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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Value 
Creator

정성을 다하여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DL건설

CEO Message & 
Vision
04-05

DL construction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1
핵심 경쟁력 

중심으로
Portfolio 재편

2
지속적 

수익 창출

3
Digital 

Transformation

데이터 기반의 수주 및 
집행 프로세스 구축

지속적 이익 성장이 
가능한 사업 운영

“TOTAL LIVING SOLUTION PROVIDER”

최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며, 

더 좋은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DL건설

지난 1956년 발걸음을 내딛었던 DL건설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지금의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도전을 통한 혁신을 바탕으로 건축, 주택, 토목, 조경 등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 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DL건설은 고객과 주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친환경, 

인간존중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L건설 임직원 일동은 ‘TOTAL LIVING SOLUTION 

PROVIDER’로서 최고의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며, 더 좋은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DL건설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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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에 걸친 노하우와 역량으로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도약합니다

DL건설은 지난 1956년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건설역사와 함께하며 

명성보다는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온 어제와 고객의 꿈을 

현실화하는 오늘의 자부심으로 이제, DL건설이 내일을 위한 또 

한번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1970 ˜  1950
1980

주요연혁

1987. 06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분뇨 제32호) 

 주식 액면병합(1주 500원 → 5,000원)

1986. 07 대림그룹 편입(현 DL그룹)

1985. 11 우리나라 최초 오피스텔 고려아카데미텔 도입

1985. 06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제1,2종 기계, 전기 제85-9호)

1981. 12 상호변경 : ㈜삼호주택 → ㈜삼호

 방지시설업 자격취득(환경오염방지 제36호)

1980. 06 해외건설업(종합건설업)면허 취득 

1980. 03 전기통신공사업(유선통신 선로공사업) 면허취득

1979. 10 전기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유선통신선로공사업제 ll-2-158호)

1979. 09 건설군납업 면허 취득(제A-189호)

1979. 07 도로포장 및 도로유지 보수 공사업 면허 취득

 (포장공사업 75호)

1978. 05 주택건설지정업자 지정(제24호)

1978. 04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 취득(제32호)

1977. 12 한국증권거래소 주식상장

1976. 12 본점이전(서울 서초구 방배동 757-1)

1976. 11 해외건설업 건축부문 면허취득 (제1호)

1976. 07 해외건설업(건축공사업)면허 취득(건설공사업 제6호)

 중기대여업 면허 취득(종합89호)

1976. 04 해외건설업 토목부문 면허취득 (제1호)

1974. 04 ㈜삼호주택으로 상호변경 및 본점이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17-12)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제1종 366호)

1972. 05 네팔국 카트만두시에 해외지사 설치(최초 해외공사 수주)

1969. 12 경부고속도로 준공

1968. 05 건설업 면허취득(토건 제 124호)

1956. 10 (주)천광사 설립(본점: 충남 천안시 대흥동 285)

06-07

History

2020~

주요연혁

2022. 05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신용등급 AAA 5년 연속 취득

2022. 04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A-’ 등급 2년 연속 취득

2022. 01 국가철도공단 안전관리 부문 장려상

2021.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취득

2021. 11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상, 국토부장관상 수상

2021. 03 상호변경 ‘디엘건설 주식회사’

2020. 07 고려개발(주)와 합병(자본금 1,165억) 

 상호변경 ‘대림건설 주식회사’

2020. 05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단지개발분야) 선정

2019. 12 건설협력증진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2019. 01 부산항만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

2018. 12 대구광역시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우수 시공사 선정

2017. 12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협력증진대상 수상

2016. 1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경영정상화계획 약정)종결 

2016. 09 아시아건설종합대상 상생협력(재무지원)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2016. 04 수도권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개통   

2015. 11 국토교통부 건설협력증진대상 수상 (공로부문)

2015. 03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주거시설분야)

2013. 12 유상증자(자본금 759억)

2013. 12 자본감소(자본금 259억)

2008. 09 본점이전(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3-6)

2006. 05 유상증자 200억원(자본금 720억원)

2004. 09 서울사무소 설치

2004. 05 본점이전(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85-8)

2002. 09 본점이전(서울 마포구 도화동 544)

1999. 10 대림흥산㈜ 합병(자본금 520억원)

1999. 06 유상증자 100억원(자본금 445억원)

1998. 02 ISO 9001/14001 통합인증 (TUV SUD KOREA Ltd.)

