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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초극세사 제품 전문 제조회사 

김영선  대표이사 

[학력] 
1994~1998 영남대학교 불어불문학 
 
[경력] 
1998~2005 데일리텍 코리아(섬유) 
2005~2010 모닝캄 상사(섬유) 
2010~ 현재 ㈜씨엠에이글로벌(섬유) 

회사명 (주)씨엠에이글로벌 

김영선 

회사설립일 2010년 5월 10일 

자본금 45백만원(액면가 5,000) 

전화번호 053-587-6070 

전자우편 cmakorea@cmaglobal.net 

매출/총자산 14,000백만원 / 17,900백만원 

생산품목 
기능성 초극세사 섬유제품, 
안경클리너, 안경케이스 등 

종업원수 122명 

소재지 
대구시 동구 팔공로 47길 29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팩스 053-588-6076 

홈페이지 www.cmaglob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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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개요 

The Microfiber Specialist-Super Hi-Microfiber Products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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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연혁 

11월        제48회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5월        ㈜ 씨엠에이글로벌 법인 설립 

  7월        대구시 스타기업 선정 

12월        제50회 무역의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9월        수출기업인터넷인증사업(Web Seal)인증 (대구상공회의소) 

11월        제49회 무역의 날 표창 (한국무역협회) 

12월        사옥(본사 및 공정)이전 (대구시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內) 

  8월        중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8월        관세청 표창장 수상 

  8월        한국일보 베스트 신상품 대상 선정 

12월        중소기업진흥원 환경친화 대상 수상 

10월        대구시 중소기업대상 우수상 수상 

12월        제 51회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1월        친환경 세정제 개발(멀티코팅 안경렌즈용) 

  2월        대구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완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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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인증현황 

차세대 섬유 Microfiber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CMA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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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조직도 

감사 이사 

인사위원회 

제품개발위원회 

경영관리부 부설연구소 영업 1부 영업 2부 생산부 

대표이사 

전략영업팀 

영어 1팀 

영어 2팀 

일본팀 

영업운영팀 

국내팀 

중국팀 

시장개발팀 



7 

05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기업핵심가치 

Our Best Quality Supports Your Best Marketing 

Total Production Processes 
 
No Set-up Charges 
 
Quick Delivery 
 
Premium Quality 
 
Free Spec Samples 
 
Competitiv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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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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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World N0.1 Company 

“2016 Jump Up, All Touch, All Catch!” 

MISSION 

One 
Step 

Before 

Once 
More 

Just 
In Time 

Different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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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매출현황 

11,933 
12,588 

14,000 

17000 

매출액 

매출액 

2013 2014 2015 2016

11,671 11,958 
12,773 

15470 

수출액 

2013 2014 2015 2016

1,462 1,431 

1,670 

2210 

영업이익 

2013 2014 2015 2016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5년 매출액 140억 달성 
4년 연속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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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국가별 매출비율 

미국 
22% 

독일 
11% 

일본 
13% 

프랑스 
9% 

스위스 
3% 

대한민국
9% 

영국 
4% 

기타국가 
29% 

▶주요 납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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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생산공정 

1. 제직 공정 

 Knitting 

4. 재단 공정 

 Cutting 

3. 피치 공정 

 Peach skin finishing  Fabric inspection 

2. 외주 가공 

 감량가공 
 

 염색 
 

 텐타가공 

Total Production Processes를 통한 고품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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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생산공정 

5. 인쇄 가공 

 Embossing  Sublimation printing 

 1col. printing  2col. printing  Silicone dotting  4col. printing 

6. 봉제 

 Sewing 

7. 포장 / 출고 

 Packing 

Total Production Processes를 통한 고품질 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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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기술력 

원단 DTP기술 
 

원단 색상과 관련 없이 모든 칼라를 사진 실사와 같은 정밀한 
인쇄가 가능. 인쇄 또한 축광 및 향료, 온감 등을 

개발하여 동종업계는 물론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 

기능성 후가공 기술 
 

자사 제품에 환경 친화적인 신기능성 가공 
등의 심미적 감성과 기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가능 
니트제직편성기술 
 
기존 원사 및 향균사, 나일론사 등을 사용한 불규칙적인 
배열로 변화조직 및 이중직 제직 기술을 사용 후 염색
함으로써 메란지 효과 및 표면, 이면의 차이를 둔 원단
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패션제품디자인 개발 
 
사내 디자인 부서 확대를 통해 자사의 원단을 토대로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과 이미지를 이용해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등록을 위해 점차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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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R&D실적 

개발 기술 개요 구분 개발현황 

지원(산학연합회)   흡진성 흡수성이 우수한 해도형 초극세 편 직물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아이웨어 제품 개발 진행완료 

