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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of CEO

“최고의 건설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글로벌 일류 건설회사로 발전합니다.”

(주)디아이제이 건축사사무소는 GMP 설계에서 최고의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부가가치를 실현해 드립니다.
우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사고와 행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고객의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고 만족을 실현하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전정신과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발전을 추구하고, 항상 고객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DIJ Architects & Engineers Company advances into a global leading company in the 21 century providing our
customers with supreme quality of services on the basis of our world-class construction technology and longestablished knowhow.
DIJ Architects & Engineers Co. has taken all of our efforts to return our gratitude to our valued customers by
providing the best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that have been attained through on-the-spot experience in such
various fields as Civil Works, Plant works, Architecture, Landscaping work, Environment plants, and Housing. We
have worked on the motto of “promoting the enterprise culture stressing on attaining highly developed technology
and experienced brains in construction area: practicing the world-best quality products cooperated with value
management: hence, contributing to human society.” All of DIJ Architects & Engineers Co.’s personnel have
enthusiastically devoted to creative and innovative technical development with pioneering spirits. We will hold our
course to make human life more abundant by going with consumer needs.

“We love the new,
but we’ll never abandon history”

Vision

“Global Company with

Dreams Value-Creative
Business for Customers”

㈜디아이제이 건축사사무소는 도전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첨단 기술력을 만들어 나갑니다.

Dij Architects & Engineers CO.,LTD, adheres to the policy which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합니다.

gives its priority to maintaining the highest market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설계를 지향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중심의 설계를 추구합니다.
㈜디아이제이 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competitiveness through constant innovation and
improvement.
The company also lays a great emphasis on securing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same business circle
by overall value management from all levels of the
personnel.

Vision

Drawing from our experience working with a broad range of client types across markets and sectors,

we guide the working process from Planning Design, Actual Design, Operating,
Construction, and Completion.
A pioneer in the industry, Dij Architects & Engineers CO.,LTD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the work process in creating experientially rich environments.

Company Profile

“Good design can really lead the way. Through careful research of our
target demographic, focus on key differentiators, and productive
strategic planning, we can clearly chart the course toward successful
and profitable initiatives.”

Company Name

회사명

Dij Architects & Engineers CO.,LTD

㈜디아이제이 건축사사무소(설립일:2015.06.29)

Address & Phone #

주소&전화번호

Main Office

본사 사무실

Gyeongwon B/D 4F, 33, Yangjaecheon-ro 11-gil,
Yangjae-dong, Seoul, Korea
Main #: 82-2-3461-00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채천로 11길33 경원빌딩 4F
대표전화. 02-3461-0030

Fax #: 82-2-3461-0040

팩스. 02-3461-0040

Cheong-ju Office

청주 사무실

1F, 34-14, yongambuk-ro 160beon-gil,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60번길 34-14,1F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대표전화. 043-290-0040

Korea

팩스. 043-254-6943

Main #: 82-43-290-0040
Fax #: 82-43-254-6943
Business Type
Total Design and Supervision office/Engineering/
The construction industry/Interiorismo/Remodeling/
A field study

업종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종합감리전문회사업/
엔지니어링사업/건축사업/실내디자인 및 실내건축공사업/
리모델링업/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

Organization

“The best technology profitable
efficient management contribution to society”

대표이사
(소장)

서울사무실

청주사무실

중국상해법인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영업

건축설계

건축감리

디자인

적산

운영관리

건축설계

시공지원

수도권, 해외
건축설계 /
인허가

기계/공조
전기 설계

고객지원 /
업무수주

비수도권
건축설계 /
인허가

감리업무

외관디자인 /
CG작성

물량/내역
산출

자금운영
관리

현지설계사
관리

현지현장
지원

설계1팀

기계설비

설계1팀

8명
설계2팀

전기설비

설계2팀

설계3팀

공조설비

설계3팀

Organization

“The best technology profitable
efficient management contribution to society”

