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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CREATOR FOR 
BETTER LIFE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남다른 가치를 제공합니다.

트레이딩에서 PI 제조, 물류, 해운, 건설정보화, IT,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림이 만들어가는 가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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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

안녕하십니까? ㈜대림 대표이사 이근모입니다.

㈜대림은 1994년 석유화학도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물류, 해운, 건설정보화, iT,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 성장해 왔습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대림 임직원 모두의 공통된 업무 목표이며, 

㈜대림이 갖는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고객 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고객의 Needs를 소중히 경청하며, 

기대하시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 확장함으로써, 모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림은 Dl 그룹의 리더이자 일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큰 숲’이 될 것입니다.

㈜대림을 응원해주시는 주주와 고객, 협력사, 기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여,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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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DEVELOPER DAE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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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트레이딩사업에서 PI , 해운, 물류, 건설정보화, IT, 부동산 등에 

이르기까지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기업을 지향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ITC

부동산/대림피앤피물류/해운

건설정보화

주택, 터널, 항만, 철도, 교량 분야 기계전기공사에 대한 기획부터 

설계, 시공, A/S로 이어지는 Total Service를 제공

부동산

부동산 개발/투자/운용/Exit까지 전 Value chain을 Cover하며 

건축물에 대한 자산 관리, 시설 관리, 임대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해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과 다양한 

화물 운송을 통해 차별화 된 대림만의 해운 서비스 제공

IT

정보통신시스템 사업에 대한 경험, 통합기술력, 방법론 및 

품질보증 체계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IT서비스를 제공

대림피앤피

석유화학제품 전문 트레이딩 회사로서, 폴리에틸렌 및 폴리부텐을 

전 세계 다양한 고객들에게 공급

물류

복합물류, 특수물류, ISO탱크컨테이너 사업 등 화물의 출하에서 

도착까지 운송단계별로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 제공

트레이딩/PI

트레이딩

석유화학 및 전기버스 등 비석유화학 제품 트레이딩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PI(폴리이미드)

슈퍼 플라스틱이라 불리는 폴리이미드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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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기업어음 등급

•   기업어음 A2+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평가일 2021.01)기업현황

•   대표이사 : 이 근 모

•   회사명 : ㈜대림

•   설립일 : 1994. 10

•   자본금 : 526억

•   종업원수 : 669명 (2020.12.31 기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34 돈의문 D타워 

서울시 중구 칠패로36 연세봉래빌딩 (iTC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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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LIM
㈜대림

1994년 창업이후 200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3조원의 자산규모와 장기신용등급 A+의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위

국내 최대 Fleet 규모의 

ISO Tank Operator

1위

국내 업체 중 나프타 Trading 

규모 1위

3위

세계 PI(폴리이미드)특허 기술 

보유 및 제조

A+
회사채 등급

•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HISTORy 1994년 법인설립 이후 5억불 수출탑 수상, 정보통신/IT부문 CRM 대상을 수상, 

PLAVIS 세계일류상품 인증 등 대림의 도약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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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변경 (㈜대림)

2020 20132019 20122018 20112015 2008 2007
<에너지수요 감축>서울시장 

표창, 건축자재 사업 진출

PlAViS™ 산업통상자원부 

선정<세계일류상품> 인증

러시아 사무소 설립(블라디보스톡)

대림피앤피 분할

iSO-14001 및 

OHSAS 18001 인증 획득

물류 AEO 인증 이편세 베이징 분공사 개설대림i&S 합병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에너지관리공단)

대림H&l 합병, iSO-9100 

인증획득,

베트남 법인 설립 

(대림베트남)

공정거래 자율준수 'A'등급 

획득(공정거래위원회)

중국법인 설립(이편세)

20012006 19972005 19962004 19952003 19942002
한림상운 합병CRM대상 

‘정보통신/iT부문’ 수상

5억불 수출의 탑 수상홈네트워크, 

원격 검침 사업 진출

중국 광주 사무소 설립디지털검침시스템, 열교환 

환기장치 특허 출원

중국 북경, 상해,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설립,

싱가포르 지점 개설

선박사업 개시 

(Dl Camellia 취항)