1997. 12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취득(제97-72호)

1996. 02 ISO 9001 인증 (TUV SUD KOREA Ltd.)

1994. 05 본점이전(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1993. 12 (주)삼호유통 합병

1991. 03 본점이전(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8-2)

2010
200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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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을 위한 DL건설의 24시간,

품질보다 앞선 명성은 없습니다

사업기획, 설계, 시공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품질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DL건설은

각각의 분야에서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목표와

실행방안을 수립·관리하여 품질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성공의 길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KS Q ISO 9001 / KS I ISO 14001
품질ㆍ환경 경영시스템

인증범위 |  국내외 현장활동을 포함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플랜트 및 조경공사의 프로젝트관리, 설계, 구매, 건설 및 서비스

인증기관 | TUV NORD

KS Q ISO 9001 인증서 KS I ISO 14001 인증서 

2022.03 KS Q ISO 9001/KS I ISO 14001 인증 취득

2021.11 ISO 37001 인증서

2021.11 BIM Awards 2021 장려상 수상

2021.05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선정(주거시설분야)

20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품질대상 대상 수상

2020.09  제15회 아시아건설종합대상 상생협력-재무지원부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2019.12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2017.11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협력증진대상 수상

2016.09  제11회 아시아건설종합대상 상생협력-재무지원부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2015.11  국토교통부 건설협력증진대상(공로부문) 수상

2015.03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주거시설분야)

2013.12  제 9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국환경공단상 수상 
인천도시공사 우수시공업체(정보통신부문) 수상

2013.03  국방시설본부 우수 건설업자 선정

2012.11  제 8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환경부장관상 수상

2012.03 LH공사 우수시공업체 수상(단지개발, 건축시설) 

2010.03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단지개발분야) 

2009.03 경기도 우수건설업자 지정(도로 및 교통시설분야) 

2006.05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우수건설업자 지정

2006.02 한국토지공사 우수건설업자 선정

2005.05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우수건설업자 2년 연속 지정

2003.02 대한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지정

2002.11  제 2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분임조부문 대통령상 동상 수상

2002.05  한국도로공사 선정 우수시공업자

2001.03 조달청 우수건설업체 지정

2001.02  대한주택공사 건축, 토목/조경 등 2개 부문 우수시공업체 지정

2000.11  제 2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가치혁신부문 대통령상 수상

2000.05 건설교통부 우수건설업자 선정

2000.04 대한주택공사 우수시공 감사패 수상

1982.11 1천만불 수출의탑

1970.07 건설교통부장관 표창(경부 고속도로건설 유공)

DL건설은 수많은 수상실적과

우수시공업체 지정으로 품질경영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품질ㆍ환경 경영시스템

DL건설은 사업기획 및 설계, 자원,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KS Q ISO 9001 / KS I ISO 14001 품질ㆍ환경 경영시스템에 

의한 회사업무매뉴얼, 회사업무절차서, 현장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지침서 

등의 정교한 업무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실행 유지함은 물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Quality 
Management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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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Management
10-11

사람이 행복해야 기술입니다. 
세상이 이로워야 기술입니다.  
DL건설은 전세계 모든 인류의 행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과 가능한 모든 노력을 통해
건설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입니다.

ESG등급 : B+
환경(E) : B+
사회(S) : A
지배구조(G) : B+
※ 2021기준
※ 평가기관: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환경
ENVIRONMENT

DL건설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고, 

광대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실현’ 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

•  침사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 위한 시설 설치

•  공정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수 수질기준(BOD, COD, SS) 
준수

소음진동 관리

•  저소음 장비 및 기계사용, 
이동식 에어 방음벽, 소음저감 
차음막 등 설치하여 소음 
최소화

•   IoT 기반 소음관리 시스템을 
도입

화학물질 관리

•   MSDS 및 안전관리시스템 
[S-Net] 통한 화학물질의 
제품명, 수량, 용도, 제조업체, 
성분, CAS 번호, 유해물질  
관리 및 기록

기후변화 대응

•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환경iN] 구축 통해 실시간 
현장 온실가스·에너지 배출량 
확인

•  사내 환경소식지 ‘환경人’ 등을 
통해 [DL건설 그린챌린지]  
 캠페인 실시

폐기물 관리

•  스마트 환경관리전산시스템 
[환경iN] 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 과 연동하여 PC 및 
모바일(App) 시스템으로 운영

