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

<가이드>
이후림 오유진



‘취업 x 청년 x 지역우수기업 x 꿀정보’
의 콜라보! 

청년박사들의 희망찬 기업 탐방 여행!

청년박사 2명이 지역우수기업에 대해
샅샅이 분석하고 꿀정보를 방출한다!

2018년 11월,
생각만큼 똑똑하고 기대보다 알찬

2명의 청년박사와

알아두면 쓸데있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탐방여행을

떠납니다.



청년박사 소개

# 정보박사 이후림

평소 희망이음 프로젝트
를 홍보하며 중소 · 중견
기업에 관한 정보라면
뭐든 모으고 보는 이후림
박사!

그동안 모은 정보를 토대
로 우리 지역의 우수기업
을 깐깐히 뽑았다는데…..

# 분석박사 오유진

기업분석이라면 자신있다! 
현황부터 전망까지 샅샅이
분석한다는 오유진 박사.

이번 알쓸희망-[케이맥]
편에서도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며 똑부러진 분석을
해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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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Ⅰ . 기업 선정이유



오늘의 탐방기업 !

분석기기,fpd/반도체 공
정

검사장비 등을 제조 판매
하는

대전의 우수중소기업.

케이맥



기업 선정이유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알쓸희망이 픽한 이유!

1

· 세계 최초 4-MASK 공정용
박막두께측정기 개발로

기술력을 입증하며 해당분야
점유율 1위.

· 2013 IT Innovation 대상
대통령상 수상.

· 보통 부채비율 100%이하를
안정성 지표 표준으로 삼고 있음.
à케이맥의 부채비율 43%.

· 유동비율이 200%이상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으로 꼽힘.

à케이맥의 유동비율 454%. 

1. 우수한 기
술력

*사진출처: 충청투데이

2. 기업 안정
성

*자료출처:파이낸셜뉴스/퀀트재무분석



기업 선정이유
알쓸희망이 픽한 이유!

1

· 국내 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로도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

음.

· 기대되는 수출성장 잠재력과 지
식재산 창출가능성.

·신축 기숙사, 우리 사주제도

·직원들에게 아침,점심,저녁
무료제공.

·사내 커피,음료 제공.

· 조직 내 동호회 운영.

3. 높은 성장
성

4. 따뜻한 복지와
지원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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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Ⅱ . 기업 분석

01. 기업 개요
02. 비전 및 경영이념
03. 기업 연혁
04. 주요제품
05. SWOT 분석



기업 개요1
어떤 기업일까

▸ 대표자 :이재원

▸ 주소 : 대전 유성구 용산동 554번지 케이맥(주)

▸ 사원수: 273명(2018.06.30)

▸ 설립일 : 1996.11.01(22년차)

▸ 매출액 : 896억 3천만원 (2017.12.31)

▸ 주요사업 : 분석기기,fpd/반도체 공정 검사장비

▸ 홈페이지 : http://www.kmac.com 

“물성분석기술, 광학기술 등 케이맥
자체 원천기술을 보유해 국내 및

해외에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
”

케이맥
Profile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기업 개요1
어떤 기업일까

사업영역

응용
사업群
(amoled, 

solar cell,LED) 

FPD/ 
반도체

검사장비

LAB용
분석기기

판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의
공정 모니터링용 장비 생산.

물성분석기술, 광학기술을 이용한
실험실용 분석기기 케이맥의 보유기

술 및 사업의 근간.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응용사업군을 지속 발굴.

매출 비중 1위!

*FPD는? 
flat panel display의 약자로 TV나 컴퓨터 모니터
보다 두께가 얇고 가벼운 디스플레이장치를 말함..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비전 및 경영이념2
케이맥의 철학과 미래 모습은?

VisionVision

세계 1위 사업 아이템을
영위하는 초일류 전문기업

Talented person

인재중심경영

Tomorrow

미래지향경영

Technology

기술중심경영

K-MAC way (3T경
영)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기업 연혁3

2013.08

2015. 03
중국 남경 법인 설립

신기술 인증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산업통상자원부,TOF-MEIS)

2016. 05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

(한국거래소, 5회 연속)

2017. 12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2018. 05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케이맥이 걸어온 길은?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주요 제품4
케이맥의 힘!

