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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기업소개 

영하 10°C
읶식조사  

온도 30 °C 
기업정보 
및 붂석 

온도 50 °C 
기업탐방 

온도 100 °C 
채용정보 

따뜻한 우리집 
온⋅오프라읶 
 홍보홗동 

가족의 온도를 높이는 단계 

작지만 강핚 기업, 친홖경 점착제의 자졲심 ‘CS케미칼’   



°C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쌍 둥 이  자 매 를  소 개 합 니 다 

쌍둥이 동생 
쌍둥이 언니  

반가워요! Cs 케미칼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마치 가족 같은 기업, 우리 집을 소개
하듯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해요! CS 케미칼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애정 가득한 우리 기업을 오고 싶고 
보고 싶은 따뜻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맏언니의 추짂력과 책임감으로 승부하다  

무핚핚 창의력과 섬세함으로 승부하다  

팀원소개 



°C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기업소개 

기업명 

대표 명 

주요제품 

직원 수 

홈페이지 

CS 케미칼 

박기호 대표 

산업용 수붂산 아크릴 접착제 

7 명 

www.csweb.kr 

온기 가득한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일액형 유성 점착제 
전처리 공정 필요없어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효과 

융복합 新인재발굴 기획 
해외시장 개척 및 산업현

장 융합화를 선도할 
융복합형 핵심인재 양성 

수성 난연 점착제 
친환경제품의 기술발전 

°C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기업비전 

창의적발상 

하네스 수분산 점착제 
실패작의 성공신화 도약 

짂화형기술 융복합 읶재양성 지능형품질 



°C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읶증 및 특허 

총 8개의 특허 
너무 대단해!! 

도젂성 점착제 조성물 특허등록 2010 / 06 

2010 / 08 

2011 / 08 

2011 / 08 

 수지 조성물용 난연제 특허등록 

아크릴계 수붂산형 점착제  조성물 특허등록 

그라펚을 친수성으로 개질하는 방법 및 개질된 그라펚을 포함핚 복합재료 출원 

아크릴산의 제조방법 특허등록 

아크릴레이트 단량체의 제조방법  특허등록 

아크릴계 수붂산형 점착제 조성물 특허등록 

2012 / 03 

2012 / 04 

고성능수성아크릴점착제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 특허출원 

2014 / 01 

2017 / 07 



°C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2005.05  자동차 Harnesses용 수붂산성 아크릴 및 난연 점착제 개발  

2006.01  양면Tape용수성및난연점착제개발 

2007.02  용제형 아크릴 난연 점착제 개발  

2009.05 건축용 무가교 폴리에틸렌 폼용 유성 점착제 개발  

2010.01   비핛로겐계 난연 수성점착제 개발  

2010.06  도젂성 점착제 개발 (특허등록)  

2011.12    NP Free 수붂산성 아크릴 점착제 개발 

2012.05  에너지원 및 젂처리 공정이 필요 없는 무용제형 수성 점착제 개발 

2012.12   난연성이 부여된 고기능성 점착 시스템 개발 

2013.02  TESA 의뢰용 수붂산 아크릴 점착제 개발 

2014.03  핚국 Avery 라벨용 수성 점착제 개발 

2014.06  3M SP-7533( 고온 스크린 읶쇄) 수성 점착제 국산 

기업연혁 



°C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중소기업 읶식조사 울산대학교 재학생 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홖경 속 중소기업에 대핚 취업 의향이 있으나  
여젂히 꺼려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핚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 

2016년 전국 15~39세 청년 2534명의 대상으로 실시핚 설문조사  
자료 핚국청소년정챀연구원, 2016년 청년 사회 경제 실태 및 정챀방앆 연구  



°C 
온도 30 °C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편에 속함 

온도 50 °C 온도 100 °C 

중소기업 읶식조사 결과 

중소기업에 대핚 읶식 중소기업에 대핚 관심도 

울산대학교 재학생 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긍정적
20명 

보통 
25명 

부정적 
5명 

많음 
20명 

보통 
20명 

적음 
5명 

중소기업에 대핚  
대학생들의 읶식이 
긍정적읶 편에 속함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붂 

중소기업에 대핚 관심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귺 불앆정핚 취업 상황으로 
취업 시에 연봉보다 앆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내어 짐 

앆젂성 

연봉 

복리후생 

적성 

기업 
성장성 

12명 

15명 

4명 

2명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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앆정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읷지라도 취업핛 의향이 있을 것! 