자체 120D 고수축 가공 원단 개발 진행완료 

자체 키토산을 활용한 항균가공 원단 개발 진행완료 

자체 은나노를 활용한 항균가공 원단 개발 진행완료 

자체 축광, 방향, 카멜레온(온감, 광감) 제품개발 진행완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CMA GLOBAL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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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01_ 전사 크리너 

 
 사이즈 : 15 x 18cm 
 인쇄사양 : 디지털 인쇄 
 포장 : 벌크(100장)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주문제작 가능 

 최고급 국내산 원단 사용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안경, 휴대폰, 전자기기 등 스크레치에 민감한 제품을 닦는 

용도 
 손수건, 스카프, 행거칩으로 사용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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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휴대폰,이어폰,보조배터리,소지품 보관 
 안경 파우치 및 크리너로 사용 

02_파우치(Standard) 
 

 사이즈 : 9 x 18cm 
 인쇄사양 : 1도 인쇄 / 4도 전사 
 포장 : 벌크(100장)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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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안경,휴대폰,전자기기 등 스크레치에 민감한 제품을 닦는 

용도 
 레저 활동시 땀닦는 용도 
 가방,휴대폰에 부착하여 휴대가 용이함 

03_행킷 
 

 사이즈 : 15 x 15cm 
 인쇄사양 : 단면 디지털 인쇄 
 포장 : 벌크(100장)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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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뒷면은 두꺼운 테리를 부착하여 다용도 크리너로 적합 
 안경,휴대폰,전자기기 등 스크레치에 민감한 제품을 닦는 용도 
 유리창, 차량유리, 냉장고 등 에 사용가능 

04_벙어리장갑 크리너 
 

 사이즈 : 20 x 25cm 
 인쇄사양 : 단면 디지털 인쇄 
 포장 : 벌크(100장)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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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골프클럽,골프백, 골프공 등 의 닦는 용도로  라운딩시  휴대할 수 있는 클리

너 
 그외 다용도 클리너로 사용 

05_더블레이어 타월 
 

 사이즈 : 30 x 40cm, 40 x 60cm 
 인쇄사양 : 단면 디지털 인쇄 
 포장 : 벌크(100장)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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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양면 5mm 밍크담요로 고급스러움과 보온성이 뛰어남 

06_밍크 무릎담요 
 

 사이즈 : 70 x 100cm 
 인쇄사양 : 단면 디지털 인쇄 
 포장 : 벌크(100장)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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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부드러운 극세사를 사용하여  피부에  자극이 없음. 
 다양한 전사로 캘린더 등으로 사용이 가능 

07_마우스패드 & 데스크패드 
 

 사이즈 : 18 x 22cm, 60 x 30cm 
 인쇄사양 : 단면 디지털 인쇄 
 포장 : 벌크(100장)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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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멀티사용 가능(3 In 1) : 마우스패드, 클리닝기능, 노트북액정보호 
 뒷면은 실리콘 처리로  미끌림이 없음 
 두께가 얇아 휴대가 간편 

08_Non Slip Cleaner 
 

 사이즈 : 18 x 22cm 
 인쇄사양 : 단면 디지털 인쇄 
 포장 : 벌크(100장)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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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원하는 이미지 인쇄가 가능 
 저렴한 가격에 홍보효과를 극대화 
 휴대폰에 가볍게 부착하여  휴대가 간편 

09_스틱클린 
 

 사이즈 : 2.8 x2.8cm, 3 x 3.8cm 
 인쇄사양 : 단면 디지털 인쇄 
 포장 : 개별OPP + 스탠다드 종이속지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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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안경,휴대폰 등 편리한 휴대폰거치 
 탁월한 클리닝 기능 

10_핸드폰 거치대 
 

 사이즈 : 11 x 12 x 8cm 
 인쇄사양 : 단면 디지털 인쇄 
 포장 : 벌크(100개)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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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보온 및 햇빛차단기능 
 멀티 스카프로 사용 

11_반다나 
 

 사이즈 : 24x 50cm 
 인쇄사양 : 디지털 인쇄 
 포장 : 벌크(100장)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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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주요제품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휴대폰,이어폰,보조배터리,소지품 보관 
 안경 파우치 및 클리너로 사용 

12_Package 상품 
 

 사이즈 : 9 x 15cm 
 인쇄사양 : 단면 디지털 인쇄 
 포장 : 벌크(100장) /  개별 포장 
 납기 : 샘플 컨펌 후 2주 

             (*수량에 따른 납기일 조정 가능)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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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씨엠에이글로벌 회사소개서 2016 

오시는 길 Contact Us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47길 29(봉무동) 

 전화번호 : 053-587-6070 

 팩스 : 053-588-6076 

 이메일 : cmakorea@cmaglobal.net 



Our Best Quality Supports 
                         Your Best 
Marketing 

The Microfiber Specialist-Super Hi-Microfiber 
Products 

Thank You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