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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2013

그룹 창립 60주년을 넘어 CJ가 ‘2020 GREAT CJ’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 온 60년의 

마음처럼, CJ의 도전과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을 향해 CJ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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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TRUCTURE

식품&식품서비스

FOOD&

FOOD SERVICE

식품&식품서비스 부문은 1953년 

대한민국 최초로 설탕을 생산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며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글로벌 통합 식품 브랜드 ‘비비고’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통해 한국의 맛과 식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www.cjfreshway.com

www.cjfoodville.co.kr

www.cj.co.kr

www.cj.net

ENTER

TAINMENT&

MEDIA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부문은 한류 문화와 

아시아 팝컬쳐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 투자, 유통하는 다양한 

계열사와 사업부서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CJ만의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www.cgv.co.kr

www.cjhellovision.com

www.cjenm.com

BIO&

PHARMA

생명공학

생명공학 부문은 바이오와 제약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사업부문은 50년간 축적된 

기술을 통해 라이신, 트립토판, 핵산 

등을 생산하며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제약사업부문은 적극적인 

R&D 및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www.cjbio.net

www.cjp.co.kr

INFRA

인프라

인프라 부문은 건설과 E-business, 

디지털 방송 송출을 담당하며 핵심 4대 

사업군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계열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탄탄한 인프라를 만드는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www.cjsystems.co.kr

www.cjenc.co.kr

www.cjpowercast.co.kr

신유통 

HOME

SHOPPING&

LOGISTICS

대한민국 유통의 역사와 함께해 온 신유통 

부문은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CJ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유통강자로 도약함은 

물론, 그룹 내 핵심 사업군의 쇼핑채널 

및 물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www.oliveyoung.co.kr

www.cjkoreaexpress.co.kr

www.CJmall.com

www.cjithi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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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group broChure | VISIoN&MISSIoN

phIloSophy& prINCIple

Achieve No.1 with core competence by being First, Best, Different

최초, 최고, 차별화를 추구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1등이 된다.

passion

열정정직

integrity creativity

창의

MISSIoN

ONLYONE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

VISIoN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1953년, 국내 최초로 설탕을 생산한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는 “기업이 사업을 통하여 국가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에 공

헌해야 한다”라는 사업보국 이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병철 선대회장의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

로 60년간 대한민국의 식문화를 이끌어 온 CJ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식품&식품서비스, 생명공학, 신유통,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 4대 사업군으로 분야를 넓혀가며 대표적인 생활문화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CJ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생활과 문화를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데에는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을 향한 한결같은 비전 아래, 정직과 열정, 창의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며, ONLYONE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

의 가치를 창출해 온 CJ만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CJ가 ‘2020년 GREAT CJ’로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국가

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그날까지,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CJ는 힘차게 나아겠습니다.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CJ

일류인재  •  일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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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창립 60주년을 넘어 미래 6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지난 1953년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 최초

의 설탕을 생산해내며 식품회사로의 출발을 알린 CJ는, 삼성의 모태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이

끌며 국민의 많은 사랑과 함께 성장과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이후, CJ는 1993년 독립경영을 시작으로 

식품&식품서비스 ·생명공학 ·신유통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등 4대 핵심 사업군을 구축하였으며, 창조경

영을 통해 이를 일류산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CJ는 제2 도약을 선언하며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최고의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한 역사 창조, CJ는 이것이 곧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보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뒤로 하고, 이제 CJ그룹은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핵

심 사업을 강화하고 흔들림 없는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온 가운데, 이제 ‘GLOBAL CJ’를 넘어 ‘GREAT CJ’

를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Lifestyle과 Culture가 세계를 주도하고, 이를 가장 앞서서 이끄는 최고의 생활문화기업이 

되는 것, 이것이 CJ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CJ는 전 세계인이 매년 2~3편의 한국 영화를 보고, 

매월 1~2번 한국 음식(비빔밥 등)을 먹고, 매주 1~2편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10곡 이상의 한국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매일 들으며 일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와 기업문화입니다. CJ정신을 실현하는 일류인재, 일류인재들

이 상호 챌린지를 통해 세계 1등에 도전하는 일류문화를 바탕으로 CJ의 핵심가치인 정직, 열정, 창의를 실

천하여, 그룹 경영원칙인 ONLYONE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CJ는 소외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너스캠프를 비롯하여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

활동에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 온 60년의 마음처럼, CJ의 도전과 혁신은 끝나지 않았습

니다. 2020년 최고의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이 되기 위한 CJ의 도전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향해 CJ그룹은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CJ group broChure | MeSSage froM Ceo

Sohn, Kyung-ShikLee, Jay-Hyun

창립 60주년을 넘어, 이제 GREAT CJ로 도약합니다

message From ceo

CJ그룹 대표이사  이재현 회장 •손경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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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그리고 종합식품회사로의 성장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위에서 1953년 마침내 국산 설탕 생산에 

성공하며 식품 회사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

절에 저렴하게 설탕을 공급하면서 국내 식생활을 크게 개선시켰

고, 1965년 ‘백설’에 이어 1975년 ‘다시다’를 출시하는 등 지금

도 사랑받는 CJ의 대표 식품 브랜드들을 선보였습니다. 식생활

의 변화와 함께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에 한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CJ는 종합식품회사로의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

1953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설립, 국내 최초 설탕 생산

1958  제분 사업 진출

1962  설탕 첫 수출

1965  대표 브랜드 ‘백설’ 탄생

1973  사료 사업 시작

1975  국내 최초 종합 조미료 ‘다시다’ 출시

1977  국내 최초 핵산 조미료 ‘아이미’ 출시

1978  식품연구소 설립

사업군 확대와 해외진출 기틀 마련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편리에 대한 욕구가 높

아지기 시작한 1980년대, CJ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음료, 냉동, 육가공 등 가공식품 분야로 제품군을 확장해 나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제약 사

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고 라

이신, 핵산 등 바이오 산업을 성장시키는 등 본격적인 해외 진출

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

1980  육가공 제품 종합 브랜드 ‘백설햄’ 출시

1982  ‘인터페론’ 대량생산 기술 개발 성공

1984  제약 사업 시작, 종합연구소 설립

1987  제일냉동식품(現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설립

1987  음료 사업 시작

1988  사료 공장 준공

1988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바이오 사업 진출

종합 조미료 
‘다시다’ 출시

핵산 조미료 
‘아이미’ 출시

대표 브랜드 
‘백설’ 탄생

사료 사업 
시작

육가공 사업 
시작

식용유 사업 
시작

‘인터페론’ 대량생산 
기술 개발 성공

B형 간염백신 
‘헤팍신-B’ 출시

밀가루

생산

최초의 
국산 설탕 생산

제약 사업 
시작

냉동식품

사업 시작

바이오 사업 
진출 

CJ group broChure | CJ hIStory

MILESTONES IN THE 

CJ HISTORY

CJ의 지난 60년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탐험가 정신으로 나아간 도전의 여정이었습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 국내 최초의 설탕을 생산한 이래, CJ는 밀가루, 식용유, 조미료 등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

리 밥상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더 건강하고 편리한 먹을거리로 대한민국의 식문화를 바꿔 온 CJ는 

1990년대 들어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문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생활문화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1세기를 맞은 지금, 이제 CJ가 만들어 내는 문화 콘텐츠가 한류 열풍을 주도하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편리한 라

이프스타일을 이끌어 온 홈쇼핑 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 및 유통 서

비스를 선진화하며 글로벌 유통업체로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생명

공학 부문 역시 글로벌 No.1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식문화에서 출발해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거듭

나기까지, CJ가 걸어온 60년은 도전과 개척, 창조와 성취의 여정이었습니다. 

1953년 출발한 이래 쉼 없이 달리며 대한민국의 생활문화를 창조해 온 CJ,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CJ만

의 편리하고 즐거운 문화를 전파합니다. 2013년 ‘GLOBAL CJ’ 완성을 시작으로, ‘GREAT CJ’를 향한 혁신을 통

해 다가올 60년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생활

문화기업으로 도약합니다. 

문화를 만들어 온 60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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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2 1996 19981997 2001 2002 2007 2008 2010 2011 2013

2000

종합생활문화그룹의 출범 

1990년대는 CJ가 식품회사에서 생활문화그룹으로 전환되는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독립 경영을 선언한 1993년을 전후로 제

약, 바이오, 외식사업, 영상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꾀하기 시작

했으며, 제일제당그룹 출범 후에는 식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금융, 정보통신, 물류 등 종합생활문화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

춰 나가게 됩니다. 

—

1991  국내식품업계 최초 매출 1조 원 달성

1993  삼성그룹 분리, 독립 경영 선언

1996  제일제당그룹 출범

1996  최초 상품밥 ‘햇반’ 출시

1997  음악전문 케이블TV ‘뮤직네트워크’(現 Mnet) 인수

1997  순수 국내 브랜드 ‘빕스’ 론칭

1997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론칭

1998  최초 멀티플렉스 ‘CGV강변’ 개장

문화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CJ는 빠르고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식품&식품서비스, 생명공학, 신유통, 엔터테인먼트&미디어를 

4대 핵심사업군으로 확립하고 핵심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 고객

에게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

2002  CJ그룹 출범, 새 CI 발표

2007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2010  통합 멤버십 ‘CJ ONE’ 론칭

2010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 론칭 

2011  글로벌 바이오 매출 1조 원 돌파

2011  E&M 계열 6개사 흡수합병, CJ E&M 출범 

2012  ‘MAMA(Mnet Asian Music Awards)’, 홍콩 개최 

2013  통합 CJ대한통운 출범

삼성그룹 분리, 
독립 경영 선언

제일제당

그룹 출범

즉석밥 
‘햇반’ 출시

국내 최초 멀티플렉스 
‘CGV강변’ 개장

CJ그룹 
출범 

‘뚜레쥬르’ 
1,000호점 돌파

복합문화공간 
‘CJ푸드월드’ 
오픈

필리핀 
사료 공장 준공

숙취 해소 음료 
‘컨디션’ 출시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컨세션 
사업 시작

중국 요성 
핵산 공장 준공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 론칭

CJ그룹 
창립 60주년

8

전 세계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최초이자, 최고이며, 남다른 ONLYONE을 실천하기 위해 CJ는 열정적으로 달

려왔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과 식문화로, 편리한 쇼핑과 유통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세계가 열광하는 아시아 팝컬쳐의 중심으로… CJ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생활 곳곳에 건강, 즐거움, 편리의 가치를 심으며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가 이제 새로운 내일

을 열어갑니다.

    Creating
a new
         Culture

CJ group broChure | CJ global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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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영국 런던 중심가에 Bar&Dining 형태로 문을 연 ‘비비고’ 영국 런던 소호점2012년 LA 내 최고급 상권에 문을 연 ‘비비고’ 미국 비버리힐즈점

going First

세계로 퍼져가는 우리의 맛과 문화, 

그 선두에 CJ가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내딛는 탐험가의 정신으로, CJ는 언제나 최초의 도전을 거듭

해 왔습니다. 1953년 국내 최초의 설탕을 생산하며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이끌어 왔으며, 60년 역사의 자부심과 꿈을 담아 이제 세계 곳곳에 한국의 식문화를 전파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가는 우리의 맛과 문화, CJ가 이끌어 갑니다.

GlObal bibiGO 
u.S.a., ChINa, u.K., JapaN,
SINgapore,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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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비비고’, 아시아 전역에 신선한 베이커리 문화를 전파하는 ‘뚜레쥬르’, K-POP과 

우리 식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KCON’까지, 세계를 향한 CJ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문화를 즐기게 되는 그날까지, CJ는 미래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3

1   중국 베이징 리두에 문을 연 ‘CJ푸드월드’ 해외 1호점

2   매장 수 및 매출 기준 베트남 1위 베이커리로 성장한 ‘뚜레쥬르’

3   CJ의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 ‘CJ푸드월드’

4   베트남과 함께 ‘뚜레쥬르’ 해외 진출의 거점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

CJ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셀러브리티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글로벌 대표 한식 브랜드 ‘비비고’

<2013 미슐랭 가이드 런던판>에 등재된 ‘비비고’ 영국 런던 소호점

1

4

3

2



Being the Best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의 힘, 

CJ가 즐거운 혁명을 써나갑니다

방송, 영화, 음악, 공연, 게임, 스마트미디어 분야에서 즐거운 시너지를 만들며 글로벌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CJ. 매년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는 아시아 최대 규모 시상

식 ‘MAMA’를 비롯해 해외에서 각광받는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세계로 뻗

어나가는 컬쳐플렉스 CGV, K-POP을 넘어 K-Culture를 전파하는 축제 ‘KCON’까지 

CJ는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ONLYONE 문화를 만듭니다.