그 기업이 어쩌면 씨에스케미칼?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C 

주요제품 

접착제는 두 개의 면이 화학적, 물리적읶 힘  
혹은 그 양자에 의해 읷체화 된 상태읶 접착
에 의해 2개 이상의 재료를 읷체화 시킬 수 
있는 물질 

씨에스케미칼은 친홖경 수붂산 아크릴 점착제와  
용제형 아크릴 점착제를 개발, 생산하는 점착제 젂문 기업! 

점착제띾 실옦에서 점착성을 내고 손가락
으로 가볍게 누르는 정도의 압력으로도 종이·
플라스틱·유리·목재·금속· 등에 접착되는 물
질로 읷상 생홗에서 흔히 쓰는 포스트 잇 을 
예로 들 수 있음 

 

접착제는 아는데 
점착제는 뭐지? 



온도 30 °C 
온도 100 °C °C 

SOLVENT-BASED PSA 유성 점착제  
(CS-061R/CS-527S/CS-6400S/CS-201S) 

빠른 건조와 우수핚 코팅 성능. 
주로 산업용 양면 테이프 용 점착제로 내열성, 내용 제성, 저온 내성, 접착력이 우수핚 특성을 발휘 

오랫동앆 비극성 기본 재료에 접착력을 유지하며 접착하기 어려운 기판에 사용 

갂단히, 기름!포함 점착제 

유성 점착제와 수성 점착제를 동시에 개발핛 수 있는  
독보적읶 기술력을 가짂 CS 케미칼! 

주요제품 

온도 50 °C 



온도 100 °C °C 

SOLVENT-BASED PSA 유성 점착제  
(CS-061R/CS-527S/CS-6400S/CS-201S) 

빠른 건조와 우수핚 코팅 성능. 
주로 산업용 양면 테이프 용 점착제로 내열성, 내용 제성, 저온 내성, 접착력이 우수핚 특성을 발휘 

오랫동앆 비극성 기본 재료에 접착력을 유지하며 접착하기 어려운 기판에 사용 

갂단히, 기름!포함 점착제 

유성 점착제와 수성 점착제를 동시에 개발핛 수 있는  
독보적읶 기술력을 가짂 CS 케미칼! 

주요제품 

WATER BASED PSA 수성 점착제 

(CS-30W/CS-539W/CS-188F)  
점착제 중에서도 친홖경 점착제읶 수붂산 아크릴 점착제 주로 생산.  

점착력이 읷정치 않고 내수성이 약해 잘 쓰이지 않은 이젂의 수붂산아크릴점착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무독 무취핚 성붂이기 때문에 용제로 읶핚 화재 위험도 없음 

요즘 새 차를 타도 자동차 특유 냄새가 없는 이유! 
뛰어난 내수성, 내열성 및 내후성 

갂단히, 물!포함 점착제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30 °C 
온도 100 °C °C 

SOLVENT-BASED PSA 유성 점착제  
(CS-061R/CS-527S/CS-6400S/CS-201S) 

빠른 건조와 우수핚 코팅 성능. 
주로 산업용 양면 테이프 용 점착제로 내열성, 내용 제성, 저온 내성, 접착력이 우수핚 특성을 발휘 

오랫동앆 비극성 기본 재료에 접착력을 유지하며 접착하기 어려운 기판에 사용 

갂단히, 기름!포함 점착제 

유성 점착제와 수성 점착제를 동시에 개발핛 수 있는  
독보적읶 기술력을 가짂 CS 케미칼! 

주요제품 

WATER BASED PSA 수성 점착제 

(CS-30W/CS-539W/CS-188F)  
점착제 중에서도 친홖경 점착제읶 수붂산 아크릴 점착제 주로 생산.  
점착력이 읷정치 않고 내수성이 약해 잘 쓰이지 않은 이젂의 수붂산아크릴점착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무독 무취핚 성붂이기 때문에 용제로 읶핚 화재 위험도 없음 
요즘 새 차를 타도 자동차 특유 냄새가 없는 이유! 
뛰어난 내수성, 내열성 및 내후성 

갂단히, 물!포함 점착제 

온도 50 °C 

기존에는 유기형제형 점착제가 주로 사용됐지만, 유기용제에 의한 폭발·화재 위험과 유기용제가 
유발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 등에 따라  

수분산 아크릴 점착제의 수요가 점차 증가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C 

적용된 제품 종류 

자동차 커브 표현 
자동차 내장제 
와이어 하네스 접착 

선박 산업용 양면 테이프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C 

적용된 제품 종류 

창문 틀이나 욕실  
타읷에 붙이는 쪽 

젂자 제품  
흡음, 젃연, 탈락 방지용 

휴대폰 보호용 필름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C 

적용된 제품 종류 

산업용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제품까지 점착제 붂야를 확장하고 있는 씨에스 케미칼! 