대기환경 관리

•  Iot기반 자발적 미세먼지 
모니터링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

환경 ENVIRONMENT

ESG Management 환경경영

DL건설의 불빛은
365일 꺼지지 않습니다



DL construction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합니다
DL건설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의 
물적·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회사의 체질 강화를 위한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DL건설은 ‘정직과 신뢰’라는 창업철학을 바탕으로 ‘공개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합니다
DL건설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기 위해 인간존중, 고객신뢰, 미래창출을 경영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DL건설이 되기 위해 ‘고객의 파트너, 기업시민, 다정한 이웃으로서 함께하는 DL건설’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DL건설은 공정거래 준수 관리 및 법적 가이드 제공 등을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RM팀과 부정예방 및 제보조사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경영진단팀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윤리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문화정착 재무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 공정거래협약 체결
∙  공정거래위원회 4대  

가이드라인 준수
∙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적용

∙  상생협력기금 조성
∙  대금지급조건 개선
∙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  계약 수수료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기술보호 지원
∙  안전관리 성과공유제 지원
∙  협력회사 ESG 향상 지원 

 [교육/인증/컨설팅]

∙  협력회사 부도/부실 예방을 위한 
저가심의제도 운영

∙   협력회사 임직원 교육 지원
∙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  협력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  협력회사 재무컨설팅 운영
∙   정기적 협의채널 운영

∙ 사랑의 집수리 봉사(해비타트)
∙ 인천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원
∙ 현장지역연계 주민 설명회

∙  급여 우수리 사랑나눔 
(장애인 보호시설, 꿈나무 키우기 후원)

∙  경조사 화환대신 기부하는 문화 정착 
(직원 개인 명의로 기부)

∙ 사랑의 헌혈 운동/아나바다 운동

∙ 소외계층 연탄 및 김장봉사
∙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 PC 및 전산기기 기증

소중한 가치를 함께 
실현시켜 나가는 파트너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업시민

마음을 나누는 
이웃

지배구조사회

윤리경영 추진조직

윤리강령 제정 및 배포

윤리교육 및 소통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 
가치판단의 기준 마련

컴플라이언스RM팀, 
경영진단팀 운영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실시

285
311교육인원(명)

교육횟수(회)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및 강화
∙  컴플라이언스RM 및 경영진단팀 운영
∙  공정거래에 대한 기반 구축

∙ CP 정책 및 계획수립
∙ 교육(하도급법, 공정거래법)
∙ 모니터링 및 점검(정기 및 불시)
∙ 평가 및 Feedback(CP 역량)

공정거래 추진 조직독립성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2019

539

9591056

2020 2021

(단위:명)

ESG Management 사회 •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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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tter tomorrow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을 내세우기 보다 

모두가 꿈꿔온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내일을 짓기 위해 전에 없던 

새로운 건설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이치오토허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복합단지

ARCHITECTURE
건축

DL건설이 짓는 것은 빌딩이 아닙니다

인간과 공간의 하모니입니다

관공서
BMW전시장

자동차매매단지
바이오공장

세계 최대 

도이치오토허브

호텔 

다이와호텔, 
스탠포드,GLAD

디지털
엠파이어

가산, 수원신동,
평촌

서울과기대
안양대학교
순천대학교
대림대학교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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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onstruction

ARCHITECTURE
건축

18-19

01_ 티마크호텔 서울 중구

02_ 다이와호텔 서울시 마포구

03_ 우도 훈데르트바서파크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04_ 스탠포드호텔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05_ 제주 메종 글래드호텔 제주 제주시 연동

03

04

05

01

02



DL construction

ARCHITECTURE
건축

01
03

04

05
02

01_ 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2_ 성수동BMW전시장 서울시 성동구

03_ SK바이오텍 세종시 연동면

04_ 남서울 오토허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05_ 화성모두누림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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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가산디지털엠파이어 서울 금천구

02_ 수원신동디지털엠파이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03_ 평촌디지털엠파이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4_ 인천검단지식산업센터 인천 서구 

05_ 안산스마트스퀘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RCHITECTURE
건축

22-23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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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안양대 아리비전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02_ 순천대 전라남도 순천시

03_ 만안청소년수련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04_ 대림대 한림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5_ 프랑스 고등학교 서울시 서초구 

ARCHITECTURE
건축

01

02

03

04

05

24-25



한진 인천공항 GDC물류센터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DISTRIBUTION CENTER
물류

