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Your best partner

COMPANY
HISTORY
1982.01.04 대원문화사 설립

2007.09.17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한국디자인진흥원)

1982.02.02 인쇄소 등록(성동구)

2007.10.25 옵셋기(대국전5색기) 교체도입
2008.02.04 본사 및 공장 3층 건물 신축(성동구 성수2가 284-124)

1991.05.19 공장 확장 이전(성동구 성수2가 300-89)

19
82
since

|주|대원문화사

2008.09.18 인쇄문화대상(경영관리부문) 수상

1991.09.16 |주|대원문화사로 법인전환

2008.10.30 서울지방 조달청장 표창장 수상

1992.11.27 공장등록(성동구청)

2008.12.09 ISO 14001 인증서 획득(환경경영시스템)

1993.10.29 우수 중소기업인상 수상(숭실대학교 총장)

2009.09.14 |주|대원문화사 대통령 문화포장 수상

1993.11.15 옵셋기(국전2색기)도입

2009.10.20 Stevie Award 사외보 부분 Finalist 수상

1994.09.14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
1999.11.15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

2010.02.2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수상
2012.03.14 FSC 산림 인증서 획득(FSC-C110197)
2013.02.22 |주|대원문화사 서울특별시장 표창
2014.02.24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취임

ISO IAF 국제 인증

ISO 9001 인증

2001.09.14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Stevie Award

경영혁신 MAIN Biz

FSC® 산림인증서 획득
(FSC-C110197)

2003.06.05 CLEAN 사업장인정(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20.09.14 |주|대원문화사 인쇄문화발전 문화훈장 수훈

2003.08.06 ISO 9001 사업장인증서 획득(셀텍국제인증원)

2021.03.01 사옥 이전(파주출판도시)

2004.08.10 옵셋기(대국전5색기) 교체도입
2005.03.05 옵셋기(대국전4색기) 교체도입
2006.07.18 ISO 9001 인증서 획득(다스국제인증원)
2006.08.25 대한민국인쇄산업대상 수상
2007.08.08 기술혁신형업체(INNO-BIZ) 선정
2007.08.21 ISO 9001 인증서 획득(IAF국제 인증원)

CEO
MESSAGE

Belief
|주|대원문화사는 국내 최고 최대 기업 간행물 제작
경험을 축적한 그룹입니다.
|주|대원문화사는 국내 최고 최대 기업의
간행물 제작 경험을 축적한 그룹입니다.
1982년에 출발한 이래
디자인&출판, 인쇄에 이르기까지
Total Printing Process 각 부분에서
고퀄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많은 고객님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주|대원문화사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1982년에 출발한 이래 컨설팅, 디자인&출판, 인쇄에
이르기까지 Total Printing Process 각 부분에서
고퀼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많은 고객님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주|대원문화사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님과 동반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성공과 대한민국 인쇄산업 발전을 돕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고객님과 동반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님의 성공과 발전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 김채수

|주|대원문화사는 대표이사 김채수

DAEWON

고객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결과를 창출하는
|주|대원문화사

BUSINESS
AREA

DESIGN
열려있는 사고와 젊고 열정적인 마인드로 현재와 미래,
이성과 감성을 연결하여 고객과 브랜드의 스토리를 엮고,
맞춤형 콘텐츠를 창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Graphic

매거진, 사보, 소식지, 카다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보고서

Advertising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캘린더, 다이어리

Publication

단행본, 자서전, 사서, 백서, 교재, 교과서

Package

이것이 저희가 가장 잘, 성실히 완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기구조, 포장용기, 쇼핑백, 홍보용품

|주|대원문화사의 디자인 업무 진행은
체계적인 방식과 유연함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이것이 |주|대원문화사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홍보에 필요한 종합적인 디자인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이고 참신한 기획력과
밀도 높은 완성도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업물,
과학적인 근거와 예술적인 감각이 포함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01

02

03

04

시장조사•컨셉회의

썸네일스케치•

컨셉에 따른 이미지촬영

디자인분석•

•방향설정

리뷰•시안작업

및 삽화작업

수정보안

STEP

STEP

STEP

STEP

BUSINESS
AREA

40 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인쇄품질을 제시합니다.

PRINTING

인쇄전문 설계로
신축된
깨끗하고 자동화된

작업 환경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깨끗한 인쇄품질!
|주|대원문화사는 고객이 만족하는 제작물,
최고의
인쇄품질를 위한
최첨단

오직 그 하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ISO 9001 인증과 대한민국인쇄산업대상에 빛나는
자동화, 정보화, 최적화된 최첨단 인쇄시스템으로

습도 조절장치

최상의 인쇄품질과
속도를 자랑하는

대국전 8색기

최상의 인쇄품질을 자랑합니다.