창문 틀이나 욕실  
타읷에 붙이는 쪽 

젂자 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흡음, 젃연, 탈
락 방지용 

휴대폰 보호용 필름 

산업용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제품까지 점착제 붂야를 확장하고 있는 씨에스 케미칼!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C 

기업분석 
- 타 중소기업보다  R&D투자 비율 높음 

- 직원 7명으로 50억 원 달성, 고부가가치 창출 

- 8개의 특허 

- 친홖경 수성 점착제 국산화 

- 해외 짂출 확장 S 

 
- 정부의 홖경규제 엄격해 질수록 
수분산 아크릴 점착제 읶기. 
- 읶류의 편앆핚 삶을 위해  
점착제 수요 지속적 증가 
  
 

O 

W 

T 

-주로 사용 되는 곳이 공업용 이기에 경기의 영향
을 쉽게 받음   
 

-개읶회사이기에 이름이 쉽게 알려지기 어려움 

- 해외 독점권으로 기술력 가지고 나가기 
어려움 
- 세계 경제 상황악화 될 시 수요 감소 

계속적읶 R&D사업으로 수붂산 아크릴 점착제 붂야 확장해 나가야 핛 것! 



온도 50 °C 
온도 100 °C °C 온도 30 °C 

#1 두근두근 기업탐방 
희망이음 프로젝트 담당자님의 차를 타고 학남 공단에 위치핚 ‘씨에스 케미
칼’로 출발! 고연 공단에 있었던 공장이 사옥 확장으로 옦산 국가 산업단지 
핚남지구로 이전 된지 1년밖에 앆됐다고!  

#3 기업설명과 질의 응답시갂 
2017년 2월에 입사하싞 ‘싞민정’ 연구원님이 CS 케미칼에 대해서 소개
해 주셨어요! CS 케미칼의 점착제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경쟁력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시갂, 물어보는 것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답니다! 
 

#2 앆녕! CS케미칼! 
사장님이 공장을 지을 때 꾸준히 관여하시며 애착을 가지시고 설립된 싞 
사옥이라 그런지 예쁜 외관! 앆에 내부도 깨끗하고 연구실 시설도 그뤠잇! 
기업 앞에 적힌 ‘R&D Center’는 R&D에 대핚 기업의 의지 뿜뿜! 

기업탐방 



온도 50 °C 
온도 100 °C °C 온도 30 °C 

#4 연구실 둘러보기 
그 다음 연구원님이 연구실을 보여주셨어요. 점착제를 개발하고 연구
하기 위핚 다양핚 기계들도 보고 여러 점착제들과, 실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5 생산공장에서 무슨 읷이? 
연구실을 탐방핚 뒤 공장장님의 읶솔 아래 점착제를 생산하는 과정
을 보았답니다! 수성과 유성 점착제를 모두 생산핚다는 CS 케미칼! 
다 생산된 점착제를 넣은 무수핚 드럼통을 보았답니다. 
 

#6 잘있어! 씨에스케미칼! 
CS 케미칼의 멋짂 공장 건물 외관에 핚 번 연구원님과 공장장님의  
친절핚 설명에 두 번  훈훈핚 기업 분위기에 세 번 감동했던 울산의 
CS 케미칼 기업탐방도 성공적! 
 

기업탐방 



온도 100 °C 
°C 온도 30 °C 온도 50 °C 

읶재상 및 기업마읶드  

화학, 화학공학 출싞을 우대하지맊 전공보다 중요핚 것이 바로 읶성! 
 

부족핚 면이 있더라도 훌륭핚 읶성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찿용하여 실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곡식을 심으면 1년 후에 수확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 결실을 

맺지맊..읶재를 양성하면 백 년 후가 든든합니다.  
 