GlObal MaMa CONCErT

2010  MACAU

2011  SINGAPORE

2012  HONG KONG

2013  HONG KONG

K-POP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K-Culture 페스티벌로 자리잡은 ‘KCON’

2012년에 이어 또 한번 홍콩에서 아시아 최대 음악 축제로 펼쳐진 ‘2013 MAMA’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 19개국 방송, 19억 명 시청 기록을 세웠던 ‘2011 MAMA’

14



영화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에나 CGV만의 컬쳐플렉스 문화가 퍼져나가고, ‘KCON’은 이제 미국을 넘어 

동남아까지 새로운 한류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꿈과  

즐거움을 만들어 갑니다. 늘 새롭고 가장 즐거운 한류의 중심에 CJ가 있습니다.

CJ가 

꿈과 즐거움을 

만들어 갑니다

17

CGV상암에 첫선을 보인 세계 최초의 오감 체험 상영관 ‘4DX’

1

3

2

1   영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에 27개 관을 오픈한 CGV(2013년 기준)

2  3   미국 내 한류 콘텐츠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KCON’



making a

diFFerence

남다른 생각이 창조하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CJ가 세계인의 생활 속으로 스며듭니다

CJ는 언제나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생활에 편

리함을 선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TV홈쇼핑을 만들고 아시아 홈쇼핑 벨트를 완성

해낸 CJ오쇼핑,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며 문 앞까지 편리함을 전하는 글로벌 물류기

업 CJ대한통운, 독보적인 기술로 세계인의 식탁과 생활 속에 스며든 글로벌 톱 리더 

생명공학까지 CJ는 남다른 생각과 앞선 시도로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보다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동방CJ’, ‘천천CJ’, ‘남방CJ’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한 CJ오쇼핑 바이오, 제약으로 앞서가는 CJ의 생명공학 부문

2009년 CJ오쇼핑이 인도에 론칭한 ‘스타CJ’

택배 상자부터 수천 톤 선박, 플랜트 장비까지 모든 것을 운송하는 CJ대한통운

GlObal biO-PrOduCTiON PlaNT

BRAzIL, CHINA, INDONESIA,

MALAYSIA, U.S.A.

GlObal CJ OSHOPPiNG

CHINA, INDIA, JAPAN, PHILIPPINES, 

THAILAND, TURKEY,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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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을 위한 의약품 생산기지, CJ헬스케어의 오송 공장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될 CJ ONLYONE R&D센터

식품&식품서비스

Business overvieW

사업군 매출 구성 비중 2013년 기준

생명공학 신유통식품&식품서비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인프라

29% 15% 15%39% 2%

생명공학

신유통

인프라

엔터테인먼트&미디어

21



CJ제일제당•www.cj.co.kr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설탕 제조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60여 년간 우리

나라의 식품업계를 이끌어 왔던 CJ제일제당. 명실공히 국내 1위 식품회사이자 

생물자원, 바이오까지 아우르며 글로벌 식품&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우리나라 식품업계를 선도해

온 CJ제일제당은 조미료, 육가공, 가공식품, 건강식품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국내 최고 종합식품회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FOODS 식품

국내 최초의 설탕부터 밀가루와 식용유에 이르기까지 CJ제일제당의 ‘백설’은 

우리나라 밥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 온 국

민 브랜드 ‘백설’과 더불어 프리미엄 신선식품 브랜드 ‘프레시안’도 우리나라 식

품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최초이자 최고이며 차별화된 ONLYONE적인 제품으로 새

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창출해 왔습니다. 상품밥 시장을 최초로 개척한 ‘햇반’과 

발효 조미료 시대를 연 ‘다시다’, 디저트 시장을 이끌어 온 ‘쁘띠첼’ 등 식문화를 

선도하는 수많은 브랜드 및 히트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통해 한식의 맛을 세계 곳곳

에 전파하고 있으며, 기능성 감미료와 프리믹스 등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사

업까지 더해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60년 

간의 연구와 발전, 계승과 혁신을 통해 CJ제일제당은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가

고 있습니다. 

HEALTHCARE 건강식품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CJ제일제당의 건강식품은 국내 건강

식품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드링크 시장을 창출한 ‘팻다운’, ‘먹

는 수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인 ‘이너비’, 홍삼과 인삼을 통째로 갈아 넣

은 ‘한뿌리’ 등 수많은 No.1 브랜드로 건강식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건강식품은 지속적인 연구와 신제품 출시로 더욱 건강한 삶을 선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22 FOOd&FOOd SErViCE

 

Food&

Food service

식품&식품서비스 부문은 CJ그룹의 출발점이자 중심입니다. 1953년 

최초로 설탕을 생산하며 출발한 이후,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면

서 대한민국의 식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CJ그룹의 식품&식품서비

스 부문은 60년간 우리나라 식문화를 만들어 온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식문화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로 퍼져가는 한국의 맛과 

문화, 그 중심에 CJ그룹 식품&식품서비스 부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www.cj.co.kr

CJ푸드빌•www.cjfoodville.co.kr

CJ프레시웨이•www.cjfreshway.com

buSiNESS OVErViEW

식품&식품서비스 부문 매출액

식품&식품서비스 부문 글로벌 매출 비중

식품&식품서비스 부문 매출 구성

(2013년 기준)

60,693억 원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기타

9%

56%

24%

2%

18%



FEED&LIVESTOCK 생물자원

CJ제일제당은 1973년 사료 사업에 진출한 이래 양돈, 축우, 양계, 양어, 애견 

등의 분야에서 120여 종의 다양한 사료를 출시, 국내외에 공급하며 세계적 사

료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전문성과 차별화된 솔루션으

로 글로벌 Top 10 사료메이커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GLOBAL ACTIVITIES  글로벌 진출

식문화의 발전과 함께해 온 CJ제일제당 60년 역사의 자부심을 담아 탄생한 

‘비비고’는 한식 문화 전도사로서 한식의 맛과 멋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

다. CJ제일제당은 한식의 맛을 대표하는 만두, 양념장, 장류, 김치, 김을 ‘비비

고’의 이름으로 선보이며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한식을 만들어 가고 있습

니다. 글로벌 식품&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이제 ‘비비

고’를 앞세워 한식 세계화의 선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메뉴 개발 센터 ‘통합 R&D 연구소’는 CJ제일제당

과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가 모여 있는 서울 중구 동호로 CJ제

일제당센터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식문화의 발전과 함께 

해 온 CJ의 60년 역량을 바탕으로, ‘통합 R&D 연구소’는 3사간 협

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메뉴와 제품을 개발하며 활발히 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CJ제일제당의 신제품 및 기존 제품들의 맛 품질을 점

검하고 제품을 이용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으며, ‘뚜레쥬르’, ‘빕

스’ 등 CJ푸드빌 외식 브랜드들이 계절마다 선보이는 신 메뉴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별 메뉴 개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브랜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킨 메뉴를 개발

하고 있는데, CJ제일제당이 ‘빕스’ 셰프의 노하우를 담은 ‘프레시

안 by VIPS’를 출시하고 CJ프레시웨이의 단체 급식장에서 ‘빕스’

나 ‘차이나팩토리’의 메뉴를 제공하는 것 등이 그 성과입니다. 영국 

런던의 ‘비비고’와 중국 북경의 ‘빕스’ 등 해외 매장에서 선보이는 

새 메뉴들도 모두 이곳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메뉴 개발과 푸드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통합 R&D 

연구소’. 한식 세계화와 외식 트렌드를 이끌며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K-Food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통합 R&D 연구소’의 활약

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문을 연 ‘백설요리원’은 1953년 탄생하여 우리 식탁

에 늘 함께해 온 ‘백설’의 이름을 딴 쿠킹 스튜디오입니다. 최신 시

설의 빅 키친과 어린이들이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키즈 키친,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이닝룸 등 깔끔한 유

럽식 인테리어와 최고의 조리기구로 채워진 ‘백설요리원’에서는 

CJ를 사랑하는 고객과 ‘CJ The Farm’에 견학 온 어린이들, ‘CJ푸

드월드’를 찾은 주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CJ만의 즐거운 쿠킹 클

래스가 연중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설요리원’은 대한민국의 식문

화를 이끌어온 CJ가 고객에게 한 발짝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간으

로, 요리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식 세계화를 향한 전초 기지, 통합 R&D 연구소

요리의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 백설요리원

연구 개발에서 교육까지

우리 식문화를 이끌어 가는 

CJ의 인프라

2524



1994년 패밀리 레스토랑 ‘스카이락’으로 출발한 CJ푸드빌은 다양한 외식&프

랜차이즈 브랜드를 비롯해 복합외식문화공간인 ‘CJ푸드월드’와 ‘N서울타워’, 

공항이나 휴게소에 식음료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세션 브랜드 등을 운

영하는 종합 외식서비스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CJ푸드빌은 차별화된 맛과 품

질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ONLYONE 정신과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창조적이

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해 왔습니다.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대한민국의 외

식 문화를 이끌어 온 CJ푸드빌은 글로벌 대표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비롯해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 등 여러 브랜드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이제 

세계 곳곳에 한국의 외식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RESTAURANT 외식

CJ푸드빌은 프리미엄 스테이크하우스 ‘빕스’, 글로벌 대표 한식 브랜드 ‘비비

고’, 색다른 차이니즈 캐주얼 레스토랑 ‘차이나팩토리’, 면 전문점 ‘제일제면소’, 

뉴욕 정통 프리미엄 스테이크하우스 ‘더스테이크하우스 바이 빕스’, 건강한 한

식 브랜드 ‘계절밥상’, Italian Urban Bistro ‘더플레이스’, 코리안 파인 다이닝 ‘다

담’, 프리미엄 일식당 ‘우오’, 딤섬&차이니즈 퀴진 ‘몽중헌’ 등을 운영하면서 대

한민국 외식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FRANCHISE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는 재료부터 다른 건강한 베이커리 ‘뚜레쥬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 커피 전문성을 강화한 트렌디한 카페 ‘투썸커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전문점 ‘콜드스톤 크리머리’가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

즈 베이커리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뚜레쥬르’는 정직하고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으며, ‘투썸플레이스’는 딥로스팅 커피와 유럽 스타일 디저트를, ‘콜드스톤 크

리머리’는 신나고 개성 있는 독특한 아이스크림 문화를 선보입니다. 또한 ‘투썸

커피’는 커피 전문성을 강화한 트렌디한 카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CJ FOODWORLD, N SEOULTOWER  복합외식문화공간

2011년 CJ푸드빌은 CJ푸드빌과 CJ제일제당의 다양한 브랜드를 한곳에서 경

험할 수 있는 식문화 테마파크 ‘CJ푸드월드’를 론칭하며 식품업계에 새로운 이

정표를 세웠습니다. ‘CJ푸드월드’는 음식 원재료를 재배하는 공간부터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 베이커리는 물론 쇼핑과 쿠킹 스튜디오에 이르기까지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식품업계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입니

다. 뿐만 아니라 CJ푸드빌은 최고의 F&B 서비스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 ‘N서울타워’를 비롯해 ‘엔그릴’, ‘한쿡’, ‘더 베스트 버거 인 서울’, ‘더플레이

스 다이닝’, ‘엔테라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남산의 아름다운 자연, 사랑의 자물쇠 등 로맨틱한 콘텐츠, 여기에 

CJ의 역량이 집약된 최고의 F&B 서비스까지 어우러진 ‘N서울타워’는 연인들

의 데이트 장소이자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CJ푸드빌•www.cjfoodvil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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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SSION  컨세션 / 웨딩&파티

CJ푸드빌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과 KTX 역사, 고속도

로 휴게소, 롯데월드 등의 문화레저시설, 대형 병원의 식음 및 편의시설 분야

에 진출해 있습니다. 장소의 특성에 따라 ‘푸드오클락’과 ‘푸드온에어’로 운영

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메뉴와 운영 노하우, 신선한 공간 기획 등을 통해 CJ푸

드빌만의 컨세션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CJ푸드빌은 최고

의 점포 구성 능력과 개발 경쟁력을 바탕으로 컨세션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CJ푸드빌은 웨딩 연회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펠가모’와 ‘프리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제같은 순간을 의

미하는 ‘아펠가모’는 국내외 유명 파인다이닝을 이끌었던 스타 셰프를 필두로, 

‘맛있는 웨딩’을 표방하는 웨딩&파티 브랜드입니다.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창의적인 메뉴와 세련된 푸드 스타일링으로 웨딩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돌잔치를 할 수 있는 파티 하우스 ‘프리베’는 감각적

이면서도 맛있는 요리와 전문가의 섬세한 서비스로, 내 아이의 소중한 날을 조

금 더 의미 있고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GLOBAL ACTIVITIES  글로벌 진출

대한민국의 외식 문화를 이끌어온 CJ푸드빌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세계 곳

곳에 한국의 외식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는 2004년 미국을 시

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표 한식 브랜드 ‘비

비고’ 역시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매장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빕스’와 ‘투썸커피’, ‘CJ푸드월드’ 역시 중국에 성공

적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자재 유통&푸드 서비스 전문 기업입

니다. 1999년 국내 최초로 전문기업형 식자재 유통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

기 시작한 이후 식품 대리점, 단체 급식당, 호텔, 체인 레스토랑, 일반 식당 등에 

2만여 종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선두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전국 권역의 물류