날로 높아지는 고객의 수준에 맞춘

최적의 시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와이드보

특허 보유

나이키, 

다이소, 

아모레퍼시픽

국내 최다
물류센터 
시공 실적

Smart 

Construction 활용 

설계 지원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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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인천 항동7가 물류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02_ 로지스코엘 물류센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03_ 나이키 물류센터 경기도 이천시

04_ 아모레퍼시픽 김천 물류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05_ 용인 다이소 허브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ISTRIBUTION CENTER
물류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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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 부산시 수영구

HOUSING
주택

대자연과 첨단 건설기술의 만남으로

인간중심의 미래생활을 앞당깁니다

국내 최초

브랜드 아파트 

e편한세상 시공

30-31
Top Developer, Best Partner in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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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e편한세상 금산 센터하임 충청남도 금산군

02_ e편한세상 금오파크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03_ e편한세상 밀양삼문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04_ e편한세상 녹양역 경기도 의정부시

05_ e편한세상 안동강변 경북 안동시 용상동

06_ e편한세상 신봉담 경기도 화성시 

HOUSING
주택(민간사업)

01

03

02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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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주택(민간사업)

01

03

04

07

02 05 06

01_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 2차 경기도 김포시

02_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전라북도 군산시

03_ e편한세상 동해 동해시 단봉동

04_ 자연앤e편한세상3차 경기도 남양주시

05_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2차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06_ e편한세상 문래 에듀플라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7_ e편한세상 시티 인하대역 인천시 미추홀구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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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인천시 계양구

02_ e편한세상 백련산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03_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 서울시 관악구

04_ e편한세상 온수역 경기도 부천시

05_ e편한세상 대전 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06_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대전광역시 동구

HOUSING
주택(재건축·재개발)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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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e편한세상 남산 전라북도 전주시

02_ e편한세상 선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3_ e편한세상 복현 대구시 북구 복현동

04_ e편한세상 부천심곡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05_ e편한세상 둔산 대전광역시 서구 

HOUSING
주택(재건축·재개발)

01

02

03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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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WORKS
토목

DL건설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곳이

행복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철도/지하철
서울강릉고속철도, 
서울/부산지하철,  
경부고속철도  등

고속도로
 경부선, 호남선, 
영동선, 서해선, 

동해선 등

민자SOC
수원광명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용인경전철/
우이신설 등

사량 연도교 | 경상남도 통영시 

대한토목학회 2016 토목구조물 은상

토목(일반)
서해HVDC
(국내최초/최대

육상초고압직류볼트), 
택지, 항만 등

40-41
Top Developer, Best Partner in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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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간)

02_ 거제마산도로

03_ 영동고속도로

04_ 수원광명고속도로

05_ 서울춘천고속도로

06_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파주포천)

CIVIL WORKS
토목(도로)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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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WORKS
토목(철도)

01

03

04

05

02

01_ 서울지하철4호선연장(진접선)

02_ 서울-강릉 KTX

03_ 용인 경전철

04_ 수인선(수원~인천)

05_ 중부내륙선(이천문경)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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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횡성대교(영동고속도로) 강원도 횡성군

02_ 상곡1교(청원상주고속도로) 경북 상주시

03_ 나로도 연육교 전라남도 고흥군

04_ 영광대교 전라남도 영광군

05_ 거문대교 전라남도 여수시

CIVIL WORKS
토목(교량)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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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onstruction

CIVIL WORKS
토목(일반)

04

05

06

01_ 서해 HVDC 경기도 평택시

02_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경기도 평택시

03_ 00공사 상가시설 강원도 동해시 

04_ 구미 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구미시

05_ 부평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인천시 부평구 

06_ 인천 청라지구 특수구조물 인천시 서구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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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 | 경기도 화성시

TOURISM INFRASTRUCTURE
관광 인프라

오늘의 열정으로 내일의 행복을 키우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갑니다

남원 케이블카
임진각 곤돌라

울돌목 케이블카
제부도 케이블카

50-51
Top Developer, Best Partner in Your Life



DL construction

01_ 임진각 곤돌라 경기도 파주시

02_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전라남도 해남군

03_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라북도 남원시

04_ 태종대 친환경 모노레일(추진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05_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TOURISM 
INFRASTRUCTURE
관광 인프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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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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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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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우아한시티 | 전라북도 전주시 우아동

