 

극동가스케트는 이미 현대 � 기아차나 GM 같은 회사들도 이러한 가스케트 공급처

는 없어서는 안될 긍정적인 불가분의 관계로 포지셔닝되어 있고 대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에 따라 함께 조금씩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K5 모델을 팔려고

했을 때 그 생산부품이 옆 공장에 있어야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의 작은 기계에도 들어가는 가스케트, 와셔들도 수주했을 때 세상에 단 하나만 있

는 그 기계에 맞는 가스케트를 주문�제작해 준다는 것에도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

기 어려운 훌륭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 을 느끼게 해줬다. 불경기와 여러 경제정

책의 결과로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본인의 특성을 확실히 살

려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극동가스케트와 그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존경스러운 경험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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