박막두께측
정기

: 이렇듯 얇은 유기막(LCD, OLED, 반도체 등)의
표면에 빛을 쏜 후, 꺽임의 차이를 검사해 막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임.

*박막두께측정기?

EX)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쉽게 말해, 우리가 보는 OLED화면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검사해줄 수 있는 장비가
박막두께측정기!

박막은 머리카락 보다 1/100이하로 얇은
막을 뜻함.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특
징

주요 제품4
케이맥의 힘!

박막두께측
정기

<ST8000-MAP>

▷ 반도체 공정모니터링용 두께 측정

▷ 비접촉, 비파괴 검사

▷ 편리한 두께 측정 관리

▷ 25㎛(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두께까지
측정가능.

용
도

LCD process photo팀 전용 두께 측정기

나?! 
케이맥

효자제품.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주요 제품4
케이맥의 힘!

초박막표면분석
장비

<MEIS-K120>

특
징

▷ 한국표준연구원과 공동 연구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장비.

▷ 나노 단위의 미세한 오류까지 잡아낼 수
있는 분석장비.

▷ 이전까지 10시간이 걸리던 오류 분석검사
시간을 몇 분 이내로 단축.

용
도

반도체 극초박막 분석장비

인텔 등 세계적
반도체 IT업체

로부터
주목받았다구!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SWOT 분석5

S

W

O

T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
높은 편.

▸ 자본 건전성이 높음.
(자기자본비율50%넘음)

▸ 물성분석 기반 케이맥만의 원천 기
술 확보.

▸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
에 따라 해외 진출 기회↑

▸ 해당 분야 진입장벽 높음.

▸ 장비 수주량에 의존 되는
경향이 있음.

▸ 디스플레이 업계분위기에 따
라 등락가능성이 있음.

▸ LCD패널 포화상태와 빠르게 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따라 준비가 필요함.

▸ 중국의 반도체 굴기(2025년까지 반도

체 자급률 70%목표)에 따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함.

샅샅이 분석하기!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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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기업 탐방
01. 채용과정
02. 복리후생
03. 탐방 PHOTO
04. 알쓸희망 TALK!
05. 인터뷰



채용과정1
채용절

차

[주로 수시 채용]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어떤 인재를 원할까

인재
상

채용공고 입사지원
K-mac
인재상

Knowledge

Creativity

Multi-value

Activeness

: 통찰력 있는
인재

: 적극적인 인재 : 창조적인 인재

: 행복한 인재

à창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전인적 인재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복리후생2
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급여제도 시설 및 환경 식사 관련 기타지원

· 장기근속자 ,우수사원 포상
, 퇴직금, 인센티브제

· 연/월차수당, 직책수당

· 명절선물/귀향비, 
생일선물/파티

·각종 경조사 지원

· 체력단련실, 샤워장,
휴게실, 회의실, 기숙사

운영

· 사내동호회 , 
사우회 운영

· 아침,점심,저녁
삼시세끼 제공

· 음료제공(차,커피)

· 우리사주제도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남성출산휴가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탐방 PHOTO3
케이맥 인사이드 ♡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1. 케이맥 도
착

▸ 케이맥이 쌓아온 성과를 보여주는 많은 상패들. 
산업통상자원부 world class 300부터 삼천만불 수출의 탑까지!



탐방 PHOTO3
케이맥 인사이드 ♡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 여기가 바로
아침, 점심, 저녁이

모두 공짜로
제공된다는

케이맥 식당!

▸‘고객’이 아닌 ‘팬’
을 만드는 케이맥!

▸ 규율 위에 세운
자율적인 문화를 지

향하는 케이맥!

2. 케이맥 알아보기
With 인사팀장님.