회사 설립Pi 상업생산



BUSInESS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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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 PI, 물류, 해운, 건설정보화, IT, 부동산 등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AEliM VAlUE CREATOR FOR BETTER liFE



TRADInG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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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유화(Naphtha)에서 폴리머 제품까지 전방위로 Trading Business를 확장하여 

세계 100여 개국에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Top-tier 

전문 Trading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BUSInESS PORTFOLIO



석유화학 트레이딩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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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ToP-TIer 

전문 Trader

석유제품 나프타를 중심으로 정유제품과 연료유 및 Blending Stock을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고 있으며, 정확한 시황 분석과 

각종 파생상품의 Trading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 가치 제고 및 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나프타(Naphtha)

· Blending Stock : C5NAR, C6 raffinate, C9 등의 부산물 

· 석화사 부산물 연료 : 공업용/산업용 연료

모노머 상해, 싱가포르 등의 거점을 활용하여 국내외 정유사, 화학기업 및 고객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Olefin 제품 중심의 글로벌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고객의 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C3 : Propylene 

· C4 : Butadiene, Butene-1, C4 Raffinates, MTBE, High Purity isobutene 

· C5 : isoprene, Piperylene, Dicyclopentadiene, Cyclopentane 

· C9 : Raw C9+, Raw C9+C

케미칼 국내외 유수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고도화된 Trading 사업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자용 케미칼 공급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국내외 고객들의 가치 창출과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Solvent & Glycols :   Toluene, Xylene, MEK, EA, PM, PMA, iPA, MiBK, MEKO, DMC, MTBE, 

Heavy aromatics & MEG, DEG, TEG

· Monomer : Styrene Monomer, AA, BAM, 2-EHA, EAM, MAM, 2-HEMA, 2-HEA, MMA, MAA

· Electronic Chemicals : ACl Materials, DETB, PM, PMA, 3-MBA, DMPA, MCS, etc.

폴리머 / 합성수지 대림은 PMC (PolyMirae) 및 UPP (Ulsan PP) 생산 PP 제품의 exclusive off-taker로서 전세계 고객들에게 Spheripol 

공법으로 생산된 Polypropylene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석유화학 회사에서 생산되는 폴리머 제품(HDPE, 

llDPE, lDPE, PP, PVC, PET) 등을 Outsourcing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PMC PP : Metocene, Melt Blown, HCPP 등 Homo Specialty 제품군

· UPP PP  : Homo injection, Raffia, Fiber, Block PP, Random PP 제품군

기초 유화(Naphtha)에서 폴리머 제품까지 전방위로 Trading Business를

확장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10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개발 기존 사업을 통해 확보한 트레이딩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해 신규 사업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트레이딩 전문 기업으로 고객 가치 및 성과 창출

최고의 석유화학 트레이딩 회사 

 -   제조 인프라 : YNCC, Dl케미칼, 폴리미래, 울산PP 제조 

물량의 판매 채널 보유

 -   글로벌 네트워크 :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 

고객사와의 Partnership 및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트레이딩 전문가 : 전문 영업인력 및 숙련된 트레이딩 

노하우 보유

미래 성장동력, 친환경 에너지 사업 

기존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

-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전기버스 도입 및 충전 사업)

전기버스 친환경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된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관리 서비스까지 

통합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HIGER 전기버스 : 시내/시외버스, 저상/고상타입, 배터리 201kWh/259kWh, 전장 10.5m/11.2m 등 다양한 라인업 보유

· AS 부품 공급 : 유/무상의 보증/수리 부품 재고 보유 및 적시 공급

·   충전 인프라 :   전기버스 충전에 필요한 고속 충전기 (300kW, 파워뱅크 일체형/분리형) 구축뿐 아니라, 

충전소 설계/대관/인허가/준공/충전소 운영/관리까지 최적의 통합 Solution을 제공

비 석유화학 트레이딩



PI
폴리이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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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 중 최고의 물성을 가진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내열성, 저마찰성, 

기계적 성질 등에서 탁월한 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및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USInESS PORTFOLIO



PI (Poly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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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Value 

WITh PlaVIS™ 고객과 함께 Value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Global Value Creator입니다.