센터, 식품안전센터, 조리아카데미 등 최고의 인프라를 통해 세계적인 식자재 

유통&푸드 서비스 리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걸친 글로벌 소

싱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현지에 식품안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중국산 식자재

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어 이제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식자재 유통&푸드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FOOD NETWORK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는 선진 유통시스템과 글로벌 소싱 확

대로 2만여 품목의 엄선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B2B(기업 대 기업) 식

자재 유통 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츠웰’과 농ㆍ수ㆍ축

산물 PB ‘프레시웨이(FRESHWAY)’로 식자재 유통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FOOD SERVICE  푸드 서비스

국내 대표 푸드 서비스 기업인 CJ프레시웨이는 8,000여 가지 메뉴군을 활용한 

고객맞춤 메뉴서비스 제공, 전문성을 확보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CJ

인프라를 기반으로 복합화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www.cjfreshw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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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은 사료용 아미노산 및 식품 첨가제 분야에서 글로

벌 TOP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4년 MSG 생산에서 시작해 지난 50

여 년간 축적된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7개 사업장에서 ‘라이신’, ‘쓰레

오닌’, ‘트립토판’, ‘핵산’, ‘MSG’ 등을 생산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

발에 성공한 ‘핵산’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이며, 사료용 아미노산 ‘라이신’도 

글로벌 1위로 올라서는 등 글로벌 No.1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메치오닌’을 생산하는 친환경 바이오 공법을 개발하는 등 세계 그

린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CJ그룹의 글로벌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은 미생물 발효산업 분야의 글로벌 1위를 향해 달

려가고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신규 소재 개발, 규모 확장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바이오 사업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전 세계 바이오 산

업의 확고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1984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으로 사업을 시작한 CJ헬스케어는 국내 대

표 제약사로 성장했습니다. 항암, 순환, 당뇨, 신장질환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

(ETC)과 원료의약품(API), H&B(Health&Beauty) 분야에서 국내 대표 제약사

로 확고히 입지를 굳혀온 CJ헬스케어는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위해 끊임없

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R&D를 통한 경쟁력 있는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과 글

로벌 수준의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내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cGMP 

수준의 오송 공장을 준공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2014년 완

공 예정인 ‘CJ ONLYONE R&D센터’는 향후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을 할 수 있

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CJ헬스케어는 

2025년까지 해외 비중 40% 이상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No.1 제약기업으로 도

약해 나갈 것입니다. 

라이신 글로벌 시장 점유율(2013년 기준) 27%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www.cjbio.net

CJ헬스케어•www.cj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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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

 CJ헬스케어

87%

Bio&

pharma

CJ그룹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명공학 

사업에 헌신해 왔습니다. 바이오사업부문은 사료용 아미노산 및 식품 

첨가제 분야에서 글로벌 톱 리더로 자리 잡았고, 국내 대표 제약사로 입

지를 굳힌 CJ헬스케어는 2025년까지 No.1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비

전을 바탕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CJ

그룹의 생명공학 부문이 생명공학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www.cjbio.net

CJ헬스케어•www.cjp.co.kr

buSiNESS OVErViEW

33,331억 원

72%

생명공학 부문 매출액

생명공학 부문 글로벌 매출 비중

생명공학 부문 매출 구성

(2013년 기준) 13%



CJ오쇼핑•www.CJmall.com

대한민국 쇼핑 문화의 개척자 CJ오쇼핑은 1995년 국내 최초로 TV홈쇼핑 방송

을 시작하며 국내 온라인 유통 산업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TV홈쇼핑, 카탈

로그, 인터넷, 모바일, 뉴미디어 등 새로운 플랫폼을 한발 앞서 도입하여 고객에

게 가장 사랑받는 온라인 미디어 쇼핑 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시장에

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4년 중국 ‘동방CJ’를 시작으로 인도,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왔으며, 2012년 터키에 

설립한 ‘MCJ’가 첫 방송을 개시하며 유럽 무대까지 진출했습니다. CJ오쇼핑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쇼핑을 제공하며 국내와 아시아를 넘어 글로

벌 시장을 리드하는 최고의 미디어 쇼핑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TV HOMESHOPPING  TV홈쇼핑 

1995년 개국 이래 차별화된 상품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 발굴을 위해 노

력해 온 CJ오쇼핑은 쇼핑과 정보, 보는 재미가 결합된 ‘쇼퍼테인먼트’형 방송으

로 앞서 가는 쇼핑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업계 최초 방송 편성표 공개, 실시간 

문자 방송, 독자적인 브랜드 론칭 등 국내 TV홈쇼핑의 혁신을 이끌면서 새로운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MULTI CHANNEL  멀티 채널

CJ오쇼핑은 TV홈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된 쇼핑 채널을 통해 

고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12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를 차지한 인터

넷 쇼핑몰 ‘CJmall’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CJ온마트’와 ‘오마트’, ‘베이

비오샵’, ‘퍼스트룩’ 등 특별한 전문몰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

일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쇼핑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소셜 커머스 ‘오

클락’,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CJ오쇼핑 최초의 단독 오프라인 매장 ‘퍼

스트룩 마켓’, 매달 100만 부 이상 발행하는 쇼핑 카탈로그 등 CJ오쇼핑은 트렌

드를 선도하는 쇼핑 문화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

즈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3332 HOMESHOPPiNG&lOGiSTiCS

 CJ오쇼핑

 CJ대한통운

 CJ올리브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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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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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통 산업의 역사와 함께해 온 CJ그룹의 신유통 부문이 국내

와 글로벌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

상하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은 전 세계에 홈쇼핑 문화를 수출하고, CJ

대한통운은 글로벌 TOP5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Health&Beauty Store’ 개념을 도입한 CJ올리브영은 새로

운 쇼핑 문화를, CJ에듀케이션즈는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

다. CJ그룹의 신유통 부문은 쇼핑에서 물류까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을 창조하며 글로벌 유통 강자로 도약할 것입니다.

CJ오쇼핑•www.CJmall.com

CJ대한통운•www.cjkoreaexpress.co.kr

CJ올리브영•www.oliveyoung.co.kr

CJ에듀케이션즈•www.cjithink.com

buSiNESS OVErViEW

56,181억 원

11%

24%

신유통 부문 매출액

신유통 부문 글로벌 매출 비중

신유통 부문 매출 구성

(2013년 기준)

8%
67%1%



1930년 대한민국 최초의 물류회사로 탄생하여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CJ대한통운이 ONLYONE의 가치와 함께 새롭게 도약합니

다. 2011년 CJ그룹에 편입된 데 이어 2013년에는 CJ GLS와 하나가 되면서 

CJ대한통운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Top 5’를 지향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택배 상자부터 수천 톤급 선박과 플랜트 장비까지 모

든 물류를 책임지는 CJ대한통운은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물

류, 택배 사업, 해운ㆍ항만 사업, 포워딩 사업 등 물류 전 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One-Stop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1980년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제 시장에서 세

계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CJ대한통운은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시

장에 진출하여 아시아, 미주 등 16개국 70여 거점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

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ONLYONE의 정신으로 물류의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CJ대한통운은 보다 확장

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물류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CJ대한통운은 2020년까지 매출 25조 원, 해외 매출 비중 50% 이상, 해외 50

개국 200개 네트워크를 갖춤으로써 지금보다 더 넓은 세계 무대에서 물류의 지

평을 넓혀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Health&Beauty Store’ CJ올리브영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새

로운 쇼핑가치를 창출하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합니다. 1만여 개의 다

양하고 트렌디한 상품과 자유로운 테스트 및 비교 구매를 통해 최상의 쇼핑 가

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CJ올리브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엘르걸’, ‘식물나라’, 

‘보타닉힐 보’ 등의 PB 상품과 ‘코티지’, ‘불독’ 등의 EB 상품 역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서울 명동에 오픈한 ‘올리브영 라이프

스타일 체험센터’는 쇼핑, 놀이, 문화, 체험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각광받고 있으며, 2013년 문을 연 홍대입구역점은 

개성 넘치는 홍대 문화가 반영되어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일 평균 구매 고객 10만 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CJ올리브영은 건

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대한민국 대표 Health&Beauty Store로 자리

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CJ올리브영•www.oliveyoung.co.krCJ대한통운•www.cjkoreaexpress.co.kr

CJ에듀케이션즈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에 스마트한 IT 기술을 더해 새로운 교육 

문화를 창조하는 영유아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건강한 디지털 교육 문화

를 창조하고자 하는 철학으로 2012년 출범한 이래 뛰어난 디자인과 수준 높은 콘

텐츠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애플리케

이션(App)+교재+교구’가 효과적으로 연동되는 입체적 통합 학습 프로그램 ‘나는 

생각’ 시리즈를 출시하며 영유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에듀케이션즈•www.cjithi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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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문화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

는 CJ E&M. 2011년 CJ미디어, 온미디어, CJ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CJ

인터넷, (구)오미디어홀딩스가 통합하여 출범한 이래 질적, 양적으로 성장함

으로써 아시아 No.1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

습니다. 이제 CJ E&M은 다양한 장르를 융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ONLYONE 콘텐츠를 생산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되어 한류의 세계화를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MEDIA  방송사업부문

음악채널 ‘Mnet’으로 출발한 CJ E&M 방송사업부문은 대한민국 케이블TV 역

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tvN’, ‘Mnet’, ‘OCN’ 등 국내 압도적 1위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미디어 그룹으로서 현재 18개 채널의 프로그램들을 다

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CJ E&M 방송사업부문의 수준 높

은 방송 콘텐츠들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시청자들과 만나며 새로운 즐

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FILM  영화사업부문

아시아 No.1 스튜디오, CJ E&M 영화사업부문은 1995년 영상 산업에 진출한 

이래 한국 영화 시장을 리드하며 아시아 영화 산업의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작

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영화를 기획, 개발, 투자, 배급하면서 영화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CJ E&M 영화사업부문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영화 시장을 움직이는 주역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MUSIC  음악사업부문

CJ E&M 음악사업부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투자, 기획, 제작, 유통을 통

해 K-POP의 붐을 이끌고 있습니다. 방대한 뮤직 콘텐츠와 독보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국내 음악 산업의 시스템화를 이끌어 왔으며, 국내 최초의 브랜드 공

연 및 페스티벌 시대를 개척하며 음악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5%

enter

tainment

&media

CJ그룹의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부문은 한류 문화와 아시아 팝컬쳐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기업을 

넘어 아시아 No.1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부상한 CJ E&M, 최초의 멀티

플렉스 상영관으로 출발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CJ CGV, 모바일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세계 최고의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CJ헬로비전이 세계가 함께 즐기는 CJ의 ONLYONE 문화를 만들어나

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생활 속에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게 되

는 그날까지,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부문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CJ E&M•www.cjenm.com

CJ CGV•www.cgv.co.kr

CJ헬로비전•www.cjhellovision.com

buSiNESS OVErViEW

36,588억 원

5%

 CJ E&M

 CJ CGV

 CJ헬로비전

CJ E&M•www.cjenm.com

ENTErTaiNMENT&MEdia

30%

25%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부문 매출액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부문 글로벌 매출 비중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부문 매출 구성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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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ENTERTAINMENT  공연사업부문

CJ E&M 공연사업부문은 2003년 뮤지컬 시장에 뛰어든 이후, 매년 30편 

이상의 작품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뮤지컬 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지킬앤하이드> 등 세계적인 라이선스 뮤지컬뿐만 아니라 <김종욱 

찾기>, <비밥> 등 창작 뮤지컬도 선보였으며, 중국판 <맘마미아>와 <캣츠>까지 

성공적으로 제작하는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GAMES  게임사업부문

넷마블을 통해 70여 종의 PC 온라인게임과 30여 종의 모바일 게임을 선보이

고 있는 CJ E&M 게임사업부문은 MMORPG, 캐주얼, 스포츠, FPS, 웹보드 등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며 전 세계에 게임을 수출하는 글로벌 Top 온라인 게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성장 동력인 모바일 게임의 성공으로 최

고의 모바일 퍼블리셔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SMART MEDIA  스마트미디어사업부문

CJ E&M의 스마트미디어사업부문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모바

일 라이프스타일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뮤직포털 ‘엠넷닷컴’(www.mnet.

com)을 비롯해 K-POP 영상과 이미지, 뉴스 등의 콘텐츠를 다국어로 감상할 

수 있는 글로벌 사이트 ‘Mwave’(www.mwave.me)를 통해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과 전세계 K-POP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CJ E&M이 보유

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흥

미로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CJ CGV는 국내 최초로 멀티플렉스를 도입하며 영화 관람의 트렌드를 이끌어

온 대한민국 No.1 영화관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스크린 수와 체인망을 보

유하고 관객점유율, 고객만족도 등에서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CJ 

CGV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ONLYONE 정신의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

고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는 공간이 관객에게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CJ CGV는 다

양한 특별관을 연구하고 선보여 왔습니다. ‘4DX’, ‘SCREENX’, ‘SOUNDX’ 

