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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생각은 그만한 그릇에 깃듭니다.

GREAT SPACE HOLDS GREAT THOUGHTS

예술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CJ Blossom Park는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려나가는 캔버스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창의성이 끊임없이 발현되는 곳,  CJ Blossom Park

CJ Blossom Park is an artist’s canvas in which researchers can develop 

and materialize creative ideas. It is also a platform to be endlessly 

creative to open a new future based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경계 없는 공간에서 깨어나는 생각들 어제와 오늘을 가로 지르는 
통찰력이 움트는 곳입니다.

A place without boundaries that awaken ideas and 
sprout insights cutting through the past and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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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교감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융합 크리에이티브가 세상을 물들입니다.

a place where creative convergence blooms 

based on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changes the world

As CJ CheilJedang’s representative Research Institute, CJ Blossom Park is an integrated hub 

of the various scattered research functions related to food, animal feed, bioproducts and 

ingredients & materials that paves the way for CJ’s future by maximizing research efficiencies to 

create great synergies.

Open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at CJ Blossom Park lies at the heart of enabling

CJ to become a global company that promotes creativity based on the OnlyOne spirit which 

means to be the first, the best, and different.

CJ Blossom Park는 CJ제일제당의 대표 R&D 연구센터로서, 분산되어 있던 
제일제당의 연구조직을 통합 사이트로 구축하고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 연구공간입니다. 

식품, 바이오, 소재, 생물자원 등 CJ제일제당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연구소들이 
한 곳에 모여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열린 소통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글로벌 컴퍼니로의 성장, 
그 시작점에 CJ Blossom Park가 있습니다.

Credit to Christopher Barret Photography



공간과 자연, 사람과 공간, 시간과 물질의

소통과 교감을 꿈꿉니다.

a place in which space & nature, people & space, 

and time & object connect and interact

소통은 CJ Blossom Park의 건축적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세 타워를 연결하는 아트리움은 각 층으로 재미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중심 줄기입니다. 연구원들은 이곳에서 만나 서로 스치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협력합니다.

열린 소통과 창의적 아이디어는 교감과 융합, 우연과 연결의 중첩을 통해 

CJ Blossom Park라는 꽃으로 피어납니다.

Communication is the key concept behind CJ Blossom Park’s architecture. 

In particular, the atrium which connects the three towers functions as a bridge 

for researchers in different fields to disseminate fun and creative ideas. 

It is an open space where researchers freely communicate and interact, 

helping them to collaborate effectively.

CJ Blossom Park is a platform for open communication and creative thinking 

among researchers to bloom through interaction & convergence and 

encounter & connection.

Credit to Christopher Barret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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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지형과 건축

CJ Blossom Park는 독립적이면서도 주변 자연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로 쪽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타워가 건물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서로 다른 높이의 나머지 두 타워는 

주변 지형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고 있습니다.

한편 1차원의 납작한 종이가 3차원의 형태로 접히면서 내구성과 

조형미를 더해가듯, 입체적인 건물 외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CJ Blossom Park의 힘찬 시너지를 드러냅니다.

Beginning - Landscape & Architecture

CJ Blossom Park is an independent building structure 

but at the same time co-exists in harmony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three towers, the tallest one that 

stands facing the road is symbolic and the other two 

merges naturally into the surrounding landscape.

Applying the logic of folding a one-dimensional piece of 

paper into three dimensions, the durability and aesthetic 

qualities of the Park’s three-dimensional structure are 

further heightened with symbolizing great synergies.

Connection - Sun Shade & Curtain Wall

As part of organic design, the sun shades and curtain walls 

wrapped around the three towers represent CJ’s dynamism.

The sun shades with varying punching holes that draw in 

natural sunlight are designed to diffuse or increase daylight 

penetration depending on the location in order to create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The curtain walls that eliminated the frames between glass 

windows offer clear scenery and enable people to co-exist 

with nature.