PLAVIS

PLAVIS ESD

PlAViS 는 독창적인 중합기술로 합성한 전방향족 폴리이미드 소재(Wholly Aromatic Polyimide Resin)로 이뤄진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uper Engineering Plastic)입니다.

플리스틱 소재 중 최고의 내열성 및 저마찰성, 내마모성, 전기절연성, 탁월한 기계적물성, 내방사선성, 내화학성, 

저가스 유출 특성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절삭 가공성을 가진 고기능성의 플라스틱으로 각종 기계부품, 고진공,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우주·항공, 군사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부품 소재입니다.

·   PlAViS ESD (Electro Static Discharge) 는 전기적 절연인 폴리이미드 소재에 대전방지 특성을 부여한 

특수 제품으로 대림만이 보유한 non-melted Polyimide 소재입니다.

·   경량화, 대형화 및 정밀성을 추구하는 산업에서 공정 중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한 불량을 해소할 수 있으며, 

life-time 증가에 따라 타 대전방지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대비 Sustainable 한 소재입니다.

Grade 소개
Grades Characteristics

PLAVIS-N 무첨가
최고의 물리적 특성과 매우 높은 내방사선성, 전기적ᆞ열적특성, 

낮은 가스 방출특성 및 우수한 내화학 특성 보유

PLAVIS-S 무첨가 내열성이 가장 우수하고, 고온에서 최고의 기계적 물성 유지

PLAVIS-S1 무첨가
우수한 가공성, 치수안정성 및 레이저 Cleaning 안정성 보유.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적합

PLAVIS-G15 Graphite 15wt% 첨가
높은 마모저항력과 매우 낮은 마찰계수 보유, 

회전기기의 회전 부품으로 사용에 적합

PLAVIS-G40 Graphite 40wt% 첨가 극한의 마모저항력과 매우 낮은 마찰계수 보유

PLAVIS-MS MoS2 15wt% 첨가 진공 또는 무윤활 환경에서 사용 가능, 매우 높은 마모저항력 보유

PLAVIS-C Conductive
전기전도 특성, 우수한 내열성 및 기계적 물성 보유. 

표면 저항 10² ~ 10³ (Ω / cm²) 

PLAVIS-ESD 대전방지
대전방지 특성, 우수한 내열성 및 기계적 물성 보유. 

표면 저항 106 ~ 109 (Ω / cm²)

PLAVIS-SG 첨가제 사용 (SG)
고온에서 매우 높은 강도 유지 및 치수안정성 보유.

고온 공정에서의 제품 이송 부품에 적합

PLAVIS-G15L Graphite + PTFE
매우 낮은 마찰계수와 낮은 마모속도.건식 환경에서 

우수한 마모특성 보유

Sales Office Sales & Support 

DAEliM PlAViS의 모든 제품은 국내 본사 및 해외의 각 지역별 Sales office를 통하여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 Europe : Germany, Austria, France, Spain 

· America : USA 

· Asia : China, Taiwan, Japan, Singapore, Vietnam, india 

DF(Direct Forming) DF-Blank iSO-ROD Plate

Powder Metallurgy Technologies

Conductivity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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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시스템 기반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급망 

프로세스를 표준화, 최적화하여 신속한 배송과 비용 절감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USInESS PORTFOLIO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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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To 

CuSToMer 

logISTICS 

ProVIder

3PL / Forwarding

· 유해화학물질

· 석유화학 제품

· 철강

· 전기전자 제품

· 자동차 부품

· 기계설비

· DG화물

· 타이어

· 전선

해상 · 항공, 내륙운송, 보관 중심의 포워딩 

Bulk · Project 

Forwarding · 공장이전 설비

· 석유화학

· 발전

· 원전

· 풍력

· 담수

· 자원개발

· 조선해양

프로젝트 단위별 포워딩

Liner Service

· Gas Tanker

· CPP Tanker

· Chemical Tanker

· Bulk (Panamax)