등의 특별관은 테크놀로지의 혁신을 보여주며, ‘THE PRIVATE CINEMA’, 

‘CINE de CHEF’, ‘GOLD CLASS’ 등은 프리미엄한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멀티플렉스 시대를 이끌었던 CJ CGV는 CGV청담씨네시티와 

CGV여의도, CGV신촌아트레온, CGV영등포를 오픈하며 멀티플렉스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컬쳐플렉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화(culture)와 복합공간

(complex)이 결합된 컬쳐플렉스는 영화관을 중심으로 카페, 레스토랑, 편집

샵, 쇼케이스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영화관의 새로운 패러

다임입니다.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창조해 내고 있는 CJ CGV가 이제 중국, 미국, 베트남

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CJ CGV만의 컬쳐플렉스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

다. 국내에서 쌓은 차별화된 서비스 노하우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CJ CGV

는 세계 속의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CJ CGV•www.cg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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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은 미디어 빅뱅 시대에 콘텐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며 세계 최고

의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2년 케이블 방송으로 첫발을 디

딘 이후, 최초의 역사를 기록한 UHDTV 서비스와 기가인터넷, 기가와이파이 등 

차세대 방송 통신기술부터 스마트폰과 TV를 연결하는 차세대 방송 플랫폼 ‘헬로

tv 스마트’, 국내 최다 실시간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케이블TV ‘헬로tv’, 국

내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초광속 인터넷 ‘헬로인터넷’,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집

전화 ‘헬로전화(집전화/기업전화)’, 대한민국 1등 알뜰폰 ‘헬로모바일’, N스크린 

시대를 이끌어가는 서비스 ‘티빙’, 저렴한 국제 전화 브랜드 ‘00747’ 등의 서비스

를 운영합니다. CJ헬로비전은 창의적인 생각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토대로 

전 세계 방송 ·정보통신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hello tv smart  헬로tv 스마트

기존 채널 및 VOD 중심의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

공하는 차세대 방송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과 TV의 지속적인 초연결성을 통

해 진정한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TV’를 추구합니다.

hello mobile  헬로모바일

CJ가 만든 대한민국 1등 알뜰폰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

를 담아 고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풍

부한 서비스로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ving  티빙

라이브 채널 및 방송, 영화 VOD를 PC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모

든 스마트 기기에서 HD급 고화질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동

영상 서비스로, N스크린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J의 시너지가 탄생시킨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복합문화공간

2011년, 외식과 요리, 식재료를 포함해 생활문화용품 쇼핑까지 체

험할 수 있는 복합외식문화공간인 ‘CJ푸드월드’가 서울 중구 동호

로 CJ제일제당센터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CJ 계열사의 다양한 브

랜드와 함께 벼와 콩이 자라는 실내 농장, 요리 체험이 가능한 ‘백설

요리원’까지 식문화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CJ푸

드월드’는 오픈과 동시에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CJ푸드빌,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CJ CGV, CJ E&M 등 CJ 

계열사들이 각 사업부를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CJ의 복합문화공간 사업은 

‘CJ푸드월드’ 여의도 IFC몰점, ‘CGV청담씨네시티’ 등 새로운 라이

프스타일 공간으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CJ푸드월드’ 제일제당

센터점은 오픈 2년 만에 누적 고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최

근에는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떠오르면서 대표적인 한국 관

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 금융, 정치의 1번지로 대변되

는 여의도 IFC몰 내 ‘CJ푸드월드’ 역시 직장인, 외국인 비즈니스 고

객 등을 포함한 타겟 고객의 특성에 맞춰 CJ 브랜드를 집결시킴으

로써 여의도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더스테이크하우스 바이 빕스’, ‘제일제면소’, ‘엠펍(M PUB)’을 비

롯해 올리브TV와 함께 만든 ‘올리브 마켓’까지, CJ의 트렌디한 식

문화 브랜드와 문화 콘텐츠 역량이 결합해 한 단계 진화한 복합문

화공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CGV’는 물론, ‘비비고’, ‘라뜰리에 뚜레쥬르’, ‘투썸커피’, ‘더스테이

크하우스 바이 빕스’, ‘M Cube’, ‘퍼스트룩 마켓’이 집결되어 있는 

‘CGV청담씨네시티’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영화관 씨네시티 건물은 이제 프리미엄 영화관과 패션 팝

업스토어,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한데 모여 있는 고품격 복합문화

공간이자 문화적 감성을 담은 강남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습니

다.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체험도 하

는 새로운 개념의 라이프스타일이 CJ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쇼핑, 외식, 여가 등 다양한 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게 만든 CJ

의 라이프스타일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

는 해외로도 점차 전파되고 있습니다. CJ의 트렌디한 식문화와 문

화 콘텐츠 역량이 융합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미

래 CJ 글로벌화의 핵심 콘텐츠이자 CJ만이 가능한 ONLYONE 정

신의 성공적인 모델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CJ푸드월드’ 제일제당센터점

4140

CJ헬로비전•www.cjhellovis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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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청담씨네시티’

‘CJ푸드월드’ 여의도 IFC몰점 ‘올리브 마켓’

buSiNESS OVErViEW

CJ건설•www.cjenc.co.kr

CJ시스템즈•www.cjsystems.co.kr

CJ파워캐스트•www.cjpowercast.co.kr

인프라 부문 매출액

1,723억 원

CJ건설은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 리조트 개발 및 운영 등의 주력 사업을 바탕

으로 최고의 공간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Building Your Dream, Con-

structing the Future’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건축분야의 시공사례를 경험하면

서 차별화된 역량을 쌓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하

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산업 플랜트 전반으로 엔지니어링 사업도 확

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CJ건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클럽 나인브릿지’와 ‘해

슬리 나인브릿지’를 비롯해 CJ그룹 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CJ푸드월드’ 등 복

합화 공간까지 창조해 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CJ건설•www.cje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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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CJ시스템즈는 정보시스템 개발과 구축, 시스

템 관리 및 운영, 데이타센터(IDC)서비스 등 토털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J 내 

핵심 사업군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프라를 지원해 온 CJ시스

템즈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 기업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트

렌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안하며 IT 업계를 리드해 나갈 것입니다.
CJ시스템즈•www.cjsystems.co.kr

CJ group broChure | Creating Shared Value

함께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가치

CJ는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을 기

업의 목표로 삼고 있기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1999년 사회공헌(CSR) 전담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펼쳐온 CJ는 2013년 공유가치창출(CSV)경영실

로 확대하여 기업활동 자체가 사회 공동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

다. 모두가 함께하여 더욱 행복한 사회, CJ가 만들어갑니다.

CJ나눔재단
www.donorscamp.org

CJ azit
www.cjazit.org

CJ문화재단
www.cjculturefoundation.org

CJ파워캐스트는 2003년 설립된 이후, 극장 스크린 광고(DSA), 디지털 사이니

지(Digital Signage) 광고 기획 ·운영, DI(Digital Intermediate),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디지털 방송 송출 산업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콘텐츠와 관련한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영화, 광고 등 콘텐츠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과 고도화된 기술로 차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영상 포스트 프로덕션 시스템과 특수영상 제작까지, CJ파워캐스

트가 아시아의 No.1 디지털 콘텐츠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J파워캐스트•www.cjpowercast.co.kr

creating
shar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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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을 중요한 경영가

치로 삼고 있습니다. ‘즐거운동행’은 이러한 CJ의 상생 경영 의지가 담긴 

동반성장 브랜드입니다. CJ의 ‘즐거운동행’은 2011년, CJ제일제당이 지

역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전국 유통을 대행해주는 ‘즐거운동행-상생제품’

을 선보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5대 품목 30개 제품

의 자체 마진을 포기한 ‘즐거운동행-국민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을 

10% 낮추면서 협력업체 납품 가격은 유지하여 국민과 중소기업에 혜택

이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2012년, ‘즐거운동행’은 CJ그룹 전체의 상생 

활동으로 확대되면서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중소기업에 

R&D 기술력을 지원하여 친환경 비닐 봉투를 개발, 이를 전국 뚜레쥬르 

및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전략을 

컨설팅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 분야를 R&D와 마케팅까지 확

대하고 있습니다.

CJ의 계열사 역시 ‘즐거운동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은 ‘1촌 

1명품’, ‘1사 1명품’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CJ CGV는 다양성 영화에 상영 기회를 지원하는 ‘무비

꼴라쥬 상’을 ‘즐거운동행’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은 

협력사 우수 인재 채용과 교육을 지원하는 ‘즐거운동행! 헬로 서비스 아카

데미’와 ‘헬로두모악서밋’ 등을 통해 함께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CJ프레시웨이는 협력업체와 산지 지자체 및 농가를 대상

으로 기술 개발 공유 및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

치고 있습니다. 

‘즐거운동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로 진화한 상생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J는 앞으로도 

모든 계열사가 손잡고 나눔과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내 첫 동반성장 브랜드

즐거운동행

CJ group broChure | CreatINg Shared Value

CJ의 상생 경영 의지가 담긴 동반성장 브랜드, ‘즐거운동행’. 

2013년 CJ그룹 전체의 상생 활동으로 확대된 ‘즐거운동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CSV로 

진화한 상생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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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설립된 CJ문화재단은 누구나 예술을 꿈꿀 수 있도록 젊은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이 

꽃피는 문화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CJ아

지트’를 통해 대중문화 분야의 창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 문화한국을 이

끌어 갈 젊은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CJ아지트’는 비제도권의 젊은 예술인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여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해 실력 있는 미래 

문화예술인을 제도권으로 연결합니다. 대중음악지원사업으로는 스타시스템 

바깥에 있는 신인 뮤지션에게 네트워킹, 홍보마케팅, 쇼케이스 등 전반적인 활

동을 지원하는 ‘튠업(Tune up)’과 국내 최초로 잠재력 있는 해외 소재 대중음악 

전공자들을 지원하는 ‘대중음악장학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영화 ·방송지원사

업으로 신인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기획 단계인 트리트먼트에서 전문가 멘토

링, 특강 등을 통해 시나리오로 완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S(Project S)’가 

있으며, 공연지원사업으로는 뮤지컬 ·연극 부문의 신인 창작자들에게 연습실, 

작품 개발비, 배우 캐스팅, 리딩(Reading) 또는 공연 무대 등 신작 공연의 개발

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티브 마인즈(Creative Mind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문화한국을 응원합니다,

CJ문화재단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

CJ나눔재단

1 2005년 설립된 이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CJ도너스캠프’

2 ‘CJ도너스캠프’가 7년간 지원한 공부방은 전국 3,500여 개

3 재능있는 신인 뮤지션을 지원하는 CJ문화재단의 ‘튠업(Tune Up)’

4  뮤지컬·연극 부문의 신인 창작자들에게 신작 공연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CJ문화재단의 ‘크리에이티브 마인즈(Creative Minds)’

1 2

3 4

CJ는 2005년 7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CJ나눔재

단을 설립했습니다. CJ나눔재단을 통해 빈곤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CJ도너

스캠프’와 식품 나눔 사업 ‘푸드뱅크’에 기부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 계열사 임직

원의 자원봉사를 더해 사회 곳곳에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기업이 출연한 재단 최초로 시민들의 정기기부를 통해 성장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 공헌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 사이트(www.donorscamp.org)를 통해 참여자가 기부한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CJ나눔재단이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기부의 의미를 더욱 값

지게 하였으며, 2012년까지 3,500여 곳의 공부방 지원과 함께 기부자 26만 명

과 기부금 100억 원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해 왔습

니다. 7년여를 이어온 ‘CJ도너스캠프’는 지원받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또 다른 나

눔에 참여하는 것, 수혜자와 기부자가 나눔의 선순환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CJ도너스캠프’는 사회적 자본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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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삼고 있는 CJ는 동반성장 브랜드 ‘즐거운동행’과 

CJ나눔재단, CJ문화재단을 주축으로 상생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각 계열사에

서도 비즈니스 인프라와 결합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사업 현장과 사회 곳곳에

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CGV는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소외 아동들을 찾아가 직접 영화를 만들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토토의 작업실’을 운영합니다. 최근에는 보다 많은 아동들이 영

화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곳곳을 찾

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 영화를 상

영하는 ‘장애인영화관람데이’를 실시, 장애를 넘어 영화의 감동을 누릴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단체 급식의 특성을 살려 매주 금

요일마다 임직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저녁 식사를 만들어 주고, 특별한 

날이나 방학 중에는 아동들을 초청해 요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CJ E&M 영화사업부문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자체 제작 혹은 배급 영화를 문화 

소외 지역에 선보이는 ‘시네마투유’를 진행하고 있으며, CJ푸드빌은 매월 공부

방 아동들을 ‘빕스’로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빕스 나눔데이’와 아동 식습관 개

선 프로젝트인 ‘빕스 어린이건강교실’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J

주식회사는 매년 공부방 아동들을 위해 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의 각 계열사들은 사업적 특성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가 결합된 사회공

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J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

해, 사회 구석구석을 찾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는

CJ 계열사별 나눔활동

CJ group broChure | SportS MarKetINg

1   사업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는 CJ 각 계열사들

2   소외 아동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CJ CGV의 ‘토토의 작업실’

3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CJ CGV의 ‘장애인영화관람데이’

4   
 2006

년 창단 이래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CJ엔투스’

5   국내에 모터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CJ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1

2

3

4 5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듭니다

CJ는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후원 및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CJ는 그간 LPGA에서 활약하는 여성 골퍼들의 후원은 물론, 2002년부터 국

내 최초의 LPGA 정규 투어인 ‘CJ나인브릿지 클래식’을 개최하는 등 한 차원 높

은 골프 마케팅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미국 PGA 퀄리파잉스쿨을 1위로 통과

한 이동환을 비롯해 정연주, 백규정, 김시우 등 골프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국내 골프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최경주 CJ인비테이셔널’ 대

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CJ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

십’은 CJ가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챔피언십 대회로, 국내

외 최고 기량의 선수가 참여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이벤트입니다. 