접속 썬쉐이드와 커튼 월 구조

세 개의 타워를 감싸며 굽이치는 썬쉐이드와 커튼 월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역동적인 CJ제일제당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실내로 자연채광을 끌어들이는 썬쉐이드는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다른 

타공률로 제작되어 강한 햇빛은 부드럽게 거르고, 약한 햇빛은 넉넉히 

통과시키면서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합니다.

한편 창과 창 사이의 프레임을 없앤 커튼 월 디자인은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시야를 시원하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외부와 내부, 자연과 

사람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감을 꾀합니다.

만남 로비와 쇼룸

모든 사용자가 서로 교감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활기차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내부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연구원들은 기술과 디자인이 접목된 자연친화적 공간 속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며 자연스러운 협업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또한 각종 디지털 사이니지, 그래픽 영상체험을 위한 쇼룸, 로비의 ELEV.홀 

등 첨단기술로 구현한 다양한 공간들이 생기있게 살아 움직입니다.

소통과 융합 아트리움

세 타워에 각기 위치한 다양한 연구소들이 한데 만나는 아트리움은 

CJ 제일제당의 핵심동력이 만나 이루어내는 Collaboration을 상징합니다.

자연채광과 외부조망, 사용자의 동선이 함께 모이는 이 곳은 소통과 융합의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5개 층의 아트리움 벽에 투사되는 미디어 콘텐츠는 물리적 형태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과거-현재-미래와의 교감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Communication & Convergence - Atrium 

The Atrium, which symbolizes the collaboration based on 

CJ’s core drivers, is a bridge that connects all the research 

institutes located in each of the three towers.

It is the heart of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among 

researchers who are abl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whilst 

enjoying the view and natural sunlight.

Also, the media contents projected on the walls of the atrium’s 

five floors beyond the limitation of physical structure arouse 

creativity by facilitating interaction wit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Encounter - Lobby & Showroom

CJ Blossom Park’s interior design concept is creating a vibrant 

and comfortable setting so that researchers and visitors can 

freely and openly share ideas.

It is a cultural space of tech-savvy and eco-friendly design where 

researchers can interact, communicate, and collaborate casually 

with one another.

CJ Blossom Park offers a number of spaces equipped with 

cutting-edge technology (such as the media showroom, 

the ELEV. hall, and various digital signages) which create an 

energetic environment.

Credit to Christopher Barret PhotographyCredit to Christopher Barret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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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벽을 없애되, 구획이 꼭 필요한 공간에는 유리 벽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장비들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 연구/회의/사무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즉시 변경될 수 있는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단지 벽을 없앤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구분된 기존의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였습니다.

In order to connect the compartmentalized minds of 

researchers, unnecessary walls were removed and glass walls 

were put up to divide space. Fixtures were arranged in a way 

so that the space can be flexibly changed according to 

a researcher’s needs (e.g., laboratory, conference room, or office).

01  이야기하다  
COMMUNICATION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아내는 무한한 空間  
Infinite space to capture diversity

무언가에 집중한 순간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전개되는 

빠른 아이디어 속도에 공간이 발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NSW(New Scientific Workplace)는 연구실과 사무실, 협업공간을 

통합 배치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빠르고 합리적으로 변하는 연구/사무/

회의공간이자 휴식공간입니다.

업무에서 휴식으로, 휴식에서 회의로 - 자신이 앉은 자리가 연구실로, 

미팅장소로 자유롭게 변하는 가운데 연구원들은 더욱 신속하고 편안하게 

소통합니다.

An appropriate space needs to be readily available so that 

concentrated ideas floating inside the minds of researchers 

can materialize.

The New Scientific Workplace (NSW) is a place to work and 

rest depending on the situation by consolidating laboratories, 

offices, and meeting places within one space. 

A space that can easily shift from a place to work to a place to 

rest and vice versa – such flexible change allows researchers to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Credit to Christopher Barret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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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이다
COLLABORATION

함께 웃고 떠드는 식탁에서 즐거움이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  

Ideas spark at the dining table where researches 
come and enjoy each other’s company

Discovery Room의 하나인 Micro café. 연구원들은 이 곳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소통과 교감을 경험합니다.