기 술 역 량
㈜디아이제이 건축사사무소는 선진 기술력을 토대로 품질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고객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Portfolio Summary
공사명
(Project)
코미팜 오송 항암제 공장 신축공사
Osong komipam Co., Ltd anticancer factory construction
CJ헬스케어 대소공장 TPN 증축공사 (KGMP 인증)
CJ health care daeso TPN factory construction
㈜나우코스 첨단산업단지 2차공장 신축공사
Nowcos Co., Ltd. Factory construction
삼성메디코스㈜ ISO CGMP 향남공장 신축공사
Samsung medicos Co., Ltd. Hyangnam Factory construction
코스온㈜ 공장 신축공사
Coson Co., Ltd. Factory construction
㈜셀랩 ISO CGMP 아산공장 신축공사
Cellab ISO CGMP asan factory construction
씨엔에프화장품 ISO CGMP 군포공장 신축공사
C&F Cosmetics ISO CGMP gunpo factory construction
(주)에이엔화장품 ISO CGMP 영동공장 신축공사
AN Cosmetics ISO CGMP yeongdong factory construction
솔레오 화장품 공장 신축공사
Soleo Cosmetics factory construction
㈜다산이엔티 김포공장 신축공사
Dasan Ent co.,ltd gimpo factory construction
㈜비앤비코리아 ISO CGMP 검단공장 신축공사
B&B Korea ISO CGMP geomdan factory construction
㈜클레어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Klair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에스겔화장품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Ezekiel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주)신생활건강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New Life Health ISO CGMP osan factory construction

발주처
(Client)
(주)서브원
Serveone Co.,Ltd

FACTORY WORK

- GMP 공장설계

CJ헬스케어(주)
CJ health care Co.,Ltd
(주)나우코스
Nowcos Co.,Ltd.
삼성메디코스(주)
Samsung medicos Co.,Ltd.
코스온(주)
Coson Co.,Ltd.
셀랩
Cellab
씨엔에프
C&F Cosmetics
㈜에이엔화장품
AN Cosmetics
솔레오 화장품
Soleo Cosmetics
다산이엔티
Dasan Ent
비엔비코리아
B&B Korea
(주)클레어스
Klairs
에스겔
Ezekiel
(주)신생활건강
New Life Health

- CGMP 공장설계

Portfolio Summary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엘에스화장품 ISO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LS cosmetic ISO CGMP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엘에스화장품
LS cosmetic

그린코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Greenco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그린코스
Greencos

㈜내추럴솔루션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Natural solution ISO CGMP osan factory construction

㈜내추럴솔루션
Natural solution

아우딘 퓨쳐스 ISO CGMP 충주공장 신축 및 산업설비공사
Construction of Outin futures Co., Ltd. ISO CGMP Choongju factory

아우딘 퓨쳐스
Outin futures Co., Ltd.

㈜코스메카코리아 ISO GMP 스킨케어동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The Cosmecca Korea Co., Ltd ISO GMP Factory

(주)코스메카코리아
Cosmecca Korea Co.,Ltd

셀루스건강㈜ 공장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Celluse health Co.,Ltd Factory

셀루스건강(주)
Celluse health Co.,Ltd

메가코스 중국공장 신축공사 (화장품,용기,지류 생산공장)
Megacos Co., Ltd. Factory construction in China

㈜토니모리
Tonymoly Co.,Ltd.

메가코스 경기화성바이오밸리 ISO CGMP공장 신축공사
Megacos Co., Ltd. Factory construction

㈜토니모리
Tonymoly Co.,Ltd.

㈜토니모리 화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진행중)
Tonymoly Co., Ltd. Factory warehouse construction

㈜토니모리
Tonymoly Co.,Ltd.

옴니시스템 ISO CGMP 여주공장 증축공사 (진행중)
Omnisystem Co., Ltd. Factory construction

옴니시스템㈜
Omnisystem Co.,Ltd.

아우딘 퓨쳐스 ISO CGMP 충주2차공장 신축 및 산업설비공사
Construction of Outin futures Co., Ltd. ISO CGMP Choongju factory

아우딘 퓨쳐스
Outin futures Co., Ltd.

㈜동학식품 음성공장 신축공사
Donghak food eumseong factory construction

(주)동학식품
Donghak food

FACTORY WORK

- CGMP 공장설계

- HACCP 공장설계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We will let you spend rest of your life where it is safe and comfortable
with for many years of know-how and distinctive technique

생산시설 / Factory Work
- GMP 공장설계
㈜디아이제이 건축사사무소는 GMP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부지선정 부터 보호등급 (Level
of Protection), 실의 기능 (Room Function), 재질의 선택 (Material Selection), 동선계획 (Personal,
Material, Products, Waste) 등의 GMP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스템 검토 및 제안,설계,
시공 지원,인증 지원 등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GMP 시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첨단의 GMP공장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FACTORY WORK

코미팜 오송 항암제 공장 신축공사
Osong komipam Co., Ltd anticancer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코미팜 오송 항암제 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주)서브원
용

도 : 항암제(제약) 생산시설

Project Name : Osong komipam Co., Ltd
anticancer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Serveone Co.,Ltd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We will let you spend rest of your life where it is safe and comfortable
with for many years of know-how and distinctive technique