2007년에 창단한 CJ레이싱팀은 챔피언 타이틀 3회 확보에 이어 작년에는 단

일 대회에서 2개 클래스 챔피언을 배출하고 최초의 서포터즈를 창단하면서 슈

퍼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 모터스포츠 불모지인 한국에 ‘모터테인먼트(Motor-

tainment)’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E-Sports를 통해 건강한 여가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 온 CJ가 2006년에 창단한 

CJ엔투스는,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10만 명의 팬클럽을 보유

하는 등 세계적인 명문 프로게임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CJ는 대

한스키협회와 정식 후원계약을 체결, 다양한 설상 종목에 대한 후원과 함께 스

노보드의 김호준, 모굴스키의 최재우 등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와 유망주 발

굴의 그룹 가치를 실현하며 선수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CJ의 인재제일주의

CJ group broChure | CJ oNe

아이폰용

안드로이드폰용

CJ ONE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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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성장의 요람, CJ인재원

2003년 5월, 서울 중구 필동에 개원한 CJ인재원은 “사람이 곧 기업”이라

는 CJ 창업 이념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CJ 임직원들은 리더십, 

직무 역량, 글로벌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CJ의 가

치 철학을 공유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갑니다. 개원 당시 170석 

규모의 CJ홀, 6개의 강의실, CJ Auditorium 등을 갖춰 교육생에게 편익

을 제공한 CJ인재원은 러닝센터, 글로벌센터, 리더십센터 등으로 공간을 

확장하면서 인재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인재원은 ‘인재제

일’의 경영철학에 따라, 모든 임직원이 CJ정신을 실현하는 ‘일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CJ는 일류인재들이 상호 

챌린지를 통해 세계 1등에 도전하는 일류문화를 바탕으로 핵심 가치인 정

직, 열정, 창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CJ인재원은 글로벌 CJ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될 ‘일류인재’의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일터, CJ키즈빌

CJ키즈빌은 임직원들이 자녀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8년 

문을 연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1,000㎡(약 302평 규모) 넓이에 7개의 교

실과 식당, 19명의 보육교사 등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 식단,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한 인테리어, 대형 미끄럼틀 및 도서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에서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 교육 등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케어와 주말 보육 등 획기

적인 보육체제까지 도입한 CJ키즈빌은 2012년 직장 어린이집평가 1위, 

2013년 서울시 중구 직장 어린이집 평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인

재제일’을 강조하는 CJ의 경영철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CJ키즈빌은 현

재 CJ제일제당센터와 CJ E&M센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 직장 어

린이집 확대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

의 보육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CJ그룹이 될 것입니다.

한 장으로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CJ ONE

2010년 론칭한 CJ ONE (www.cjone.com)은 CJ의 기업 특성과 가치를 

살려 외식, 쇼핑,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적립한 포인트로 누

릴 수 있도록 설계한 CJ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CJ의 라이프스타

일 브랜드가 하나의 멤버십 서비스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한 장의 카드로 

포인트를 적립,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이 카드만 있으면 ‘CGV’, ‘빕스’,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엠넷닷컴’과 ‘CJmall’ 등 온라인 사이트, 그리고 ‘CJ도너스캠프’와 ‘헬로

모바일’까지,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CJ의 다양한 제휴 브

랜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2개 제휴 브랜드에서 상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5%까지 적립해 주고, 가족이나 친구 등

과 포인트를 모아 쓰거나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

로 ‘CJmall’에서 쇼핑을 하거나 ‘투썸플레이스’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

고, ‘CGV’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차별화된 CJ ONE만의 혜택은 론칭 3년 만에 회원 1,600만 명을 

불러 모았고,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역시 370만 다운로

드(2014년 1월 기준)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

화를 만드는 기업 CJ의 멤버십 서비스인 만큼, CJ ONE의 포인트 사용 

범위는 갈수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3년, 디지털 조선일보 주최 ‘소비

자 선정 품질만족대상’에서 멤버십 카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CJ 

ONE은 문화를 향유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만드는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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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CJ aCT PTY ltd.
Lot67 Old Fort Road Kirknie QLD4806, Australia
TEL. +61-070-7112-2141

braZil 

CJ do brasil ltd.
Rod. Piracicaba-Sao Pedro s/n˚10km 10 Zona 
Rural- Distrito de Artemis-Piracicaba-SP Caixa 
Postal 1218-CEP13405-971, Brazil
TEL. +55-19-3415-9400 / FAX +55-19-3415-9409

CJ do brazil ind.
Av. Das Nacoes Unidas, 12901-9˚ andar- Conj. 902ª 
Torre Norte, Brooklin Novo, Sao Paulo, CEP 04578-
910, SP, Brazil
TEL. +55-11-3717-8804 / FAX. +55-11-3717-8800

CJ do brasil Co., ltd.
Alameda Vivente Pinzon 173, 8th fl, Edificio Midas, 
Sao Paulo, Brazil
TEL. +55-11-3717-8705 / FAX. +55-11-3717-8800

CHiNa

CJ liao Cheng biotech Co., ltd.
Economic&Development Zone, Liaocheng City, 
252022 Shangdong Province, China
TEL. +86-635-218-8888 / FAX. +86-635-851-9696

CJ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Deposit&Rental of Unit 505, Building A, No.2679 
Venture International Park, Hechuan Rd, Minhang 
District, Shanghai, China
TEL. +86-21-5208-2397 / FAX. +86-21-5208-0716

Shenyang Jilong Corn biotech Co., ltd.
No.38 Yunong Road, Shenbei New District, 
Shenyang City, Liaoning, China
TEL. +86-24-8979-0688 / FAX. +86-243-141-0100

CJ Chengdu Feed Co., ltd.
No.12, Hongda Road, Liucheng Town, Wenjiang 
District, Chengdu City, Sichuan Province, China 
TEL. +86-28-8278-2154 / FAX. +86-28-8276-2734

CJ Tianjin Feed Co., ltd.
Jin-Hai Road East, Jing-Hai Economy Development 
Zone New Borough, Tianjin, China
TEL. +86-22-6860-9931 / FAX. +86-22-6860-9936

CJ Shenyang Feed Co., ltd.
Huishan street No.20, Shenyang new and high-tech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Shenyang, Liaoning 
Province, China
TEL. +86-532-8491140 / FAX. +86-532-8491142

CJ Harbin Feed Co., ltd.
Bohaidong Road, Jizhong District, Haping 
Road, Haerbin city Development zone, Haerbin, 
Heilongjiang Province, China
TEL. +86-451-86786068 / FAX. +86-451-86786009

CJ Changchun Feed Co., ltd.
No.1958 Xingbei Road, Technical Economic 
Development Area ,Changchun, Jilin Province, China
TEL. +86-431-89368896 / FAX. +86-431-89368893

CJ Qingdao Feed Co., ltd.
Laixi Economic&Technical Development Zone 
Qingdao, Shandong Province, China
TEL. +86-532-88493851 / FAX. +86-532-88493850

CJ Nanjing Feed Co., ltd.
Zhujiang Industrial Zone, Zhujiang Road, Pukou 
economy development zone, Nanjing, Jiangsu 
Province, China
TEL. +86-10-51087711 / FAX. +86-10-51088693

CJ Zhengzhou Feed Co., ltd.
Hehuan west street No.3, Zhengzhou High-New 
technology Industry development zone, Zhengzhou, 
Henan Porvince, China
TEL. +86-25-58257405 / FAX. +86-25-58257407

CJ Changsha Feed Co., ltd.
No.8,Renhe Road, high-technology food zone, 
Wangcheng Xian, Changsha, Hunan Province, China
TEL. +86-731-82963000 / FAX. +86-731-82963004

CJ liaocheng Feed Co., ltd.
Zhuangtang west Residential Quarter, Economy Dis., 
Liaocheng, Shandong Province, China
TEL. +86-635-8518870 / FAX. +86-635-8518871

CJ Yihai (Kunshan) Foodstuffs Co., ltd.
No.8, Yihai Road, Kunshan, Jiangsu, China
TEL. +86-70-7112-2181 / FAX. +86-512-5016-9799

CJ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RM501, A Block, Venture International Park, NO.2679 
Hechuan Road, Minhang District, Shanghai, China
TEL. +86-21-3208-2627 / FAX. +86-21-3231-3626

CJ Qingdao Foods Co., ltd.
13F. ONE INDIGO, 20 Jiuxianqiao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PRC. China
TEL. +86-70-7112-2076 

CJ Qingdao Foods Co., ltd.
Huanghe Street 16, Laixi, Jingji kaifaqu, Qingdao city, 
Shandong, China 
TEL. +86-532-8849-1141

CJ beijing beverage Co., ltd.
Song Lan Bao Xi, Sha He Zhen, Changpi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070-7112-6101

beijing Ershang CJ Food Co., ltd.
No.1, Wuxing Road, Lucheng country, Tongzhou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070-7112-2025

Sichuan JiXaNGJu Food. Corp.
Taihe Economy Center Meishan city, 
Sichuan Province, China
TEL. +86-070-7112-2233

Guangdong CJ dCH Frozen Food Co., ltd.
10 Jiang Yu Road, Jinguzhou, Xinhui District, 
Jiangmen, Guangdong, China
TEL. +86-070-7112-2088

CJ(China) Consulting Co., ltd.
12F, ONE INDIGO, 20 Jiuxianqiao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10-5639-6090 / FAX. +86-10-5639-6285

CJ beijing bakery Co., ltd.
13F, ONE INDIGO, 20 Jiuxianqiao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10-5639-6000 / FAX. +86-10-5639-6298

CJ Foodville(Shanghai) Corporation
Room 304, B Block, Hongqiao International Business 
Plaza, No2679, Hechuan RD, Shanghai, China
TEL. +86-21-6119-0018 / FAX. +86-21-6119-0021

Shanghai bluewish Food Service Co., ltd. 
Room 802, No.145 Qiangsheng Building, Pu Jian Rd, 
Pudong New Area. Shanghai, China
TEL. +86-21-3928-5150 / FAX. +86-21-6087-5837

CJ Freshway(Shenyang) Food Service Co., ltd.
Shenyang Shenbei New Area, Yunong Rd 38, China
TEL. +86-24-3141-0218 / FAX. +86-24-3141-0109

CJ Freshway(Qingdao) Trading Co., ltd.
226-603 Gongyeyuan, Fushan Jiangshanzhen, Laixi 
City, Qingdao, Shandong Province, China
TEL. +86-532-8247-1416 / FAX. +86-532-8889-3218

Shanghai SMG-CJ Home Shopping Co., ltd.
400 Guoding Rd.,Yangpu District, Shanghai, China
TEL. +86-21-5111-9910

TianTian CJ Home Shopping Co., ltd.
No.143 Weijin Rd., Heping District, Tianjin, China
TEL. +86-22-2360-1000

SMC-CJ O Shopping Co., ltd.
Yuecheng Business Center 7F. 1718 Jichang Rd 
baiyun District, Guangzhou, China
TEL. +86-20-8611-0000

CJ iMC Co., ltd.
12F, Hongwell International Plaza(Tower 1) No.1600 
West Zhongshan Rd. Shanghai, China
TEL. +86-02-2107-1630

iMC Shenshen
Room 1709, Dongzhao Bilding 515 Dongfeng(M)Road 
Yuexiu District Guangzhou, China
TEL. +86-02-2107-0729

iMC Tianjin
Room 1502, Regent international Plaza, no 53 Weidi 
Road, Hexi district, Tianjin, China
TEL. +86-02-2107-0762

CJ korea express Shanghai Co., ltd.
3/F, Tower B, Venture International Park #2, #2679 
Hechuan Rd, Shanghai, China
TEL. +86-21-3329-9533 / FAX. +86-21-3329-9501

CJ korea express Qingdao Co., ltd.
Qingdao Guangdong Development Bank Building 
2702, no.40, Shandong Road, Qingdao, China
TEL. +86-532-8501-5660 / FAX. +86-532-8501-5665