The Micro Cafe is a place where researchers communicate and interact 

casually while cooking and eating.

협업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모여 앉아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Collaboration Space는 연구원들이 서로 경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If researchers need to collaborate and share ideas, the Collaboration 

Space offers them to communicate openly and freely with each other.

Credit to Christopher Barret Photography

Credit to Christopher Barret Photography

지나가던 복도에서, 잠시 들른 카페에서 또는 즐거운 식사자리에서,

예기치 않게 시작된 동료와의 대화는 훌륭한 아이디어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overy Room은 기존 회의실에 주방시설, Interactive 스크린 등을 

설치한 복합공간으로서, 계획했던 이야기는 물론 예상치 못했던 

참신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크게 Micro café, Information Hub, Media Hub로 나뉘어지는 

Discovery Room은 다양한 형태의 협업, 지식 공유를 지원하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Conversations that unexpectedly take place between 

co-workers while passing each other in the hallway, stopping 

by the cafe, or enjoying a meal are often the starting point for 

developing great ideas.

The Discovery Room is comprised of the Micro Cafe, 

Information Hub, and Media Hub. It is a complex space in 

which a kitchen facility and interactive screen were installed 

within an existing conference room, and functions as a 

platform for researchers to exchange opinions as well as 

bounce ideas and hol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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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to Christopher Barret Photography

Credit to Christopher Barret Photography

03  꿈꾸다
INSPIRATION

햇살과 바람으로 채워지는 초록 감성  

Sparking creative ideas while enjoying the sun and breeze

비워야만 채울 수 있음을 알기에 CJ Blossom Park에는 쉼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원천인 자연을 공간 깊숙이 끌어들여 늘 곁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놀이와 휴식을 겸하는 유쾌한 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발상이 움트는 

씨앗으로 삼았습니다.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충전공간과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창의공간을 통해 비움과 또 다른 채움을 거듭해 갑니다.

CJ Blossom Park offers various places to relax so that researchers 

can utilize their creative skills and come up with new ideas.

In creating a pleasant space to relax and have fun while enjoying 

nature, this helps researchers to brainstorm and develop 

creative ideas.

The Rehabilitation Space offers a pleasant environment all year 

round and the Creativity Space motivates researchers.

세 연구동이 맞닿는 지점마다 조성된 작은 공원 ‘테라스’ 
TERRACE : Mini parks created at every point connecting 
the three research buildings

연구소 안으로 들여 온 사계절 푸른 숲 ‘윈터가든’
WINTER GARDEN : Four seasonal forest within laboratory  

흐르는 물 소리가 가져다 주는 완벽한 휴식  ‘워터가든’
WATER GARDEN : The perfect place to relax by listening to 

the soothing sounds of flowing water

즐거운 발상 전환의 가능성  ‘딴공간’ 
TTAN GONGGAN : The place to spark fresh & original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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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핵심 R&D 분야가 통합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Maximizing synergy for the future by unifying core R&D fields

CJ제일제당은 1953년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소재 식품인 설탕 생산을 시작으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식품, 사료, 바이오, 제약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며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게 할 Brain Hub로서, CJ Blossom Park는 국내 최초로 식품, 생물자원,

바이오, 소재영역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유사 사업군간 다양한 시너지를 이끌어내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OnlyOne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변화와 혁신의 DNA를 통해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CJ Blossom Park는 최고의 인프라, 

Global Top Class의 R&D 인재, 혁신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OnlyOne Technology기반의 혁신제품 

개발을 통해 Global No.1기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CJ CheilJedang started in 1953 as Korea’s first manufacturer of sugar which is 

one of the basic necessities in life.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company has grown 

remarkably by expanding our business scope to include food, feed & livestock, bio, and 

pharmaceutical products.