Printing Facilities

옵셋인쇄기

옵셋인쇄기

옵셋인쇄기

CTP

대국전 8색기

대국전 5색기

대국전 4색기

(코닥)

재단기

레이저프린터기

(국전 한국대중)

평판스캐너

디지털인쇄기
일본 후지제록스
(DOCUCOLOR5000)

전산편집기 /
전산입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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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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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원문화사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와 인맥 네트워킹을 통한
방대한 인프라를 구축,
막강한 클라이언트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간의 활발한 교류와 코웍을 통해
더 큰 일을 가능케 하는 |주|대원문화사는
지금 이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

인쇄사 신고필증

공장등록 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업체정보확인용QR코드
등

|주|대원문화사는

록

분

야

용역

외자

협 업 구 분

사 업 자 등록번호

218-81-09601

개업연월일

1991/10/15

본

사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356 (문발동)

전

화

번

호

031-947-9641

팩 스 번 호

031-947-9645

1101110804826

법인등록일

1991/09/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해당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합니다.
(단, 입찰 집행기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위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40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 입찰에 참여할 시에는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갱신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접근하여
고객사가 가장 돋보일수 있도록

등록일자

1999/02/24

갱신일자

2021/04/19

자기정보
확인일자

2021/04/19

출력일자

2021/04/19

조 달 청 장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사

(주)대원문화사 (DAEWON ADVERTISING
&PRINTING CO.,LTD.)

법인등록번호

검증된 디자인&인쇄 전문업체로서

물품

한글상호(영문상호)

출판사 신고필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발행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전화번호

1588-080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조달청)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1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0.5>

신고확인증 번호: 제 12700 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 회사명 : (주)대원문화사
2. 사업자등록번호 : 2188109601
3. 대표자 : 김채수
4. 업종 : 산업디자인
5. 전문분야 :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위 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
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 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확인서

ISO 14001 인증서
(환경경영시스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4 월

15 일

/

6

PORTFOLIO

Graphic 새마을금고 카다로그

Graphic 암웨이코리아 매거진

park hye heon

portfolio 5

PORTFOLIO

바다 트레킹

봄이면바지락,겨울이면석화가꽃을피우네
길게 뻗은 서산 방조제.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봄을 알리는
햇살은 도로를 따스하게 어루만진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이름 모

철새와 함께 걷는

를 철새 무리가 발걸음 소리에 놀라 황급히 자리를 뜬다.

천수만

방조제 끝을 향해 가니 행정구역이 바뀐다. 홍성군에서 서산시로 순식
간에 이동을 한 것이다. 서산시 천수만의 시작은 간월암에서 시작한
다. 내만을 따라 드러난 갯벌 한가운데 소박하게 자리한 암자다. 보이
는 그대로 이름을 해석한다면 간월도라는 작은 섬에 지어진 암자라 간
월암이다. 불교에서 달을 돌본다는 ‘간월’이 가지는 의미는 ‘마음’을 의

가창오리 군무가 천수만 저녁 하늘에 그림을 그린다.

미한다고 한다. 즉 마음을 수행하는 암자라 할 수 있다.

수줍음이 가득한 바지락이 뽀얀 속살을 내밀어 세상 구경을 한다.

육지와 가까이 있지만 물이 들어차면 갈 수 없는 섬으로 변해버린다.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 애달픔이 이만저

물이 빠지고 바닥이 드러나니 딱딱한 껍질로 무장한 석화가

만 아니다. 몇 년 전까지 이러한 애달픔은 없었다. 물길이 열리면 걸어

끝없이 펼쳐진다.

갔고, 물이 차오르면 나룻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었다. 하지만 거친 조
바다 향기가 발걸음을 휘감는다.

류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금은 나룻배는 사라지고 없다.
길을 삼켰던 바닷물이 사라지고 간월암으로 들어가니 천수만을 품고
있는 풍경이 매력적이다.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적어 놓은 쪽지가 울

글·사진 | 이광재(여행전문기자)

타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저무는 날과 정월대보
름이면 간월암을 찾은 엄청난 인파들이 저마다의 바람을 소중히 적어
저 바다의 누군가에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들이다. 간월암 부근에
는 특별한 먹거리가 있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겨
울이면 맛이 가득 찬 굴과 관련된 음식으로 유명하다. 특히, 충청도 지
방의 특산물로 알려진 어리굴젓이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한다.

2018 Suhyup Magazine

2018 Suhyup Magazine

Graphic

화영물산 리플렛

44 • 45

46 • 47

‘마음을 수행하는 암자’라는 뜻을 지닌 간월암

Graphic 수협중앙회 매거진

Graphic 수협은행 리플렛

PORTFOLIO

www.suhyup-bank.com 고객센터 1588-1515

우리 바다를 지키는

국가대표 해양수산전문은행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지키고,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금융을 선도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Sh수협은행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대한민국 바다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Advertising 한국도서관협회 포스터&신문광고

Advertising 수협은행 포스터&신문광고

Publication 한국금융연수원 단행본

PORTFOLIO

Advertising 중소기업중앙회 다이어리

Advertising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카렌더

Advertising BHC 다이어리

PORTFOLIO

Graphic 시공미디어 초등학생 노트

|주|대원문화사는
단순한 디자인 결과물이 아닌
기업과 조화로운 아이덴티티를
목표로 향해갑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퀄리티로 보답합니다.

Your best partner

Package 이니스프리 외

Address.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356 Tel. 031.947.9640~4 Fax. 031.947.9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