CJ korea express Shenzhen Co., ltd.
Rm.608, Lanhudao Haifu Warehouse Building, Jinhua 
Road, Futian Free Trade Zone, Shenzhen, China
TEL. +86-755-8257-4969 / FAX. +86-755-8257-4965

CJ korea express Tianjin Co., ltd.
Rm.501 Ningtai Square, No.1 Xiaguang Road, Nankai 
District, Tianjin, China
TEL. +86-22-5938-8809 / FAX. +86-22-5938-8817 

CJ Shanghai Smartcargo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 Chongqing branch
Room 1-12-12, No.2 Building, Xinke Intl. Square, 
No.68 Jinyu Ave., New North District, Chongqing, 
401122, China
TEL. +86-23-6739-8972 / FAX. +86-23-6739-8979 

Qingdao CJ Smartcargo international Service ltd. 
Jinan branch
Room 4015,Mingzhu Int’l Business Centre, RD.Jingyi, 
Jinan, China
TEL. +86-531-8263-8928 / FAX. +86-531-8263-8929 

CJ  Shanghai Smartcargo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 Ningbo branch
Room 6-2, Huahong International Building, No 717. 
Zhongxing Road, Ningbd, China
TEL. +86-574-8773-7099 / FAX. +86-574-8773-7219 

Qingdao CJ Smartcargo international Services 
ltd. Zibo branch
Room 18I, Diamond Commercial Building, 95# 
Gongqingtuan West Road, Zibo, 255000, China
TEL. +86-533-359-3787 / FAX. +86-533-359-3939 

CJ Shanfhai Smartcargo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 Wulumuqi branch
Room 2-1211, 518# North Kunming Road, High-Tech 
Zone, Urumqi, 830011, China
TEL. +86-991-365-5062 / FAX. +86-991-365-5052 

CJ korea express (C)Shanghai Co., ltd. 
Chongqing Office
Rm.1307, 4 Longhu MOCO, No.166 Xinnan Road, 
Jiangbei District, Chongqing, China
TEL. +86-23-6301-7107(209) / 
FAX. +86-23-6301-7109 

CJ korea express(Shenzen) Co., ltd. Xiamen Office
Rm.231, 2nd floor, Bonded Market Builiding, No.88 
Xiangyu Road, Huli District, Xiamen, China
TEL. +86-592-291-2217 / FAX. +86-592-574-2504 

CJ korea express Shanghai Co., ltd. Wuxi Office
Rm.414, No.287 Gaolang Road, Wuxi New District, 
Wuxi, China
TEL. +86-512-6767-8250 / FAX. +86-512-6767-8250
 
CJ CGV (shanghai) Enterprise Management Co., ltd.
9F, Building3, No.695,Lingshi Rd., Zhabei District, 
Shanghai, China
TEL. +86-21-6117-5150 / FAX. +86-21-6117-5152

CJ 4dX beijing Cinema Technology Co., ltd.
Room No.1109, Block C9, Universal Park, No.9 
Jiuxianqiao-raod, Chaoyang-qu, Beijing, China
TEL. +86-10-8443-0333

CJ E&M beijing representative Office
Unit 513, 5F, Aviation Service Building, No.2 Building, 
No.39 Dongzhimenwai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10-5789-7000 / FAX. +86-10-5789-7000

untied asia live Entertainment
No.17 YuQing Rd, Xuhui District, Shanghai, China 
TEL. +86-21-6445-3128 / FAX. +86-21-6445-3122

beijing Galaxy Space internet Technology Co., ltd. 
Room 609 6th Fl., 12 Jiuxianqiao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 10-6438-6751

GErMaNY 

CJ Europe GmbH
Ober Der Roeth 4, 65824 Schwalbach, Germany
TEL. +49-6196-590149 / FAX. +49-6196-45418

CJ korea express Germany GmbH.
Cargo City Sued, GEB.558E, 60549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 +49-69-6860-3990 / FAX. +49-69-6860-3999 

HONG KONG 

CJ China limited
Suite 3003, 30 Fl.,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TEL. +852-2802-9909 / FAX. 852-2866-1351

CGi Holdings limited
Suite 3003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l, 
Hong Kong 
TEL. +852-2585-0034 / FAX. +852-2866-1351

uVd
Suite 3003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l, 
Hong Kong 
TEL. +852-2585-0034 / FAX. +852-2866-1351

CJ korea express Hong Kong Co., ltd.
Rm2503-4 EW International Tower, 120 Texaco Road, 
Tsuen Wan., NT. Hong Kong
TEL. +852-2429-6788 / FAX. +852-2429-6788 

Ch M asia
12F One Harbourfront, 18 Tak Fung Street, Hung 
Hom, Kowloon, Hong Kong
TEL. +852-2621-8812

iNdia

STar CJ Network india Private ltd.
5th Floor, STAR CJ Plaza Dr.D.B Marg, Grant Road(E) 
Mumbai, India
TEL. +91-22-4321-7000

CJ O SHOPPiNG Co., ltd.
Unit No. 5B, Mahajan Mills Compound, Vikhroli(W), 
Mumbai, India
TEL. +91-02-2107-0390

CJ korea express iNdia PVT., ltd.
416, Suncity Business Tower, 4th Floor, Sector 54, 
Golf Course Road, Gurgaon, Haryana, India
TEL. +91-124-457-6666 / FAX. +91-124-457-6665 

iNdONESia

PT. CheilJedang indonesia, Pasuruan Plant
Desa Arjosari-Kecamatan Rejoso, Kabupaten 
Pasuruan 67181 P.O.Box 20 / PS Pasuruan 67101, 
Indonesia
TEL. +62-343-482333 / FAX. +62-343-482-768

PT. CheilJedang indonesia, Jombang Plant
Jl.Raya Brantas KM 3, 5, Desa Jatigedong, Kec. 
Ploso, Kab. Jombang 61453 Jawa Timur, Indonesia
TEL. +62-321-887700 / FAX. +62-321-887-711

CJ korea express Kumho logistics Shanghai Co., ltd.
3/F, Tower B Venture International Park #2, #2679 
Hechuan Rd, Shanghai, China
TEL. +86-21-3329-9600 / FAX. +86-21-3329-9501 

CJ korea express dongguan Co., ltd.
Hengkeng Management Area, Liaobu Town, 
Dongguan City, China
TEL. +86-769-8326-800(500) / 
FAX. +86-769-8326-808

Qingdao CJ Smartcargo international Services ltd.
18F, Tianbao International Ginza, 61# Haier Road, 
Qingdao, China
TEL. +86-532-8099-9997 / FAX. +86-532-5557-8600 

CJ Shanghai Smartcargo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
Room K-M, 10F, International shipping&Finance 
Building, 720#, Pudong Avenue. Shanghai, China
TEL. +86-21-5103-6198 / FAX. +86-21-3377-0677 

CJ korea express Qingdao Co., ltd. Shenyang branch
38 Yunong Road, Hui Shan Economic Development 
Zone, Shenyang, Liaoning, China
TEL. +86-24-3141-0080

CJ korea express Tianjin Co., ltd. dalian branch
Rm.1004, Hongyu Building, No.68 Renmi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China 
TEL. +86-411-8253-1009 / FAX. +86-411-8271-3350 

CJ korea express (Shenzhen) Co., ltd. 
Guangzhou Branch
Rm.518-519 Yuanhui building, No.423 North Tianhe 
Road, Tianhe District, Guangzhou, China
TEL. +86-20-3880-4415 / FAX. +86 20-3880-1593 

CJ korea express Shanghai Co., ltd. Chengdu branch
Rm.2401, 24th floor, CCB Sichuan Building, No.88 
Tidu Road, Chengdu, China
TEL. +86-28-8669-6831 / FAX. +86-28-8669-6852 

CJ korea express Tianjin Co., ltd. beijing branch
Rm.A4018, Yandong Commerce Mansion, No.2 
Wanhongxi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10-8450-5556 / FAX. +86-10-8450-5015 

CJ korea express Shanghai Co., ltd. Suzhou branch
Rm.404-405, 1A Xindou Plaza, No.8 Jinji Lake Road, 
Suzhou Industrial Park, Suzhou, China
TEL. +86-512-6767-8250 / FAX. +86-512-6767-8249 

CJ Shanghai Smartcargo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 beijing branch
Room 1161, Jing’an Centre, No. 8, East Road of North 
Sanhuan,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10-5108-5067 / FAX. +86-10-5108-5066 

CJ Shanghai Smartcargo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 Tianjin branch
Taidaxintiandi A1-403, No.12 Nanhai Road, 
Development Area, Tianjin, China
TEL. +86-22-6637-0171 / FAX. +86-22-6637-0175 

CJ Shanghai Smartcargo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 Shenzhen branch
Room 25B05, Jueshi Building, Jiabin Road, Luohu 
District, Shenzhen, 518001, China
TEL. +86-755-2513-8807 / FAX. +86-755-2513-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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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CheilJedang iNdONESia
21F. Menara Jamsostek JI. Jend. Gatot Subroto Kav. 
38 Jakarta 12710, Indonesia
TEL. +62-21-5299-5000 / FAX. +62-21-52995192

PT. CheilJedang Superfeed
JL.Lanud Gorda, Desa Julang, Kec. Cikande Kab. 
Serang 42186, Banten, Indonesia
TEL. +62-254440660 / FAX. +62-254440442

PT. CJ Feed Jombang
Jl. Raya Mojoagung-Jombang Km 2 Desa Gambiran-
Mojoagung, Kab. Jombang, Jawa Timur, Indonesiaia
TEL. +62-321497200 / FAX. +62-321497555

PT. CheilJedang Feed Medan
Jl. Pulau Nias Selatan IV, Kawasan Industri Medan 
II Ds. Saentis, Kec. Percut Sei Tuan, Deli Seerdang-
Sumatera Utara, Indonesia
TEL. +62-616871234 / FAX. +62-616871222

PT CJ CheilJedang lestari
Menara Jamsostek 21st Fl., Jl. Jend. Gatot Subroto 
Kav. 38, Jakarta 12710, Indonesia
TEL. +62-21-5299-5000 / FAX. +62-21-5299-5192~9

PT. CJ indonesia
Menara Jamsostek, 21st Floor, JI. Jend. Gatot 
Subroto Kav.38 Jakarta 12710, Indonesia
TEL. +62-21-5299-5000  / FAX. +62-21-5299-5191

PT. CJ Foodville indonesia
Menara Jamsostek, 21st Floor, JI. Jend. Gatot 
Subroto Kav.38 Jakarta 12710, Indonesia
TEL. +62-21-5299-5000 / FAX. +62-21-5299-5191

PT. CJ. korea express indonesia
Graha Kirana Building, 2nd floor unit 201, Jl. Yos 
Sudarso Kav. 88, Jakarta Utara 14350, Indonesia
TEL. +62-21-6531-1202 / FAX. +62-21-6531-1201

PT. CJ korea express resources indonesia
Ruko Solok Selatan Blok A3 Jl. Lintas Sumatera Km 
12, Ds Gunung Agung, Kec. Merapi Barat, Kab. Lahat 
Sumatera Selatan, Indonesia
TEL. +62-81-3-1780-240

PT. CJ korea express 
Logistics Service Indonesia Graha Kirana Building, 2nd 
floor unit 201, Jl. Yos Sudarso Kav. 88, Jakarta Utara 
14350, Indonesia
TEL. +62-21-6531-1202

PT. CJ korea express indonesia (Surabaya branch)
Jl. Perak Timur No.246 A Surabaya, Indonesia
TEL. +62-31-328-1894

CJ internet indonesia
3rd Fl. Menara Jamsosteksubroto Kav. 38 Jakarta 
12710, Indonesia
TEL. +62-21-522-9490 / FAX. +62-21-5292-2456

JaPaN

CJ Japan inc. (Japan HQ)
8F, CJ Bldg, 2-7-4,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TEL. +81-3-3519-3177 / FAX. +81-3-3580-1054

PHiliPPiNES

2509 Jollibee Plaza, F. Ortigas Jr. Road, Ortigas 
Center, Pasig City 1605, Philippines
TEL. +63-2-638-7937 / FAX. +63-2-638-7937

CJ Philippines inc.
Barangay Sampaioc, San Rafael, Bulacan, Philippines 
TEL. 63447666201 / FAX. 63447666224

aCJ
Unit 902, Ecotower, 32nd Street Corner Ninth Avenue,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1634, Philippines
TEL. +63-2-800-9000

CJ korea express 
Philippines VMI Warehouse Inc WH No7,EZP Business 
park, CPIP Brgy, Batino city, Laguna City, Philippines
TEL. +63-2-567-1320(1093) 

CJ korea express Philippines Corporation
(bulacan Office)
Brgy. Sampaloc, San Rafael, Bulacan City, Philippines
TEL. +63-2-567-1320(1006)

ruSSia

Moscow representative Office, 
russian Federation 
409D, Park place, 113/1, Leninskiy prospect, 
Moscow, Russia
TEL. +7-495-937-3457 / FAX. +7-495-937-3458