CJ Blossom Park was established to function as a brain hub to enable sustainable 

growth of CJ’s Research Institute by integrating research fields related to  food, animal 

feed, bioproducts and ingredients & materials. Embodying CJ’s OnlyOne spirit, we are 

committed towards generating multiple synergies among similar business groups.

At CJ CheilJedang, we pledge to do our utmost to become a global living and culture 

company that creates healthy, happy and convenient lifestyles through change and 

innovation.

To this end, CJ Blossom Park will play a pivotal role in making CJ a leading global 

company by developing innovative products using our OnlyOne technologies, 

top-notch infrastructure, and world top-class R&D professionals.

김 철 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Kim Chul-Ha
CEO of CJ CheilJedang Corp.

1953

CJ CheilJedang started out as a sugar manufacturer in 1953 

and thereafter has continuously produced a variety of food 

ingredient products such as flour and cooking oil, enabling 

the company to lead the food industry in Korea.

소재  Life Ingredient & Material

CJ제일제당과 CJ의 모태가 된 사업인 소재 식품 사업은, 
1953년 설탕을 시작으로 밀가루, 식용유 등 다양한 소재식품을 
생산하며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1973

In 1973, CJ CheilJedang launched its first feed product 

“Pungnyeon Feed” in Busan and has developed into 

a global feed company that produces industry-leading 

products and possess top-notch technical process. 

The company produces not only general livestock feeds 

for raising pigs, cattles, and chicken but also a variety of 

specialized feeds for fish farming as well as pet animals.

1973년 부산에서 첫 제품 ‘풍년사료’를 출시한 이후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과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사료회사로 성장하여 
현재 양돈, 축우, 양계 등 일반 가축사료는 물론, 양어와 애견 등을 
위한 특수 사료를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  Feed & Livestock

1975

CJ CheilJedang’s food business started with producing 

sugar and flour. Following the launch of the blended 

seasoning brand “Dasida” in 1975, the company 

diversified its product range to include fresh/processed/

health food brands. As the No. 1 food manufacturer 

in Korea, CJ is dedicated to promoting the charm and 

taste of Korean foods around the world.

CJ의 모태인 제당과 제분사업에서 출발한 식품 사업은 1975년 
복합 조미료  ‘다시다’  출시를 시작으로, 조미료는 물론 신선식품, 
가공식품, 건강식품으로 다각화하면서 국내 최고의 종합 
식품회사로 성장하여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식품  Food

1984

Based on the Group’s founding philosophy “Business 

Patriotism: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business,” CJ Healthcare started its business as 

a pharmaceutical division of CJ in 1984 and has 

developed into a representative pharmaceutical company 

in Korea that produces health & beauty products, 

parenteral nutrition products, and a variety of drugs to 

treat cancers, diabetes, infection, and diseases in kidney, 

circulatory and digestive systems.

사업보국(事業報國) 철학을 바탕으로 1984년 제약사업을 시작한 
CJ헬스케어는 항암, 순환, 소화, 당뇨, 수액, 항생, 신장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약품 및 Health & Beauty 사업에서 국내 
대표 제약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헬스케어  Health Care

1988

CJ CheilJedang’s bioscience business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SG plant in Gimpo in 1964, 

and the business was spurred by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branch in Jakarta, Indonesia in 1988. 

CJ Bio produces a wide range of products (such as 

MSG, nucleotides, lysine,  threonine, tryptophan, and 

methionine) using sophisticated ferment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ies, and supplies them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바이오 사업은1964년 김포공장(MSG공장)을 모체로 태동, 
1988년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면서 바이오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첨단 발효,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MSG, 핵산, 
라이신, 쓰레오닌, 트립토판, 메치오닌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외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BIOtechnology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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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연구소

LIFE INGREDIENT AND MATERIAL 

RESEARCH INSTITUTE

생물자원연구소

FEED &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Food Ingredient 개발에서 
Life Ingredient & Material 개발로 확대 성장
Expanding growth from food ingredient 
development to life ingredient & material 
development

“세계 최고 수준의 효소, 고체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사료/양축기술의 융합 및 고도화로 고객 Needs 중심의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개발 제공합니다.”