생산시설 / Factory Work
- CGMP 공장설계
㈜디아이제이 건축사사무소는 국제표준화기구 화장품GMP 기준을 적용한 평가 기준인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획득을 위해 CGMP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과
설비를 설계하는 최첨단 화장품 CGMP공장 전문 설계회사입니다.
지속적인 화장품 제조 관련 기술 연구를 통해 최신 공정기술의 도입 및 CGMP Guide Line에 부합하
는 생산성 높은 건축을 제공합니다.
화장품 제조 시설에 적합한 최적 인프라의 공장 부지 제안에서부터 최적화 생산 LAY-OUT 제안, 초
기 투자비 및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상세설계를 제안합니다.
다수의 CGMP시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첨단의 CGMP 공장 설계를 제공 하겠습
니다.

FACTORY WORK

메가코스 중국공장 신축공사 (화장품,용기,지류 생산공장)
Megacos Co., Ltd. Factory construction in China
공사명 : 메가코스 중국공장 (화장품,용기,지류공장)
발주처 : ㈜토니모리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마스크팩,
화장품용기, 지류

Project Name : Megacos Co., Ltd.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Tonymoly Co.,Ltd.

FACTORY WORK

메가코스 경기화성바이오밸리 ISO CGMP공장 신축공사 (변경안)
Megacos Co., Ltd.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메가코스 화성공장 CGMP 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토니모리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마스크팩

Project Name : Megacos Co., Ltd.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Tonymoly Co.,Ltd.

FACTORY WORK

㈜토니모리 화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진행중)
Tonymoly Co., Ltd. Factory warehouse construction
공사명 : ㈜토니모리 화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발주처 : ㈜토니모리
용

도 : 창고

Project Name : Tonymoly Co., Ltd.
factory warehouse construction
Client : Tonymoly Co.,Ltd.

FACTORY WORK

메가코스 경기화성바이오밸리 ISO CGMP공장 신축공사
Megacos Co., Ltd.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메가코스 화성공장 CGMP 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토니모리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마스크팩

Project Name : Megacos Co., Ltd.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Tonymoly Co.,Ltd.

FACTORY WORK

옴니시스템 ISO CGMP 여주공장 증축공사 (진행중)
Omnisystem Co., Ltd.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옴니시스템 ISO CGMP 여주공장 증축공사
발주처 : 옴니시스템㈜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Project Name : Omnisystem Co., Ltd.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Omnisystem Co.,Ltd.

FACTORY WORK

아우딘 퓨쳐스 ISO CGMP 충주2차공장 신축 및 산업설비공사
Construction of Outin futures Co., Ltd. ISO CGMP Choongju factory
공사명 : 아우딘 퓨쳐스 ISO CGMP 2차충주공장
신축 및 산업설비공사
발주처 : 아우딘 퓨쳐스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Construction of Outin futures
Co., Ltd. ISO CGMP Choongju
factory
Client : Outin futures Co., Ltd.

FACTORY WORK

㈜나우코스 첨단산업단지 2차공장 신축공사
Nowcos Co., Ltd.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나우코스 2차 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나우코스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Nowcos Co.,Ltd.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Nowcos Co.,Ltd.

FACTORY WORK

삼성메디코스㈜ ISO CGMP 향남공장 신축공사
Samsung medicos Co., Ltd. Hyangnam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삼성메디코스㈜ ISO CGMP
향남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삼성메디코스㈜
용

도 : 기초 및 마스크팩 생산시설

Project Name : Samsung medicos Co.,Ltd.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Samsung medicos Co.,Ltd.

FACTORY WORK

코스온㈜ 공장 신축공사
Coson Co., Ltd.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코스온㈜ 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코스온㈜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Coson Co.,Ltd.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Coson Co.,Ltd.

FACTORY WORK

㈜셀랩 ISO CGMP 아산공장 신축공사
Cellab ISO CGMP asa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셀랩 ISO CGMP 아산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셀랩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 Cellab ISO CGMP
asa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Cellab

FACTORY WORK

씨엔에프화장품 ISO CGMP 군포공장 신축공사
C&F Cosmetics ISO CGMP gun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씨엔에프화장품 ISO CGMP 군포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씨엔에프화장품
용

도 : 화장품 생산 공장

Project Name : C&F Cosmetics
gun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C&F Cosmetics

FACTORY WORK

(주)에이엔화장품 ISO CGMP 영동공장 신축공사
AN Cosmetics ISO CGMP yeongdong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에이엔화장품 ISO CGMP 영동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에이엔화장품
용

도 : 화장품 생산 공장

Project Name : AN Cosmetics
yeongdong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AN Cosmetics

