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든 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대기업만 사사 사사사사 ? No! 



수업 사사사 

1. 사 사사 
2.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3. 사사사 사사사 – CS 케미칼 사사 
4.사사 사사사 
5. 사사 사사 Q&A 
6. 사사 사사 



1 사사 : 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사 
4사사 
01023079525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3사사 
01073373571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4사사 
01093926504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 
3사사 
01030003180 
 

형님 1호 김승현 

형님 2호 이주열 형님 3호 전익종 

누님 1호 박소윤 



2 사사 : 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 P/J 사 

사사사사사 
사사  

막 



Step.1 

Step.2 

Step.3 

Step.4 

1. 회원가입 

3. 탐방실시 및  
보고서 작성 

2. 탐방신청 및 승인 

4. 보고서 시상/연수 

1. 탐방일정 > 사사사사 

2. 사사 사사 사사 사사 

SNS 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 

1. 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 

2 사사 사사사 사사 사 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 사사사사 사사 

2 사사 : 사사사사 사사사사! 



3 사사 : 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Cs 사사사 

사사사 : 2004사 6사 
사사 : 사사사 
사사 : 사사·사사·사사사 
사사 :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961사사 (사사 사사사사) [ ] 사사사 : 7사 

사 사사 사사사 : 50~70사 



3 사사 : 사사사사 – 사사사 SAYS 
사사사사 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 사사 사사 사사! 

씨에스케미칼은 
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최고의 기술로 
씨에스케미칼은 

수분산 아크릴 점착제와 
용제형 아크릴 점착제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술 집약형 강소기업입니다!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연구개발사 사사사사 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3 사사 : 사사사사 - 사사 

2011 2010 2009 2007 2006 2004 

2004.06 

사사 사사 

2009.03 

사사사사 사사 
(사사 5사, 
사사 5사)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사사) 

2006.01 

HMC Harness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2007.06 

사사사사사사 사사 

2010.04 

사사 
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2011.06 

2011.06 

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사 사사) 



3 사사 : 사사사사 - 사사 
vision 

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3 사사 : 사사사사 – 사사사사? 
“ ” 점착제? 접착제는 알겠는데.. 

점착제는 
실온에서 점착성을 내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는  

가벼운 압력으로도 
종이 ·플라스틱 · 유리 ·  
목재 · 금속 등에 붙는 물질 



CS 
Chemical 

R&D 

이전에도 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고부가가치 친환경 소재 
개발 

수요맞춤형 기술사업화 
시스템 구축 

친환경 화학 R&D 
시스템 구축 

체계적, 효율적으로 균일한 
제품 생산에 중점 

이러한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CS 케미칼만의 점착제사 사사사사 사 사사사사! 
 



3 사사 : 사사사사 – 사사사사 
WATER-BASED(수성) 점착제  

자동차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Foam사 사 사사사사사사사사 사사 



3 사사 : 사사사사 – 사사사사 
SOLVENT-BASED(유성) 점착제  

코팅성과 접착력, 
내열성, 내한성도 우수한 제품들! 

 
접착이 어려운 부분에도  
쉽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산업용 테이프로도, 

인테리어용 데코레이션 시트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S케미칼의 유성 점착제 



3 사사 : 사사사사 – SWOT 사사 

S W 

O T 

-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 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
사 사사 
-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 
-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 사사 사사 사사 
- 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 
 



3 사사 : 사사사사 – 사사사 
발전하는 사람 

최고의 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열정을 지닌 사람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 

정직한 사람 

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 사 
사사 사사 



그리고 2014사 9사,  
사사 사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cs사사사! 

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 



4 사사 : 사사 사사사 
본사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CS 케미칼의 건물을 보고 
모든 팀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연구개발 건물은 
갤러리처럼 깔끔하고 멋진 분위기의 외관에 
내부는 사원들을 편의를 위한 더 멋진 시설이! 

CS 케미칼 대표님의 배려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탐방에 앞서 박미정 연구원님께서  
CS 케미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생산공정과정, 제품과 설비에 대한 설명 또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4 사사 : 사사 사사사 
기업 설명을 다 들은 후, 저희 팀은 2층에 위치한 

 기업부설 연구소로 올라갔습니다. 
연구개발실 내에는 물질의 점성을 분석,  
액상시료의 점도를 측정하는 등 
다양한 설비들이 존재했습니다. 



4 사사 : 사사 사사사 

그 후 옥외탱크저장소로 향했습니다. 
위험물이 저장되어있는 장소인 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끔  
건설한 공장이지만 화학물질을 다루며 

 발생 가능한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는 CS 케미칼! 
안전, 또 안전을 강조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4 사사 : 사사 사사사 

 
 

공장 내의 설비의 모습입니다. 
유성, 수성 반응기 등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설비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CS 케미칼의 생산관리 및 품질 관리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에  
열중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7명의 사원수, 
그러나 십억대의 매출액. 
이 놀라운 성과를 내기까지 
많은 연구개발을 거듭한 기업. 

 
사원들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던 기업. 
 

CS 케미칼의 기업탐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4 사사 : 사사 사사사 



탐방 Q&A 

사원으로써 CS케미칼의 복지, 복리후생,  문화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Q 

A 

Q 우대 전공이 있나요? 

A 

많지 않은 직원수이기에 유대감 형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과의 1:1 대화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직원들의 학업 지원, 여성직원들의 임신 및 육아휴가의  
유연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연구 부문에서는 화학, 화학공학을 우대합니다. 
하지만 전공보다 중요시하는것이 인성과 성실함 입니다. 

채용에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에 면접시간이 긴 편입니다. 



탐방 Q&A 

앞으로의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Q 

A 

Q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A 

CS 케미칼이 공장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직을 따로 채용하지 않았기에  

연구개발직 직원들이 사내업무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회사가 더욱 더 커지고 있기에  

세부 분야별로 인재 채용을 계획 중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기에 늘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이전을 위한 공사시에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않고 늘 주의하고 있습니다. 



탐방 사사 

김 승 현 

저에게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 사사 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 CS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 사 
사 사사사 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사 사사 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 사사 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 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 CS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박 소 윤 

사사사사 사사 CS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 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탐방 사사 

이 주 열 

전 익 종 

첫 사사사 CS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사. 
사사 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 
사사사 사사사 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CS사사사사 사
사사사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 HRD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사 HRD
사 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CS사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 사 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
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CS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
사 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 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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