소재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설탕, 밀가루, 유지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 효소 시스템을 적용한 기능성 감미료와 고체발효기술을 적용한 
신 기능성 사료원료를 개발합니다.  또한 이들 기술을 확장하여 화장품
소재 등 생활소재로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소재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품 Customization을 통해 국내 및 글로벌 
고객들에게 필요한 Needs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혁신적 소재개발 
기술과 가공도 향상 기술의 융.복합화로, 건강 및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新감미료, 차별화된 기능성 사료원료, 가공소재 글로벌 확장, 화장품 및 
생활소재 개발을 통하여 Asia를 대표하는 소재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 분야 및 제품

- 양돈 : FCR 개선 육성돈(Great P), 증체개선 자돈(돈돈명작)/ 비유량 개선 모돈
   (다산 임신/포유)

- 축우 : 유량/유질 향상 낙농(밀크젠), 육량/육질 향상 비육(비프젠)

- 양계 : FCR 개선 육계(GM 시리즈)

- 양어/Pet : 특수사료(광어사랑, 오네이처)

- 사료 스페셜티 : SSE 및 SSE Plus, 설사개선 천연물, Probiotics(사균체), 유충단백

핵심 기술

- 메커니즘 기반 효소개량 및 대량발현 기술
- 고체발효를 통한 원물 고부가가치화 기술
- 항산화 제어 기술 및 원맥 열처리 기술

Major Research Areas and R&D Pipelines

- Swine Feeds : “Great P” (Feed for growing pigs with improved feed  
   conversion ratio), “Dondon Myeongjak” (Feed for piglets with improving growth 
   performance), “Dasan” (Feed for sow with improving milk production)

- Cattle Feeds : “Milk Generator” (Feed for improved milk yield & quality), 
   “Beef Generator” (Feed for improved carcass weight & quality)

- Chicken Feeds : “GM Series” (Feed with improved feed conversion ratio)

- Fish Feeds & Pet Foods : “Olive flounder Love” (Feed for flat fish) and   
  “ONature” (Specialized pet foods)

- Feed Specialty : SSE and SSE Plus, Natural substances for diarrhea treatment, 
   Probiotics (Lactobacillus rhamnosus, Lactobacillus salivarius), Larvae protein

Core Technologies

- Mechanism-based enzyme improvement and mass expression technology

- Technology for producing higher value added protoplasts through solid fermentation

- Anti-oxidation control technology and wheat heat treatment technology

주요 연구 분야 및 제품

- 기초소재 :  설탕, 밀가루, 유지

- 가공소재 :  프리믹스, 건강油, Café용 소재, 당류저감소재(프락토올리고당 등)

- 스페셜티 소재 :  기능성감미료(타가토스,알룰로스 등), 발효대두박, 어분대체 단백,     
  곡물발효 소재, 화장품 소재, 건강식품 소재

Major Research Areas and R&D Pipelines

- Basic Ingredients :  Sugar, Wheat Flour, Oil & Fat

- Processed Ingredients : Pre-Mix, Cooking oils, Sweeteners for cafe, 
   Alternative Sweetner (“Fructo Oligo Saccharide”)

- Specialty Ingredients & Materials : Functional sweeteners (“Tagatose” and  
   “Allulose”), SOYTIDE (Fermented Soybean Meal), AQUATIDE (Fishmeal-
   Replacement Protein), Grain fermented ingredients, Cosmetics materials, 
   Health food ingredients

Core Technologies

- Nutrient-based formulation technology by livestock (antibiotics replacement technology,  
   particle optimization technology, and milk production increasing technology)

- Functional new material technology (microorganisms, natural substances)