· Bulk (Handysize)

· Bulk (Kamsarmax)

· Bulk (Broker)

· 선박 대리점

석화 · 철강 · 곡물 · 비철금속 해상운송

ISO Tank & Flexi Bag

· Flexibag

· 비냉동 가스용 iSO Tank

· 냉동 가스용 iSO Tank

· 위험물용 iSO Tank

· 반도체 전용 iSO Tank

· 전기열선 iSO Tank

· 과산화수소용 iSO Tank

· MEGC

· 고객맞춤형 iSO Tank

액체화물 중심의 일관운송

국내 최대 Fleet 규모의 ISo Tank operator

Cost Leadership

- 중동 Project Cargo 물동량 (연간 58만 R.Tons) 

-   컨테이너 연간 73,000 TEU 수출 / 국내 최대 iSO Tank 

물동량 (23,000 TEU)

- 분기별/반기별 물동량 Block Sales

물류 Infrastructure 

- 6,231대의 iSO Tank 보유 ('21년 5월 기준) 

-   390대 육상운송 중장비 보유

Operation Excellence 

-   자체 Bulk 운항 및 COA 계약 · 운항 / 

국내외 24개 주요선사와 전략적 협력관계

-   석유화학 · 중량물 등 다양한 화물에 대한 전문 Operation 

노하우 보유

기계 · 플랜트

주요고객사

석유화학 전 영역을 아우르는 물류 Service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프로젝트화물, Tank container, Bulk, 항공 및 해상운송에 이르기까지 

제품별/운송모듈 별 Door-to-Door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8만 R.Tons

73,000 TEU

6,231대 보유

중동 Project Cargo 물동량

연간 컨테이너 수출량

국내 최대 Fleet 규모의 ISO Tank

석유화학

철강 · 부품

유통 · 무역 · 전자

국내 최대 Fleet 규모의 

ISO Tank Operator

1위



해운(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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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해상운송 

서비스

보유선대 현황 구분 선명 건조년도 DWT, CBM

벌크

(사선 5척)

Dl ivy 2012 82K

Dl Carnation 2014 82K

Dl Adonis 2012 79.5K

Dl Olive 2013 35K

Dl lavender 2014 35K

벌크

(BBC 7척)

Dl Acacia 2013 82K

Dl Dahlia 2013 82K

Dl Pansy 2013 58K

Dl Marigold 2012 34K

Dl Tulip 2012 34K

Dl Jasmine 2012 34K

Dl lilac 2012 34K

가스 

(사선 9척)

Dl Camellia 2001 3,500 CBM

Dl Begonia 2006 3,500 CBM

Dl Freesia 2007 3,500 CBM

Dl Poppy 2009 3,500 CBM

Dl Salvia 2008 5,000 CBM

Dl Zinnia 2008 5,000 CBM

Dl Daisy 2011 5,000 CBM

Dl lily 2011 5,000 CBM

Dl lotus 2008 6,000 CBM

CPP

(사선 2척)

Dl Rose 2007 49,997 DWT

Dl Cosmos 2007 49,995 DWT

풍부한 사선 규모를 바탕으로 다양한 화물의 운송 서비스 제공

벌크선

· Cape (iron Ore, Coal) 

· Panamax (iron Ore, Coal, Grain , Bauxite 등) 

·   Supramax (iron Ore, Coal, Grain, Fertilizer, Pig iron, Bauxite, 

Alumina 등)

· Handy (Steel product, Forest product, Cement, Scrap 등

가스선 

· C2, C3, C4 계열 등 대부분의 가스제품 운송

CPP선 

· Naphtha, Gasoline, Jet Oil, Kerosene, Gas oil 등

고객의 수요에 맞춘 신속한 운송과 안전한 항로를 제공하며, 국내 상위권에 속하

는 사선 규모를 기반으로 운송 화물의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주요항로

주요항로 (벌크선) 주요항로 (가스선)