CJ CheilJedang Corp. Moscow representative Office 
117198 Moscow Russian Federation Leninskiy 
Prospect 113/1 'D’ office 409, Russia
TEL. +7-495-937 3457 / FAX. +7-495-937-3458

SiNGaPOrE

CJ Foodville asia Pte. ltd.
20 Toh Guan Road, #08-01, CJ GLS Building, 
Singapore 
TEL. +65-6410-2341 / FAX. +65-6410-2355

CJ korea express asia Pte. ltd.
20 Toh Guan Road, #08-00 CJ korea express Bldg, 
Singapore 
TEL. +65-6410-2800 / FAX. +65-6410-2801

CJ E&M Singapore
151 Lorong Chuan #03-01 New Tech Park, Singapore  
TEL. +65-6410-2357 / FAX. +65-8436-624

CJ SE asia Pte. ltd.
20 Toh Guan Road, #08-01, CJ GLS Building, 
Singapore 
TEL. +65-6410-2800 / FAX. +65-6410-2898

TaiWaN

Joybomb Entertainment Technology Co., ltd.
5F No 21, Lane 583, Rueigung Rd, Taipei 11492, 
Taiwan
TEL. +886-2-7720-7999 / FAX. +886-2-7720-7555

Ebara CJ Fresh Food. Co., ltd.
Nisso NO.3 Bldg, 2-5-15, Kitasaiwai Nishi-ku 
Yokohama 220-0004, Japan
TEL. +81-45-314-319 / FAX. +81-45-314-1017

CJ Foodville Japan Corp. 
9F, CJ Bldg, 2-7-4,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TEL. 070-7112-2828 / FAX. 03-3591-6067

CJ Prime Shopping inc.
11F, CJ Bldg, 2-7-4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CJ korea express Japan Corporation
9F, CJ Bldg, 2-7-4,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TEL. +81-33-500-5841 / FAX. +81-33-500-5120 

CJ korea express Japan Corporation Narita 
airport branch
No.406, The Second freight agency Bldg, 
New Tokyo Int’l Airport 2091, Azadainota, Komaino, 
Narita-City, Chiba, Japan
TEL. +81-476-30-3182 / FAX. +81-476-32-1202 

CJ korea express Japan Corporation Osaka branch
9F, Sokenmidousuji Bldg, 3-5-13, Awajimachi, 
Chuo-Ku, Osaka-City, Osaka-Hu, 541-0047, Japan
TEL. +81-662-02-9002 / FAX. +81-662-02-9004 

CJ Entertainment Japan
10F, CJ Bldg, 2-7-4,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TEL. +81-3-5251-7377 / FAX. +81-3-5251-7378

CJ E&M Japan
3F, CJ Bldg, 2-7-4,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TEL. +81-3-3519-4551 / FAX. +81-3-3580-1051

CJ internet Japan Corp.
7F, CJ Bldg,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TEL. +81-3-5157-7430 / FAX. +81-3-5157-7431

KaZaKHSTaN

representative Office Of JSC CJ korea express 
Corporation in almaty Office
106, Pavillion No.15 ATAKENT Timiryazeva Str. 42, 
Almaty, 050057 RK, Kazakhstan
TEL. +7-727-269-5481 

laOS

CJ korea express THailaNd Co.,ltd (laos Office)
No.406, 4th floor, Kolo Tower II, 23 Singha Road, 
Nongbone Village, Saysetha Distric, Vientiane, Lao, 
P.D.R, Laos
TEL. +856-21-455-092 / FAX. +856-21-455-092

MalaYSia

CJ biO Malaysia Sdn. bhd.
Lot Q, Kertih Bio Polymer Park Phase 2, MuKim 
Kerteh, 24300 Kemaman, Terengganu Darul Iman, 
CJ Bio Malaysia SDN BHD, Malaysia
TEL. +60-9-830-2410 

THailaNd

CJ Corp. bangkok Office
399 Interchange Building 25th Floor Unit 2, Sukhumvit 
Road, Klongtoey-nue, Wattana, Bangkok, Thailand
TEL. +66-2-665-9930 / FAX. +66-2-611-2574

GMM CJ O Shopping Co., ltd.
46/7 Rungrojthanakul bldg. F8-9 Ratchadaphisek Road, 
Huai-Kwang, Huai-Kwang, Bangkok, Thailand
TEL. +66-2-817-9999

CJ iMC (Thailand) Co., ltd. 
90 Cyber World Tower B, 17th Floor, Unit B1702, 
Ratchadapisek Road, Huaykwang, Huaykwang, 
Bangkok, Thailand
TEL. +66-2-2107-0705

CJ korea express(Thailand) Co., ltd.
598 Q.House Ploenjit Bldg., 16th Fl., Ploenchit Rd., 
Lumpini, Pathumwan, Bangkok, Thailand
TEL. +66-2627-3925 / FAX. +66-2627-3923

CJ korea express (Thailand) Co., ltd.
76/57 Moo 10 Tambon Tungsukla Amphor Sriracha, 
Chonburi, Thailand
TEL. +66-3840-0499 / FAX. +66-3840-1929

Stand best Tech Co.,ltd.
731 PM Tower, 15 Fl., Asoke-Dindaeng Rd.,Dindaeng, 
Bangkok, Thailand
TEL. +66-2-642-8212 / FAX. +66-2-642-8211

TurKEY 

CJ MediaSa Shopping Corporation
Eyup Sultan Mah. Imam Rabbani Cad. Dekor Sokak 
No:2 Samandira Istanbul, Turkey
TEL. +90-850-200-4200

CJ iMC Pazarlama ve Tic. ltd. sti.
Eyup Sultan Mahallesi Imam Rabbani Caddesi Dekor 
Sokak No: 2 Samandira - Sancaktepe Istanbul, Turkey
TEL. +90-02-2107-0201

CJ korea express Corporation 
Turkey istanbul liaison Office
Bilim Sk. No:5 Sun Plaza, Kat : 13-15, Plaza-Cubes, 
Maslak Istanbul, Turkey
TEL. +90-212-367-9235 / FAX. +90-212-367-9237 

SHr interaktif Servisler Sanayi ve 
Ticaret a.S.(Joygame)
A.S. Aydinevler Mh. Sanayi Cd. No.3 Centrum Is 
Merkezi Kat:4 Maltepe Istanbul, Turkey
TEL. +90-216-445-8202

uaE

CJ Korea Express Middle East FZE
P.O BOX 17307 Office No 2406, JAFZA view 19th, 
Jebel ALi Free Zone, Dubai, UAE
TEL. +971-4889-5433 / FAX. +971-4889-5432 

u.K.

CJ Food Europe ltd.
Building 3 Chiswick Park, 566 Chiswick High Road, 
London, U.K. 
TEL. +44-208-899-6211

CJ korea express Malaysia SdN., bHd
Suite 8-01, Level 8, Intan Millenium Square 2 No. 
88, Jalan Batai Laut 4, Taman Intan, 41300 Klang, 
Selangor D. E. Malaysia
TEL. +60-3-3361-2888 / FAX. +60-3-3341-6226

CJ korea express Malaysia SdN., bHd (Johor branch)
PLO 8, Tanjung Langsat Industrial Estate, 81700 Pasir 
Gudang, Johor Darul Takzim, Malaysia
TEL. +60-7-252-4732 / FAX. +60-7-252-4736

CJ korea express Malaysia SdN., bHd 
(Penang branch)
G2 Warehouse, Penang Free Commecial Zone Butter 
Worth Deep Water Wharves 12100 Butterworth, 
Penang, Malaysia
TEL. +60-4-332-1448 / FAX. +60-4-332-1449

CJ korea express Malaysia SdN., bHd (Klia Office)
Lot D23, Cargo Forwarders Building, Malaysia 
Airlines Freight Forwarders Complex,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64000 Sepang, Selangor, Malaysia
TEL. +60-3-8787-1388 / FAX. +60-3-8787-1131

CJ E&C Malaysia SdN., bHd
Kerteh Polymer Park, Phase 2, Lot Q, Mukim Kerteh, 
24300 Kemaman, Terengganu, Malaysia
TEL. 070-7112-3024

MEXiCO

Sevilla 15, Torre C, Depto 302, Juarez, Cuauhtemoc, 
D.F., Mexico
TEL. 070-7112-2224 

CJ CheilJedang Mexico, S.a. de C.V
Av Industria De La Transformacion 4 Puerto De 
Aguirre, Queretaro, Queretaro, Mexico 
TEL. +52-442-299-7002

CJ korea express, S.a. de C.V
Av.Manufactura #502, Parque Industrial Queretaro, 
Santa Rosa Jauregui, Queretaro, Mexico
TEL. +52-442-240-9301

CJ korea express, S.a. de C.V
Av. Cordillera Himalaya No. 325 D 2° nivel, Col. Lomas 
4ta seccion, San Luis Potosi, Mexico
TEL. +52-442-240-9301

CJ korea express, S.a. de C.V
C. del Parque No.354 Col. Chapalita Zapopan Jalisco, 
Mexico
TEL. +52-442-240-9301

MYaNMar

CJ CheilJedang Yangon representative Office
No(38), Q(10), Parami Road, Mayangon T/S, 
Yangon, Myanmar
TEL. +95-1-662617 / FAX. 95-1-662617

NETHErlaNdS

CJ Korea express Netherlands b.V.
Laan op Zuid 173-175, 3072 DB Rotterdam, 
Netherlands
TEL. +31-10-360-1020 / FAX. +31-10-360-1029

u.S.a.

CJa Chicago Office
3500 Lacey Road, Suite 230, Downers Grove, IL 
60515, CJ America Inc., U.S.A.
TEL. +1-630-241-0112 (ext.110)  
FAX. +1-630-241-2502

CJ biO america
1946 Harvest Avenue, Fort Dodge, IA 50501, USA, 
CJ BIO America Inc., U.S.A.
TEL. +1-515-574-3114

CJa New Jersey Office
400 Kelby St.,19th Fl, Fort Lee, NJ 0702, U.S.A.
TEL. +1-201-363-9975 / FAX. +1-201-461-9926

CJa Chicago Office
141 W. Jackson Blvd, #4140, Chicago, 
IL 60604, U.S.A.
TEL. +1-312-212-1359 / FAX. +1-312-212-1359

CJ Foods(CJ america)
4 Centerpointe Dr. #100, La Palma, CA 90623, U.S.A.
TEL. +1-714-367-7200

CJ Omni inc.
1) DUMPLING
Paramount-Frozen Plant 6305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U.S.A.
TEL. +1-562-531-3688
2) NOODLE
South Gate-noodle Plant 4585 Firestone Blvd. 
South Gate, CA 90280, U.S.A.
TEL. +1-323-569-3655

TMi
7 Bushwick Place Brooklyn, New York 11206-2802, 
U.S.A.
TEL. +1-718-386-6868 / FAX. +1-718-821-6841

CJ baKErY iNC.
6834 E. Slauson Ave., Commerce CA 90040, U.S.A.
TEL. +1-323-480-9100 / FAX. +1-323-480-9101

CJ Freshway america Corp.
4 Centerpointe Dr. Suite 100, La Palma, CA 90623, 
U.S.A
TEL. +1-714-367-7268 / FAX. +1-714-367-7252

CJ korea express u.S.a. iNC.
6131 ORANGETHORPE AVE. Suite 410, 
BUENA PARK, CA 90620, U.S.A
TEL. +1-714-994-1200 / FAX. +1-714-994-1221

CJ korea express u.S.a. iNC. rancho branch
10299 6th ST RANCHO CUCAMONGA, 
CA 91730, U.S.A
TEL. +1-909-428-3302 / FAX. +1-909-428-3993

CJ korea express u.S.a. iNC. dallas branch
2727 West Airport Freeway, Irving, TX 75062, U.S.A
TEL. +1-972-986-5500 / FAX. +1-972-590-1934

CJ korea express u.S.a. iNC. San Francisco branch
19410 Cabot Blvd. Hayward, CA 94545, U.S.A
TEL. +1-510-324-2424 / FAX. +1-510-324-0360

CJ korea express u.S.a. iNC. los angeles branch
18805 S. Laurel Park Road, Rancho Domiguez, 
CA 90220, U.S.A.
TEL. +1-310-639-3333 / FAX. +1-310-639-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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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korea express U.S.A. INC. Atlanta Branch
1240 Hwy 155S Mcdonough, GA 30253 U.S.A.
TEL. +1-678-593-1420 / FAX. +1-678-593-1439

CJ korea express U.S.A. INC. Chicago Branch
760 Crossroads Parkway Suite Bolingbrook, IL 60440 
U.S.A.
TEL. +1-815-886-3825 / FAX. +1-815-886-3830

CJ korea express U.S.A. INC. New Jersey Branch
901 Castle Road, NJ 07094 U.S.A.
TEL. +1-201-643-1051 / FAX. +1-201-865-1761

CJ korea express U.S.A. INC. Miami Branch
6000 NW 97 Ave, Suite 5-8 DORAL FL 33178, U.S.A.
TEL. +1-305-716-2785 / FAX. +1-305-716-2788