- in vitro, in vivo efficacy evaluation of feed additives

생물자원연구소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양축 기술 성장을 위해 최적의 
배합설계 기술과 기능성 신소재 기술, 축산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양돈, 축우, 양계, 양어 및 애견 등 주요 축종의 안전한 고효율 
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인니,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 진출
하여 국내기술의 해외 신속 적용으로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료 영양설계 기술 고도화로 대형 혁신제품 개발, 면역/소화생리 향상을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제형 차별화, 곤충 유래 신규 대체원료 개발,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을 통하여 Global Top 10 Total Nutrition Provider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핵심 기술

- 영양기반 축종별 배합설계 기술 (항생제대체 기술, 입자최적화 기술, 유량증진 기술)
- 기능성 신소재 기술 (미생물, 천연물)
- in vitro, in vivo 소재 효능 평가

*FCR : Feed Conversion Ratio
*SSE : Shrimp Soluble Extract
*SSE plus : Shrimp Soluble Extract plus

혁신적 제품기술과 양축기술 고도화를 통한 
Global Total Nutrition Provider로 성장
Become a global total nutrition provider through 
advancement of innovative product technology 
and livestock technology

We are leaping forward to become a global life ingredient & 
material company based on the world’s best enzyme and solid 
fermentation techniques.

CJ Life Ingredient and Material Research Institute is equipped with the nation’s 
top-level technology in sugar, wheat flour, and oil & fat production, and is 
dedicated to developing functional sweeteners using a special enzyme process 
and new functional feed ingredients applying the solid fermentation technique. 
Also, we are expanding the technological scope and broadening research areas 
to include life ingredients and materials (e.g., cosmetics materials). We are 
adhering to the needs of both domestic and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various applications of new ingredients & materials and customizing products.
We are setting our sights on becoming Asia’s leading life ingredient & material 
company by applying innovative ingredient & material development and process 
improvement techniques in order to develop new sweeteners that can help 
consumers to lead a healthy lifestyle, feed ingredients, cosmetics materials, and 
life ingredients & materials, as well as to expand globally the development of 
processed ingredient & material products.

We are developing and providing differentiated products and 
technology services based on customer needs through the 
convergence and advancement of feed & livestock technologies.

In order to develop high value-added products and enhance livestock technology, 
CJ Feed and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has been continuously carrying out 
researches on optimal feed formulation technology, functional new material 
technology, and livestock technology. Based on using many technologies, 
we provide safe and high efficiency feed for raising major livestock such as pigs, 
cattle, poultry, fish, and pets. Furthermore, we will be accelerating our global 
business via tapping into Asian markets (e.g., China, Indonesia, Vietnam, the 
Philippines) and promptly applying domestic technology. We seek to become one 
of the top 10 global total nutrition provide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innovative products based on sophisticated feed nutrition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nd differentiated types of shapes to improve 
immune & digestive systems, development of new alternative raw materials 
derived from insects, and development of eco-friendly livestock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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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기술연구소

BI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식품연구소

FOOD RESEARCH INSTITUTE

초일류수준의 R&D 기술역량 확보를 통한 
미생물 발효산업 분야의 Global No.1

차별화 가공기술로 건강, 편의 기반의 대형 
히트제품 개발 및 K-Food 글로벌화 리딩

“세계 최고 수준의 미생물 개량 및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편리한 먹거리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합니다.”

바이오사업부문은 세계 그린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는 Global No.1

바이오 기업으로 첨단 발효, 정제 기술을 통해 사료용 아미노산, 
식품첨가제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수준의 
미생물 개량 및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화학, 바이오매스 등 화이트 
바이오 분야 연구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BIO

기술연구소는 기존의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사료첨가제 생산개발을 넘어, 
“Cell Factories를 활용한 유용물질 생산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시켜 미생물 발효산업 분야의 확고한 Global No.1이 
되고자 합니다.

