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장 이수민

팀 원 임은교



매 년 마법학교 호그와트를 괴롭히는 문제, 취업난!

여기, 21살의 희망포터는 벌써부터 취업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같은 기숙사 선배 헤르미이음은

희망포터에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우수기업을 소개해주고,

마침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 C&T로 부터 초대 편지가 오는데…



소개

선정 이유

기업 탐방

후기

기업 소개

목 차



소 개
캐릭터

헤르미이음 이수민

나이 : 24세
소속 : 전남대학교 사학과

취업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빠삭.

졸업을 앞둔 취준생으로
한 때는 대기업만을 목표로 했지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강소기업을 탐방하며

중소기업으로 눈길을 돌린다.

후배 은교의 시야를 넓혀주려고
기업탐방에 은교를 초대한다.

희망포터 임은교

나이 : 21세
소속 : 전남대학교 사학과

아직 취업 시장에 뛰어들 나이는
되지 않았으나 관심만은 뒤지지 않는다.

대기업에 대한 환상이 높은 편.

하지만 좋은 복지환경이 주어진다면
중소기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관심이 부쩍 생긴 예비 취준
생.



소 개
희망이음 프로젝트



소 개
C&T 호남권 최대의 제조 기술과 기술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의 제휴체결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투명 경영의 실천과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실한 기업입니다.

회 사 명 ㈜ 씨엔티

대표 이사 류시풍

설 립 일 2006년 01월 25일

사업 분야 전자-가전제품

본 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1번로
15

하남 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76-13

홈 페이지 http://www.cntcorea.com

이 메 일 spryoo@hanmail.net



선 정 이 유
왜 C&T 일까?

호남권 최대의 제조 기술과
기술 연구원 확보

매출액의 급상승
2011년 46억, 2018년 100억 이상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강소기업

2016년,
광주시 명품강소기업으로 선

정



선 정 이 유
특허와 수상

다양한 특허를 통해
인정받은 제품 제조 방식

뿐만 아니라!

광주를 넘어서 국가에서
도

인정하는 C&T의 기술력



선 정 이 유
트렌디 핫 뉴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나혼자 산다> 에서
미니건조기를 선물하

는
모습이 나와

화제가 됐었지!

대우전자에 건조기를 제작해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여기 C&T라
고!



기 업 소 개
회사 연혁

2006. ㈜씨엔티 설립
2006. 동부대우전자㈜ 1차 협력업체 등록

2009. ISO-9001 인증 획득

Start

2006First day of our Company

2014run for success 

2010 Developing day by day

2016 strive for the best 

20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록
2013. 미니드럼 세탁기 생산 시작
2013. 본사 및 공장 증축(진곡산업 단지)
2013. 농산물 건조기, 대형선풍기 생산시작
2013. 농산물 건조기 생산시작(귀뚜라미 OEM)

2016. 산업통산부 장관상 수상
2016. 지역경제발전 광주광역시 시장상 수상
2016. 곶감건조기 생산 시작

2014. 펠릿난로•스토브 생산시작
2015. 농산물건조기(자가브랜드) 생산 시작

2015.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MOU 체결
2015. 농산물 세척기 생산 시작

㈜C&T, 넌 얼마나 아니?



기 업 소 개
경영 철학

대표이사 류시풍



기 업 소 개
연구 기술

금형 제작

금형 및 정밀 열처리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여 다양한 제품과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

음

판금 제작

설계 – NCT펀칭 – LASER절단 – 용접 – 완제품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정밀/신속하게 설계, 수정 가

능

사출 성형

고도의 금형기술을 플라스틱과 사출성형에 접목시켜
대형 가전제품의 소형정밀 사출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

함



기 업 소 개
제품

미니 세탁기

어떤 공간에 걸어도 깔끔하게 어울리는 감각적인 디자
인

1회 사용시 양말 20켤레, 와이셔츠 5장, 아기옷 8장,
수건 9장, 면셔츠 12장을 깔끔히 세탁

고온 삶은 세탁, 약한 아기 피부를 위한 부드러운 세탁

란제리, 스타킹 등 여성의류
니트 울 소재 고급의류 섬세한 세탁

곶감 건조대 (건조
기)

농기계 종합검정과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을 획득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

뛰어난 기술력과 경제성, 맞춤 제작 가능

곶감 건조기의 경우 공간 활용 극대화



기 업 소 개
제품

농산물 세척기

내구성, 안정성, 합리성은 UP 부식은 DOWN

5개의 고압노즐방식을 통한 세척 효율 향상

다용도 세척이 가능해 편리성 UPGRADE

펫 드라이어

반려동물 살균 케어가 가능한 펫 가전

강아지 또는 고양이 털에 묻는 미세먼지, 진드기 세척
피부병 예방에 효과적

세균 증식 사전 차단 기능으로 가정 내 2차 오염 예방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으로 휴대폰 작동 가능



기 업 소 개
SWOT 분석



Wizard Of C&t neWs
- Since 2006

기 업 탐 방

희망포터야!
우리 같이

기업탐방 가자

[특종] 희망포터와 헤르미이음 C&T로 출발해…

희망포터는 첫 기업탐방인 광주 C&T 방문에 들떴다. C&T행 마법급행버스
는
전남대학교 정류장을 거쳐, 조선대학교를 경유하여 C&T에 도착했다. 