우호화주 및 안정적 물량 확보 장기간 화주 영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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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건설정보화 / IT서비스

BUSInESS PORTFOLIO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 시공사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Know-how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적 IT서비스 뿐만 아니라 Smart Construction, 

Smart Factory, Smart Logistics 등 최신 IT 기술의 전문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설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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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기계/전기/소방/통신 

전문시공

공동주택, 오피스, 호텔, 병원 등 건축분야 및 도로, 철도, 교량 등 

토목/SOC분야의 전기, 기계, 통신 전문시공사로서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건축 / 토목 부문 기전공사 

도로, 철도, 교량 등 토목부문과 공동주택, 빌딩, 호텔 등 건축부문의 전기, 기계, 통신(iTS) 시공을 중심으로 

기술제안, 설계, 유지보수까지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방공사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각적인 소화활동을 위한 시설공사입니다. 

우수한 인력과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기반으로 약속된 시공품질 및 책임준공을 보장합니다.

정보통신공사 

건물 환경을 중심으로 설치된 각종 설비, 정보통신 등 주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첨단 iT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을 추구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Smart Home System 

Smart Home System은 세대 내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앱(APP)을 통해 월패드와 다양한 ioT 기기들의 조회 및 제어를 가능케하는 편리한 삶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부문 Smart Solution 

건축, 토목,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의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솔루션을 개발, 제공함으로 고객가치와 

시장경쟁력을 높여드립니다.

주요 실적

1 2

3 4

1  연천 e편한세상 웰스하임

2  천안 오목 물류센터 

3  해운대 더 에이치

4  천안 성성동 자동차매매단지스마트시운전 솔루션 터널통합관리 솔루션 스마트건설안전 솔루션 디지털페이스맵핑 솔루션

솔루션명 사업명 거래처 수행년도

스마트시운전

시흥은계 S3Bl 아파트 8공구(공임 839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1

파주운전3 A-4Bl 아파트 2공구(공임리츠 1,42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1

e편한세상 김포로얄하임 Dl E&C㈜ 2021

스마트건설안전
GTX-A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Dl E&C㈜ 2021

ioT기반 현장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KCC건설 2020

디지털패이스맵핑
안성-구리 13공구 시점/종점 DFM 구축 비티/KnC컨설턴트 2019

세종-안성 5공구 DFM 구축 윤성 ENG 2020

터널통합관리
(TEMS)

서울제물포터널 터널통합관리시스템 에스트래픽 2021

수원순환도로 터널통합관리시스템 디비아이앤씨 2020

덕송-내각고속도로 터널통합관리시스템 Dl E&C㈜ 2016

솔루션 부문 주요실적

사업명 거래처 사업기간

연천 e편한세상 웰스하임 소방공사 대한토지신탁 2021.03~2023.04

천안 오목 물류센터 ㈜굿윌컴퍼니 2020.12~2022.08

해운대 더 에이치 해운대육이유피에프브이㈜ 2021.07~2023.04

천안 성성동 자동차매매단지 ㈜오토메카인천안 2019.05~2020.11

부산노보텔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019.05~2020.06

상주영천 고속도로 전기, ITS 구축사업 Dl E&C외 10개사 2014.06~2017.07

수원광명 고속도로 전기, 기계, ITS 구축사업 Dl 건설외 10개사 2014.09~2016.04

부산외곽순환도로 9공구 전기, 기계공사 Dl E&C㈜ 2016.07~2018.05

광명 이케아 1호점 전기공사 이케아코리아 2013.07~2015.07

한국타이어 Central R&D Center 신축공사 한국타이어㈜ 2014.06~2016.12

건축 / 토목 부문 주요실적



IT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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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는 IT

다년간 고객의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분야별 전문 

IT Outsourc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기술 연구와 

현장 요구를 접목한 DT 솔루션을 개발하여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및 솔루션 공급