탐방 PHOTO3
케이맥 인사이드 ♡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3. 케이맥의
핵심장비들 살펴보기! ▸소형 장비들부터

대형장비들까지 ~
실제로 보니 더욱

신기!

4. 탐방 완
료!



알쓸희망 TALK!4
케이맥 최근 TMI.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별에서 온 그대> 만든 HB엔터테인먼트 알지? 그 회사의 모기업이
HB그룹이고, 거기엔 HB테크놀로지도 있어.

최근 FPD분야에서 HB테크놀로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케이맥도 HB그룹에 속하게 되었대. 

맞아. 나도 그 소식 듣고 신기했어.
그 결과 최근 3년간 매출 증가율은 55%, 2017년 총 매출액 대비 직수출 비중

이 50%에 달하며 해외 및 국내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2018년에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삼성, LG뿐만 아니라 중국 Minyang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 , Chuzhou HKC Optoelectronics Technology 과도
계약 체결했다고 해.

대전에도 이렇게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있다니!
탐방 가보니 케이맥 내부 분위기도 정말 좋고

회사도 쾌적하더라. 이런 지역우수기업을 청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인터뷰5
직접 물어보고 정보얻기

Q. 자사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인
가요?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LCD에서 OLED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 OLED관련 측정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맥은 기술력에 경쟁우위가 있는 기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Q.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로 조용한 편이고, 회사 내의 젊은 직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근무 분위기입니다.

Q. 향후 계획과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
인가요?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확장해 반도체 토탈솔루션 업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은 세계적인 세계 1위 사업 아이템을 영위하는 초일류 전문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Q. 채용분야가 궁금합니다.

설계, 개발, 영업/마케팅, cs, 소프트웨어개발입니다. 영업/마케팅은 어학능력이 우수하면 유리합니다.



인터뷰5
직접 물어보고 정보얻기

Q.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항은?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얼마나 융화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
각합니다. 즉, 팀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합니다.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Q. 회사 복리후생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에 도입된 우리사주제도입니다. 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카드,포인트도 부여하고 있으며, 청년내일
채움공제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Q. 청년인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외형적인 것을 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와 사람도 고려해보
고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성장할 수 있고, 나를 키워줄 수 있
는 회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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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4

Ⅳ. 탐방 후기
01. 온·오프라인 홍보
02. 탐방 소감



온·오프라인홍보1
오프라인 홍보

활동 <충남대학교 캠퍼스 프로모션>

· 장소: 충남대학교

일시: 2018. 9. 21 11:00~·

· 참여인원: 충남대학교 학생 50여명

내용: 
유동인구가 많은 궁동 쪽문에서 부스를 통해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알림. 중소기업에 취업
시 고민되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 대전의
지역우수기업 소개
(로쏘,맥키스컴퍼니,케이맥,성광유니텍)

목적: 
충남대학교 학생들에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알리고 대전의 지역 우수기업에 대해 소개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온·오프라인홍보1
온라인 홍보활

동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 블로그
☞ 인스타그램

https://m.blog.naver.com/fore2274/221388267578

https://www.instagram.com/p/Bpj
sylaFAVT/?utm_source=ig_web_co
py_link

https://www.instagram.com/p/Bp
6hW6bAZL7/?utm_source=ig_sha
re_sheet&igshid=mobgfxegaagv



탐방 소감2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기
업들을 다니면서 유익한 경험과 눈
으로는 얻지 못할 실질적인 정보들

을 많이 얻었다. 케이맥에 대해 조사
하고, 탐방을 하면서 케이맥이 반도
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

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지역의 우수기업을 탐방하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앞으로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취업과 기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선정이유 기업 분석 기업 탐방 탐방 후기

중소기업 탐방은 처음이었지만 중소
기업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회였

다.청년들의 구직난과 달리 회사
가 구인난을 겪고 있다하여 중소기
업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
다.청년들에게 지역에 이러한 우

수 중소기업을 있다는 것을 많이 알
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꼈다. 기업
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닌 기업의 비
전, 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계기

가 되었다.

# 분석박사 오유진# 정보박사 이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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