CJ korea express U.S.A. INC. Fort Dodge Branch
1946 Harvest Ave, Fort Dodge, IOWA, 50501, U.S.A.
TEL. +1-515-574-3184 / FAX. +1-515-574-3190

CJ CGV America LA, LLC
567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U.S.A.
TEL. +1-213-406-8600 / FAX. +1-323-930-1015

CGV Cinemas LA 
621 S. Western Ave. Suite 304, Los Angeles, CA 
90005, U.S.A. 
TEL. +1-213-388-9000

CJ 4DPlex Co., Ltd.
7083 Hollywood Blvd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8, U.S.A. 
TEL. +1-323-606-7555 / FAX. +1-323-606-7554 

CJ E&M America Inc.
5670 Wilshire Blvd., Suite 2450, Los Angeles, CA. 
90036, U.S.A.
TEL. +1-310-557-3050 / FAX. +1-323-930-1015

IMAGINASIAN ENTERTAINMENT, INC. (Mnet US)

3535 Hayden Avenue STE 120 Culver City, CA 90232, 
U.S.A.
TEL. +1-424-258-1900 / FAX. +1-310-815-8133

CJ GAMES GLOBAL CORP.
300 Brannan Street, Ste 504 San Francisco, CA 
94107, U.S.A.
TEL. +1 415-767-5011

VIETNAM

CJ Corp. Hochiminh Office
Unit 2605, 26F, STC Bldg.37 Ton Duc Thang St. Dist 1 
HCMC, Vietnam
TEL. +84-8-3910-32 / FAX. +84-8-3823-7840

CJ VINA Agri Co., Ltd. (Long an)

National Highway No.1, My Yen Village, Ben Luc 
District Long An Province, Vietnam
TEL. +84-723870363 / FAX. +84-723870366

CJ VINA Agri Co., Ltd. (Hung yen)

QL 5 Pho Noi A Industrial Zone-Hung Yen Province, 
Vietnam
TEL. +84-3213967487 / FAX. +84-3213967644

CJ VINA Agri Co.,Ltd. (Vinh Long)

Lot B3 Hoa Phu, Hoa Phu Commune, Long Ho 
District, Vinh Long Province, Vietnam
TEL. +84-703962018 / FAX. +84-703962014

CJ Corp. Hochiminh Office
Unit 2211, 22F, STC Bldg 37 Ton Duc Thang St, Dist 1, 
HCMC, Vietnam
TEL. +84-8-3911-8400 / FAX. +84 -8-3910-722

The Representative office of CJ CheilJedang 
corporation in HCMC VIETNAM
S11, 22F, STC Bldg, 37 Ton Duc Thang St., District1, 
HCMC, Vietnam
TEL. +84-8-3911-5114 / FAX. +84-8-39-100-722

CJ Bakery Vietnam
180 Hai Ba Trung, P.Dakao, Quan 1, TP. HCMC, 
Vietnam
TEL. +84-8-3827 2772 / FAX. +84-8-3827 2773

Fides Food System Co.,Ltd.
SE1-12 Bldg B, Riverside Residence complex, Tan 
Phu ward, Dist.7, HCMC, Vietnam
TEL. +84-070-7112-1461~6 / FAX. +84-08-5471-791

CJ Freshway Hoalam Co.,Ltd.
Benh Vien Quoc Te Thanh Do, So 3, Duong So 17A, 
Phuong Binh Tri Dong B, Quan Binh Tan, Tp. HCMC, 
Vietnam
TEL. +84-08-6283-1111 

CJ Freshway Vietnam Co.,Ltd.
SE1-12 Bldg B, Riverside Residence complex, Tan 
Phu ward, Dist.7, HCMC, Vietnam
TEL. +84-070-7112-1461~6 / FAX. +84-08-5471-791

SCJ TV Shopping Co.,Ltd.
31-33 Dihn Cong Trang, Tan Dihn Ward, District 1, 
HCMC, Vietnam
TEL. +84-1800-8055

CJ IMC Vietnam Co.,Ltd.
Unit 4, 12F ,Green Power Building, 35 Ton Duc Thang, 
Dist.1, HCMC, Vietnam
TEL. +84-02-2107-0012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Ltd.
6th floor, C.T. Plaza, 60A Truong Son Street, Ward 2, 
Tan Binh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TEL. +84-8-3547-4456 / FAX. +84-8-3547-4457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Ltd.
6th floor, C.T. Plaza, 60A Truong Son Street, Ward 2, 
Tan Binh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TEL. +84-8-3547-4456 / FAX. +84-8-3547-4457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 Ltd.
Saigon Port BRVT branch building, Phu My 1 Industrial 
Zone, Tan Thanh Dist, Ba Ria-Vung Tau, Vietnam
TEL. +84-64-3924-003 / FAX. +84-64-3924-002

CJ korea express Packsimex Co., Ltd.
ST NO. 4, Bin Hoa Industrial Zone 1, An Binh Ward, 
Dong Nai Province, Vietnam
TEL. +84-61-383-0415 / FAX. +84-61-383-6338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 Ltd.
10F, Charmvit Tower, No.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Ha Noi, Vietnam
TEL. +84-4-3512-2560 / FAX. +84-4-3512-2561

CJ korea express Saigon Logistics (Hanoi Branch)

10F, Charmvit Tower, No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Ha Noi, Vietnam
TEL. +84-4-3512-2560 / FAX. +84-4-3512-2561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 Ltd.
Room No.201, TTC Building, 630 Le Thanh Tong Str., 
Hai An Dis., Hai Phong City, Vietnam
TEL. +84-31-326-0735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Ltd.
F2, Nhon Trach IZ3 Building, Nhon Trac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TEL. +84-90-993-1031

MegaStar Media Company
Megastar,904 Level 9, CT Plaza, 60A Truong Son 
Street, Tan Binh District, HCMC, Vietnam
TEL. +84-83-547-1000 / FAX. +84-83-547-2383

CJ E&M VIETNAM
10/F CT palaza, 60A Truong Son, Tan Binh, Hochiminh 
City, Vietnam
TEL. +84-070-711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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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Pharma
생명공학

CJ는 지난 60년간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최고의 기업가치를 

제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전 세계 

주요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세계화 전략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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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korea express u.S.a. iNC. atlanta branch
1240 Hwy 155S Mcdonough, GA 30253, U.S.A.
TEL. +1-678-593-1420 / FAX. +1-678-593-1439

CJ korea express u.S.a. iNC. Chicago branch
760 Crossroads Parkway Suite Bolingbrook, 
IL 60440, U.S.A.
TEL. +1-815-886-3825 / FAX. +1-815-886-3830

CJ korea express u.S.a. iNC. New Jersey branch
901 Castle Road, NJ 07094, U.S.A.
TEL. +1-201-643-1051 / FAX. +1-201-865-1761

CJ korea express u.S.a. iNC. Miami branch
6000 NW 97 Ave, Suite 5-8 DORAL FL 33178, U.S.A.
TEL. +1-305-716-2785 / FAX. +1-305-716-2788

CJ korea express u.S.a. iNC. Fort dodge branch
1946 Harvest Ave, Fort Dodge, IOWA 50501, U.S.A.
TEL. +1-515-574-3184 / FAX. +1-515-574-3190

CJ CGV america la, llC
567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U.S.A.
TEL. +1-213-406-8600 / FAX. +1-323-930-1015

CGV Cinemas la 
621 S. Western Ave. Suite 304, Los Angeles, 
CA 90005, U.S.A. 
TEL. +1-213-388-9000

CJ 4dPlex Co., ltd.
7083 Hollywood Blvd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8, U.S.A. 
TEL. +1-323-606-7555 / FAX. +1-323-606-7554 

CJ E&M america inc.
5670 Wilshire Blvd., Suite 2450, Los Angeles, 
CA 90036, U.S.A.
TEL. +1-310-557-3050 / FAX. +1-323-930-1015

iMaGiNaSiaN ENTErTaiNMENT, iNC. (Mnet uS)
3535 Hayden Avenue STE 120 Culver City, 
CA 90232, U.S.A.
TEL. +1-424-258-1900 / FAX. +1-310-815-8133

CJ GaMES GlObal COrP.
300 Brannan Street, Ste 504 San Francisco, 
CA 94107, U.S.A.
TEL. +1 415-767-5011

ViETNaM

CJ Corp. Hochiminh Office
Unit 2605, 26F, STC Bldg.37 Ton Duc Thang St. 
Dist 1 HCMC, Vietnam
TEL. +84-8-3910-32 / FAX. +84-8-3823-7840

CJ ViNa agri Co., ltd. (long an)
National Highway No.1, My Yen Village, Ben Luc 
District Long An Province, Vietnam
TEL. +84-723870363 / FAX. +84-723870366

CJ ViNa agri Co., ltd. (Hung yen)
QL 5 Pho Noi A Industrial Zone-Hung Yen Province, 
Vietnam
TEL. +84-3213967487 / FAX. +84-3213967644

CJ ViNa agri Co.,ltd. (Vinh long)
Lot B3 Hoa Phu, Hoa Phu Commune, Long Ho 
District, Vinh Long Province, Vietnam
TEL. +84-703962018 / FAX. +84-703962014

CJ Corp. Hochiminh Office
Unit 2211, 22F, STC Bldg 37 Ton Duc Thang St, Dist 1, 
HCMC, Vietnam
TEL. +84-8-3911-8400 / FAX. +84 -8-3910-722

The representative office of CJ CheilJedang 
corporation in HCMC ViETNaM
S11, 22F, STC Bldg, 37 Ton Duc Thang St., District1, 
HCMC, Vietnam
TEL. +84-8-3911-5114 / FAX. +84-8-39-100-722

CJ bakery Vietnam
180 Hai Ba Trung, P.Dakao, Quan 1, TP. HCMC, 
Vietnam
TEL. +84-8-3827 2772 / FAX. +84-8-3827 2773

Fides Food System Co.,ltd.
SE1-12 Bldg B, Riverside Residence complex, Tan 
Phu ward, Dist.7, HCMC, Vietnam
TEL. +84-070-7112-1461~6 / FAX. +84-08-5471-791

CJ Freshway Hoalam Co.,ltd.
Benh Vien Quoc Te Thanh Do, So 3, Duong So 17A, 
Phuong Binh Tri Dong B, Quan Binh Tan, Tp. HCMC, 
Vietnam
TEL. +84-08-6283-1111 

CJ Freshway Vietnam Co.,ltd.
SE1-12 Bldg B, Riverside Residence complex, Tan 
Phu ward, Dist.7, HCMC, Vietnam
TEL. +84-070-7112-1461~6 / FAX. +84-08-5471-791

SCJ TV Shopping Co.,ltd.
31-33 Dihn Cong Trang, Tan Dihn Ward, District 1, 
HCMC, Vietnam
TEL. +84-1800-8055

CJ iMC Vietnam Co.,ltd.
Unit 4, 12F ,Green Power Building, 35 Ton Duc Thang, 
Dist.1, HCMC, Vietnam
TEL. +84-02-2107-0012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ltd.
6th floor, C.T. Plaza, 60A Truong Son Street, Ward 2, 
Tan Binh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TEL. +84-8-3547-4456 / FAX. +84-8-3547-4457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ltd.
6th floor, C.T. Plaza, 60A Truong Son Street, Ward 2, 
Tan Binh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TEL. +84-8-3547-4456 / FAX. +84-8-3547-4457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 ltd.
Saigon Port BRVT branch building, Phu My 1 Industrial 
Zone, Tan Thanh Dist, Ba Ria-Vung Tau, Vietnam
TEL. +84-64-3924-003 / FAX. +84-64-3924-002

CJ korea express Packsimex Co., ltd.
ST NO. 4, Bin Hoa Industrial Zone 1, An Binh Ward, 
Dong Nai Province, Vietnam
TEL. +84-61-383-0415 / FAX. +84-61-383-6338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 ltd.
10F, Charmvit Tower, No.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Ha Noi, Vietnam
TEL. +84-4-3512-2560 / FAX. +84-4-3512-2561

CJ korea express Saigon logistics (Hanoi branch)
10F, Charmvit Tower, No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Ha Noi, Vietnam
TEL. +84-4-3512-2560 / FAX. +84-4-3512-2561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 ltd.
Room No.201, TTC Building, 630 Le Thanh Tong Str., 
Hai An Dis., Hai Phong City, Vietnam
TEL. +84-31-326-0735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ltd.
F2, Nhon Trach IZ3 Building, Nhon Trac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TEL. +84-90-993-1031

MegaStar Media Company
Megastar,904 Level 9, CT Plaza, 60A Truong Son 
Street, Tan Binh District, HCMC, Vietnam
TEL. +84-83-547-1000 / FAX. +84-83-547-2383

CJ E&M ViETNaM
10/F CT palaza, 60A Truong Son, Tan Binh, 
Hochiminh City, Vietnam
TEL. +84-070-7112-2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