ITO & BPO

-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 

각종 정보시스템(S/W, H/W) 운영 

-   iT 인프라 서비스 : 

iDC 운영, 인프라 유지보수, 보안서비스

SI(System Integration) & IT 솔루션

-   iT컨설팅 

고객사 iT 수준 진단, iT Roadmap 수립, iSP/BPR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통합

- Smart iT 서비스

·   Smart Factory / Construction / 

logistics 솔루션 개발/공급

·   솔루션 및 제품 

안전환경, 터널시공, 유해물질검출

건설 IT & 

Smart Construction

건설 프로세스 관리 플랜트 공사 시스템 입주예약 시스템

Di-PMIS

프로젝트 생애주기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Di-CMIS

플랜트공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입주예약 시스템

입주혼란을 방지하는 

입주예약 자동화 서비스

초기공사 계획 솔루션 터널 시공정보화 솔루션 스마트 안전 / 환경 관리

DiPLAN

공사초기 자동 시뮬레이션을 통한 

물량산출 및 공사계획 검토 솔루션

고도화 솔루션

3D 기반의 관측된 이미지 기반 

막장면 분석 고도화 솔루션

Di-EHS

현장 담당자 및 작업자에게 

실시간 안전/환경 정보제공

제조 IT & 

Smart Factory

생산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시스템 에너지관리 시스템

Di-MES

생산계획 관리 및 

생산현황 통합관리

Di-QMS

실시간 품질이상 예측 및 

수율관리

Di-EMS

에너지 모니터링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비관리 시스템 환경 / 안전 시스템 스마트 안전 / 환경 관리

Di-FMS

지속적인 설비 모니터링 및  

생애주기 관리

Di-EHS

환경, 보건 및 안전분야 

효율적인 통합관리

Di-Tox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누출을 실시간 감지

물류 IT & 

Smart logistics

복합운송 관리 내륙운송 관리 매입 / 매출 관리

FMS

여러 운송 절차를 단일화한 

복합운송 서비스 제공

TMS

수출화물의 적기선을 위하여 육송, 

철송 등을 이용하여 원활한 운송지원

BMS

매입 / 매출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관리

고객 주문관리 창고관리 (입고/출고/제고) 탱크 컨테이너 관리

OMS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자산 

주문관리 서비스 제공

WMS

환물류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정보를 실시간 제공

Di-Tox

탱크 컨테이너 실시간 운송정보 

및 가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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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REAL ESTATE
부동산

자체 주거 상품 및 브랜드 개발부터 부동산 투자, 운용, exit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디벨로퍼 전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4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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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 

InnoVaTIVe 

deVeloPer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투자, 운용, 관리까지 부동산 전체 Value chain 상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거/오피스/리테일/전략자산(물류, IDC 등) 다양한 상품군에 

공격적 equity 투자를 통해 High Yield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동산 운용
글래드 라이브 글래드 마포

01부동산 개발 · 기획, 인허가 전 단계부터 사업 참여

· 자체 주거 상품/브랜드 개발 및 사업 활용

· 주거 외 iDC, 물류, Town 형 복합문화공간개발 등 다양한 상품군의 포트폴리오 구축

02부동산 투자 ·   실물자산 투자 및 시행사업의 초기 토지비/Bridge 투자 등 iRR Hurdle을 상회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 모집 및 

투자 실행 

03부동산 운용 · 회사 직간접 보유/투자 자산의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Asset management 수행

· 하위 function인 lM/PM/마케팅 등 유관 업무 지휘 및 협업

부동산 관리 · 건축물의 최적상태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한 자산 가치의 극대화 추구

부동산 개발

부동산 투자

홈플러스 의정부점 홈플러스 울산점

정밀한 Valuation을 통한 가치투자 실현 (장기 M/l)

부동산 관리 · 돈의문 D타워

· 광화문 D타워

· 한남동 Replace

· 미군험프리

· 중동아크로텔

· 포항영일신항만

인천도화 물류터미널 가산 데이터센터

‘24년 준공 예정 ‘23년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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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DAELIM P&P
대림피앤피