- 이수민 기자



사면이 공장으로 되어 있는 C&T, 입구에 들어서자 바로 보이는
의지가 가득한 사명과 명품강소기업의 현판을 보며

희망포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 임은교 기자

다음은 공장견학에서 마주한 미니건조기와 세탁기를
제작하는 선임 전기마법사들의 분주한 모습이다.



소프트 패킹과 물을 삽입하여서 어느
정도의 강도에서 건조되는지를 파악하는
테스트를 마치고 검수가 완료된
상품들을 포장하는 선임 마법사들의
모습이다.

최근에는 기계를 이용한 ‘마법같은’
포장방식이 도입되어
조금 더 신속하고 많은 양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수민 기자

미니 건조기와 미니 세탁기는
총 10대씩 검수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 이 중 단 한 대라도 불량 혹은 오작동이 있을
경우
10대 모두 진행을 중단하고,
다시 첫 번째 절차로 돌아 가서 재검수를 받는다.

다음 모습은 앞서 설명된 검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선임 마법사이다.

- 임은교 기자



이 기구는 ‘펫 드라이어＇라는 제품으로 CNT의 신제품이다.
아직 정식출시는 되지 않은 제품이며,
지난 해 9월 개발에 착수해 얼마 전 완성되었다고 한다. 

동물을 100% 건조할 경우, 피부에 해롭기 때문
에

이를 고려하여 70%씩만 건조하는 펫드라이
어는

편리할 뿐 아니라 반려견의 건강까지 생각
한

착하고 똑똑한 제품이다.    

- 임은교 기자휴대폰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거, 실화야?!



기 업 탐 방
대표이사 류시풍 인터뷰

Q. 단기간에 기업을 성장시키셨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보시나
요?

첫 번째, 광주 테크노파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모두 해내겠다’라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획부터 생산까지는 쉬웠지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힘들었죠.

그래서 ‘분업’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잘하는 것을 구분하고 남에게 그 부분을 믿고 맡기니까

훨씬 일의 효율성이 좋아졌고 성장도 빨라졌습니다.



기 업 탐 방
대표이사 류시풍 인터뷰

Q. 대부분 가정에 큰 세탁기가 존재하는데,왜 미니 세탁기를 만들게 되신건가
요?

샤워나 손빨래는 보통 욕실에서 하죠.

하지만 세탁기는 항상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있습니다.

욕실의 천장이나 벽은 죽어있는 공간입니다.

죽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미니 세탁기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

어요. 벽에 거는 세탁기를 만들게 된 것이죠.



기 업 탐 방
대표이사 류시풍 인터뷰

Q. 펫 드라이어라는 신선한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인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500만 이상의 대한민국 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죠.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수출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 인구,

앞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펫 드라이어의 수요는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 업 탐 방
대표이사 류시풍 인터뷰

Q. 면접에 참관하실 때 지원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책임감과 열정입니다. 학점이나 스펙은 그다지 많이 신경쓰지 않는 편입

니다.

제조업이다보니 모르는게 많은 것이 당연하고 그런 점은 와서 배우면 됩

니다.

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책임감과

그 책임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열정은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습니다.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지원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기 업 탐 방
인재상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인재

맡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인재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인재

희망포터, 너 아니야?

맞아요,
나야 나!



기 업 탐 방
복리후생과 채용 과정



후 기
온라인 프로모션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후 기
오프라인 프로모션

일 시 2018.10.31 12:00~14:30

장 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일대

참여인원 약 100명

방 법 설문지 이용, 기업탐방 설명
우수후기 공모전 안내

목 적 중소기업 긍정적 이미지 형
성

기업탐방 안내
우수후기 공모전 홍보



후 기
오프라인 프로모션

<조사방법>

설문지는 두 파트로 나누어
1~5번 문항은 사전설명 없이 진행,
6번 문항은 조사자의 설명 이후에 진행함

긍정적

32%

부정적

55%

생각해본적

없다

13%

예

76%

아니오

24%

설명 전 1번문항 답변결과 설명 후 6번문항 답변결과

<결과>

조사자들의 희망이음 프로젝트, 서포터즈 소개와 기업 탐방에 대한
안내 이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
음



후 기
사진



후 기
느낀점

희망포터 임은교

광주에도 연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는 중소기업
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근무환경, 급여, 
복지부분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한참 떨어질 거
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희망이음 기업 탐방을
통해
그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뛰어난 강소기업이 있다는 것
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희망이음 프로젝트
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면모를 알게 되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언니와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특히 더 즐거웠습니다.

헤르미이음 이수민

취업할 시기가 되면서 다양한 기업을 탐방해보
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을 탐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업탐방으로 만나 뵌 C&T의 대표님은
평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용해 회

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발상 전환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포터즈로서 남은 기간동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깰 수 있도록
지식을 갖추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동생과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힘들지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의 기다림이 아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기업 방문 및 기업탐방이라는 새로운 빛을 발견한 희망포터!

C&T에서 얻은 마법사의 돌은 바로 지역기업의 가능성과 우수성이었다!!

마침내의 마법사의 돌을 얻은 희망포터, 
이제 그녀에게는 지역기업 취업으로의 길이 무한하게 열려있다!

HAPPY ENDING



제 작 이수민 임은교
촬 영 이수민 임은교
기 획 이수민 임은교

[도움 주신 분들]
희망이음 프로젝트
광주 테크노 파크

그리고

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