LANDSCAPING
조경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

DL건설은 자연의 큰 가치를 믿습니다

청라주운조경
여의도공원
여주저류지

54-55
Top Developer, Best Partner in Your Life



DL construction

01_ 인천청라주운조경공사(1공구) 인천 서구

02_ 하이원 스위치백 강원도 삼척시

03_ 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 서울 영등포구 

04_ 여주 저류지  경기도 여주시  

05_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부산시 사하구 

LANDSCAPING
조경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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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onstruction

LANDSCAPING
조경

01

03

04

05

02

01_ e편한세상 남산 대구광역시 중구

02_ e편한세상 복현 대구시 북구 복현동

03_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인천시 계양구

04_ e편한세상 매탄 경기 수원 영통구   

05_ e편한세상 보라매 서울 동작구 

58-59



DL construction

끊임없이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DL건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작은 만족 보다 내일의 큰 행복을 만드는 건설로 

대한민국의 푸른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 되는 일– 

이제, DL건설과 함께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도전하는 건설명가 DL건설, 

대한민국의 내일을 짓겠습니다

www.dlconstruction.co.kr

㈜대림은 글로벌 디벨로퍼로의 미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주주 및 고객,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daelim.co.kr
㈜대림

family

국내 석유화학산업계의 선도업체로서의 사명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석유화학 제조기술의 미국 시장 수출, 
국내 최초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및 폴리부텐 상업화를 통해 한국석유 발전과 함께 걸어온 기업입니다.

http://www.dlchemical.co.kr 
DL케미칼㈜

1994년에 석유화학 전문 무역회사로 출발한 이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존 석유화학 무역상사로서의 사업영역에서 자동차, 건설자재, 
물류, 해운, 부동산 등으로 사업의 폭을 확장하고 향후 e-business 및 벤처투자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http://www.daelimcorp.co.kr

㈜대림 상사부문

시스템 통합(SI) 및 관리(SM), 네트워크 컨설팅 및 e-business 등 정보통신 각 분야에 토탈 솔루션 제공을 주 영업으로 하는 종합 정보 서비스 
기업입니다.

http://www.daelimcorp.co.kr

㈜대림 
IT컨버전스부문

DL모터스는 자동차부품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회사로 현대자동차, 닛산, 자트코, TKP 등 국내외 자동차회사와 자동차부품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동부품에서 산업용 부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양산하고 있으며 신소재를 개발하여 차량의 경량화, 
저연비화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http://www.dlmotors.co.kr 

DL모터스㈜

글로벌 민자발전사업 Developer로서 국내외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ㆍ개발 및 운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http://www.dlenergy.co.kr 
DL에너지㈜

대림문화재단은 대림미술관과 디뮤지엄을 중심으로 미술과 관련된 한국 인문학계의 활성화와 그 학문적 결실을 위해 각종 학회와 특별 강연회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출발해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가구, 제품 디자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한 대림미술관은 
일반 대중도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림미술관 : http://www.daelimmuseum.org  디뮤지엄 : http://www.daelimmuseum.org/dmuseum 

대림문화재단 
(대림미술관, 
디뮤지엄)

여천NCC는 1999년 출범 이래 고품질의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해 국내외 석유화학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에틸렌을 비롯하여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모노머 등 각종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를 생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http://www.yncc.co.kr

여천NCC㈜

폴리미래는 DL케미칼과 Lyondellbasell이 담대하고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폴리프로필렌 사업을 운영할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자 결정하여 
2000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또한, 공정의 우수성과 안전에 대하여 업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았으며, 제품 포트폴리오, 품질, 고객 서비스 및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통해 업계에서 널리 존경 받고 있습니다.

http://www.polymirae.com

폴리미래㈜

글래드 호텔앤리조트는 40년 이상의 호텔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에 9개의 호텔 및 콘도 총 3,000여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래드는 실용적이면서도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머무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호텔'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glad-hotels.com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1939년 설립된 DL이앤씨는 국내 최초 해외 건설 외화 획득(1966), 국내 최초 플랜트 수출 1호 기업(1973) 등 한국의 건설사업 발전과 함께 
해 온 기업으로 각종 건설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발굴부터 투자, 시공, 운영, 관리 전 과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발돋움하는 한국의 대표 건설 기업입니다.

http://www.dlenc.co.kr 

DL이앤씨㈜

학교법인 대림학원은 최고 수준의 고등직업교육 기관을 비전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대림대학을 비롯하여 안양여자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인재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http://www.daelim.ac.kr 

학교법인 
대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