대림P&P는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에틸렌, 폴리부텐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림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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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PeTroCheMICal 

MarkeTer

㈜대림피앤피는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석유화학제품 전문 트레이딩 

회사로서, 폴리에틸렌 및 폴리부텐을 전 세계 다양한 고객들에게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점 · 27년간의 석유화학산업 경험을 통한 전문 마케팅 역량 보유 

· Dl케미칼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mPE 및 PB제품 판매를 위한 신규시장 개발 역량 보유 

·   폴리부텐 세계 1위 (오픈마켓 기준)

폴리에틸렌 mPE

국내 최초 독자적인 메탈로센 촉매 기술로 개발된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제품인 XP와 Vl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XP와 Vl 시리즈는 균일한 공란당체 분포 및 좁은 분자량 분포 특성으로 타 제품과 차별화된 우수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   국내 최초 3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제품인 BOCD 독자 개발, 우수한 물성과 가공성의 탁월한 밸런스를 갖춘 

제품으로 1세대, 2세대와의 차별성

HDPE

HDPE 제품은 Chevron Phillips의 Slurry 공법에 크롬촉매와 자체개발한 메탈로센 촉매를 적용하여 생산되며,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 공급 되고 있습니다.

· 헥센(Hexene-1)공단량체 적용 : 장기 물성(내 환경응력균열성, lTHS) 및 충격강도 우수

· 넓은 분자량 분포 : 입출 가공성, 특히 대형드럼가공성이 뛰어나며, 제품 표면 평활도 및 두께 균일성 우수

· 다양한 제품군 : 중·소형 용기, 대형드럼용 제품, 사출성형용 제품, PE100/80용 파이프 제품 등

EPO 대림시놀(DaelimSynol)은 메탈로센 촉매를 적용하여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중합시킨 액상 폴리머 제품으로, 

윤활유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의 점도지수조절제 및 첨가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림 자체의 EPO 제조 기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리부텐 대림폴리부텐은 Dl케미칼에서 생산한 폴리부텐의 상품명입니다. 

폴리부텐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빛이나 열에 의해 쉽게 산화되지 않고 모든 그레이드가 

무색/무취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타제품에 비해 분자량 분포가 좁아 품질 균일성이 뛰어나며 황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PE/PB 전문 마케터, 대림P&P

2019년 설립된 ㈜대림피앤피는 

전 세계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폴리에틸렌, 폴리부텐 등을 

판매하는 석유화학제품 전문 트레이딩 회사입니다.



D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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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그룹 (舊 대림그룹)

대림을 비롯하여 계열사인 DL은 

건설, 석유화학, 에너지, 레저, 교육&문화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DL GROUP
DL그룹 (舊 대림그룹)

1939년 창업, 건설 및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무역, 물류, 제조, IT, 레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13개 관계사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대표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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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석유화학 제조

•   Dl E&C

•   Dl Construction

• Dl Chemical

• 여천NCC (YNCC)

• 폴리미래 (PMC)

• 울산PP (UPP) 

• Dl Motors

에너지 레저 교육&문화

•   Dl Energy •   글래드 호텔 앤 리조트 •   대림대학교

•   대림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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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PI 해운/물류 ITC 부동산

•   석유화학 전문 트레이딩

•   Pi 제조/판매

•   해운

•   물류

•   건설정보화

•   iT사업

•   부동산 개발, 투자, 운용, 관리
1939 100 1

대한민국 최장수 건설기업 

(기업 모태 1939년 '부림상회')

건설사 중 유일하게 1955년부터 

한국 100대 기업 선정

대한민국 건설회사 1호

200KTPA 2300KTPA EPC
Polybutene(PB) 생산능력 보유로 

상업판매 시장 세계 1위 생산 능력

국내 단일 산업단지 기준 최대규모 

Naphtha cracking center 보유 

(에틸렌 기준 230만 톤 / 년)

36개국 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글로벌 최상위 EPC업체

DL GROUP



(주)대림

0318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돈의문 D-타워 

TEL : 02-3708-3491   |   FAX : 02-757-7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