FACTORY WORK

솔레오 화장품 공장 신축공사
Soleo Cosmetics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솔레오 화장품 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솔레오화장품
용

도 : 화장품 생산 공장

Project Name : Soleo Cosmetics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Soleo Cosmetics

FACTORY WORK

㈜다산이엔티 김포공장 신축공사
Dasan Ent co.,ltd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다산이엔티 김포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다산이엔티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 Dasan Ent co.,ltd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Dasan Ent

FACTORY WORK

㈜비앤비코리아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B&B Korea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비앤비코리아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비앤비코리아
용

도 : 화장품 생산 공장

Project Name : B&B Korea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B&B Korea

FACTORY WORK

㈜비앤비코리아 ISO CGMP 검단공장 신축공사
B&B Korea ISO CGMP geomda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비앤비코리아 ISO CGMP 검단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비앤비코리아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 B&B Korea ISO CGMP
geomda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B&B Korea

FACTORY WORK

(주)클레어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Klair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클레어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클레어스
용

도 : 화장품 생산 공장

Project Name : Klairs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Klairs

FACTORY WORK

에스겔화장품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Ezekiel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에스겔화장품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에스겔화장품
용

도 : 화장품 생산 공장

Project Name : Ezekiel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Ezekiel

FACTORY WORK

(주)신생활건강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New Life Health ISO CGMP osa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신생활건강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신생활건강
용

도 : 화장품 생산 공장

Project Name : New life health
osa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New Life Health

FACTORY WORK

㈜엘에스화장품 ISO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LS cosmetic ISO CGMP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엘에스화장품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엘에스화장품
용

도 : 기초화장품,마스크팩

Project Name : LS cosmetic ISO CGMP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LS cosmetic

FACTORY WORK

그린코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Greenco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그린코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그린코스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 Greenco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Greencos

FACTORY WORK

㈜내추럴솔루션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Natural solution ISO CGMP osa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내추럴솔루션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내추럴솔루션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 Natural solution ISO CGMP
osa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Natural solution

FACTORY WORK

아우딘 퓨쳐스 ISO CGMP 충주공장 신축 및 산업설비공사
Construction of Outin futures Co., Ltd. ISO CGMP Choongju factory
공사명 : 아우딘 퓨쳐스 ISO CGMP 충주공장
신축 및 산업설비공사
발주처 : 아우딘 퓨쳐스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Construction of Outin futures
Co., Ltd. ISO CGMP Choongju
factory
Client : Outin futures Co., Ltd.

FACTORY WORK

㈜코스메카코리아 ISO GMP 스킨케어동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The Cosmecca Korea Co., Ltd ISO GMP Factory
공사명 : ㈜코스메카코리아 ISO GMP 공장신축공사
발주처 : (주)코스메카코리아
용

도 : 기초화장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Construction of The Cosmecca Korea
Co., Ltd ISO GMP Factory
Client : Cosmecca Korea Co.,Ltd

FACTORY WORK

셀루스건강㈜ 공장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Celluse health Co.,Ltd Factory
공사명 : 셀루스건강㈜ 신축공사
발주처 : 셀루스건강㈜
용

도 : 화장품, 생활건강식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Construction of Celluse health
Co.,Ltd Factory
Client : Celluse health Co.,Ltd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We will let you spend rest of your life where it is safe and comfortable
with for many years of know-how and distinctive technique

생산시설 / Factory Work
- HACCP 공장설계
㈜디아이제이 건축사사무소는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식품 제조, 가공 환경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유해요소로부터 식품이 오염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위생관리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선행요건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컨설팅, 설계, 시공지원, 인증지원 등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HACCP 시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첨단의 HACCP 공장 설계를 제공하겠습
니다.

FACTORY WORK

㈜동학식품 음성공장 신축공사
Donghak food eumseong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동학식품 음성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동학식품
용

도 : 아이스크림생산공장

Project Name : Donghak food
eumseong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Donghak food

㈜성보(원일식품) 덕산공장 증축공사
Sungbo (Wonil food) Deoksa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성보 덕산공장 증축공사
발주처 : ㈜성보
용

도 : 식품창고 (냉동/냉장/실온창고)

Project Name : Sungbo (Wonil food)
Deoksa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Sungbo

CERTIFICATE

Certificates / 신고확인증
Corporate Business Registration
Environmental plants

Dij Architects & Engineers CO.,LTD possesses
corporate business registration of architecture &
environmental plants

CERTIFICATE

Certificates / 사업자 등록증
Corporate Business Registration

Dij Architects & Engineers CO.,LTD possesses
corporate business registration of architecture /
civil work

프로젝트 진행 절차
Project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