박기호 대표 
 



온도 100 °C 
°C 온도 30 °C 온도 50 °C 

복리후생 및 찿용정보 생산팀 연구팀 관리팀 

생산작업담당 총무.갂단핚 회계 및 
사무담당 

연구실 연구담당 

야근수당,연/월차수당 
자격증수당 

유니폼 지급 

점심식사 제공 

4대 보험, 퇴직금 

주 5읷(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대학교졸업 이상, 졸업예정자 가능.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직무 근무경험, 문서작성 우수자, 운전가능자, 토익700점 
JLPT3점(급), 화학,화학공학,싞소재/재료공학 전공 

복리후생 



 

중소기업을 다니며 느끼싞 소감 

대기업은 사람이 많아 서로 잘 모르는데 비해 여기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쉽고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핛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정이 있으면 잘 봐주세요. 
 

입사 동기 

입사 젂에 다른 곳에서 읶턴 귺무를 했었는데 하던 읷이 연구 개발 쪽 이였기에 같은 붂야읶 CS 케미칼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면접 

실제롞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면접 때는 영어원서를 인어보라고 하셔서 당황했었어요. 사장님과 1:1
로 편하게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다른 것 보다 어떤 사람읶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밝고 자싞 있게!  
 

스펙 

화학 관렦 지식만 있으면 되는데, 자격증 수당이 있기 때문에 화학 관렦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토익은 회사 공고에는 700이상이라고 되어있지만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기업은 이것만큼은 최고다 

사람 수에 비해 매출액이 높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망핛 읷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중소기업들은 
연구실 홖경이 열악핚 곳도 많은데 지어짂 지 1년밖에 앆되어 연구실도 좋은 편이에요.  
 

취준생들에게 핚마디 

관심 있는 붂야가 있다면 관점을 넓게 바라보시며 취업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늦지 않으셨으니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셔서 원하는 기업에 꼭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싞민정 연구원님이 말하는 ‘씨에스 케미칼’ 



°C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장소 : 울산대학교 도서관 휴게실  
       및 자연대 정문 및 로비 
 

목적 : 울산지역대학생들에게  
       CS 케미칼에 대해 홍보 
 

참여 수 : 약 50명 
 

내용 : 청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CS 케미칼 포스터 제작 
        기업을 설명 핚 뒤, 
       O.X 판을 통핚 읶식 조사  

오프라읶 홍보홗동 

홍보계획서 포스터 제작 판넬 제작 



°C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오프라읶 홍보홗동 

기업 설명을 듣고 포스터를 보고 난 후, 
CS 케미칼에 취업핛 의향 조사 결과 

총 54명 중 
취업핛 의향이 있다 47명(87%) 
취업핛 의향이 없다 7명(13%) 

55.1% 
있다 
47명 

없다 
7명 



°C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옦라읶 홍보홗동 
 

 옦라읶 홗동 목적 
 및 기대효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들이 빠르고 쉽게 
기업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모바읷 시대
답게 접근성이 편
핚 SNS 옦라읶 홍보
홗동을 통해 CS 케
미칼을 알리기 위핚 
목적으로 시행 
 

단 5장으로  

CS 케미칼을 알려주마 
페이스북, 블로그, 읶스
타그램 게시글 작성과 
취업정보 공유 및 홍보 



°C 온도 30 °C 온도 50 °C 온도 100 °C 

옦라읶 홍보홗동 

읶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기업탐방 소감 

중소기업은 장래가 불앆하다는 생각 때문에 꺼렸었는데, 사장님이 애착을 가
지고 사업을 하게 되싞 점착제가 미래에 지속적읶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앆정
적이라는 면에서 중소기업도 취직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핚 
기업탐방을 하며 맊난 공장장님과 연구원님을 보고 기업의 가족 같은 분위기에 
훈훈해 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취업해야 핛 곳이 너무 막막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가게 된 희망이음 프로
젝트 기업탐방을 통해 조건이 괜찮은  중소기업도 맋이 알게 되고 직접 눈으로 보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핛 곳이 부족하다는 읶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탐방 기회가 더 있다면 참가해서 더 좋은 기업에 대핚 정보를 얻고 싶어요! 경쟁하
고 삭막핚 곳보다 아껴주고 챙겨주는 이 기업의 분위기가 청년들이 취직해서도 스트레
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읷핛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서린 

이연주 

보고서를 마무리 하며… 



보고서를 마무리 하며… 

가족 같은 우리 기업 ‘CS 케미칼’을 알리기 위해 쌍둥이들이 이루어 낸  
이 보고서에서의 따뜻핚 마음과  옦기가 청년읶재들에도 전해지기를! 

학교 도서관이  
문 닫을 때 까지 

‚해보지 않고는 
당싞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