식품연구소는 국내 1위 식품기업 연구소로서 식문화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으며, 혁신적 가공기술로 대형 신제품 육성 및 한식 세계화를 목표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객의 사랑을 받아 온 
대표 브랜드 ‘백설’,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비롯하여, ‘다시다’, ‘해찬들’, 
‘햇반’, ‘행복한 콩’ 등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수많은 브랜드 및 
히트제품은 식품연구소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식품 가공기술 고도화로 고품질 편의식 개발, 한류 식문화 기반의 한식 
브랜드 육성, 미래 식량자원 품종개발, 단백소재 기반의 식량자원 개발을 
통하여 향후 Global Top 10 식품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We are shaping the future of the bio industry based on the world’s 
leading microbial improvement and fermentation technology.

CJ Bio is a leading global green bio company and a world leader in producing 
amino acids for feed and food additives using sophisticated fermentation and 
purification techniques. Efforts are concentrated in performing researches 
in the field of white bio (e.g., biochemicals, biomass) based on the world’s 
leading microbial improvement and fermentation technology. Going beyond 
the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food and feed additives using existing 
microorganisms, CJ Bi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s concentrating on 
building capacity to “Produce useful substances using cell factories that can 
generate high added value” in order to become the global leader in the field of 
microbial fermentation.

We aim to improve customers’ lifestyle by providing foods that are 
healthier and more convenient.

As the No. 1 Food Research Institute in Korea, CJ Food Research Institute leads 
the food culture trend and performs continuous research activities in order to 
develop new products and globalize Korean cuisines using innovative processing 
techniques. Numerous hit brands and products generating high added values 
include the flagship brand “Beksul” with a sound base of loyal customers, 
the global Korean food brand “Bibigo”, and consumer lifestyle-leading brands 
such as “Dasida”, “Haechandle”, and “Happy Bean”. We are aiming to become 
the top 10 global food company by developing high quality convenience foods, 
promoting Korea’s food culture based on Korean food brands, breeding varieties 
suitable for foods of the future, and developing protein-based ingredients based 
on the advancement of food processing technology.

주요 연구 분야 및 제품

- 사료용 첨가제 : 세계 최초 BIO기반 5대 아미노산 포트폴리오 구축/사업화 
   (Lysine, Methionine, Threonine, Tryptophan, Valine)

- 식품용 첨가제 : 식품용 아미노산 (Arginine, Cysteine), 핵산(세계 1위), MSG   
- 바이오화학 : Non-edible biomass 소재, 우레탄/나일론소재, 플라스틱 소재 등        

주요 수상

- 메치오닌 : IR52 장영실상 (20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바이오텍터 :  IR52 장영실상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쓰레오닌 : 세계 일류 상품 (2003) 산업자원부 
- 핵산 : 세계 일류 상품 (2002) 산업자원부   
- 쓰레오닌 : 대한민국 10대 기술 (2002) 산업자원부
- 라이신 : 세계 일류 상품(2001) 산업자원부

핵심 기술

- 균주 개량, 단백질 발현 조절 기술 
- 미생물발효기술, 분리 / 정제 기술
- OMICS  기반 대사 공학 기술, 분석기술
- Non-edible 바이오매스 / 바이오화학 기술

Major Research Areas and R&D Pipelines

- Feed Additives : Development & commercialization of the world’s first 
   bio-based amino acid portfolio (Lysine, Methionine, Threonine, Tryptophan,  
  And Valine)

- Food Additives : Amino acids (arginine, cysteine), Nucleotides (world’s No.1), MSG

- Bio Chemistry : Non-edible biomass materials, Bioplastic monomers, etc

Core Technologies

- Strain development, Protein expression control technology

- Microbial fermentation technology, Separation/Purification technology

- OMICS-based metabolic engineering technology, Analysis technology

- Non-edible biomass / Bio-Chemical technology

Major Research Areas and R&D Pipelines

- Convenience Foods : Instant Rice (“Hatban”), Bibigo Dumplings, Cj Spam, 
   Cj Canned Alaska Salmon, Sauce, Dessert

- Fermented Foods : Seasoning & Pastes, Kimchi, Fermented Materials

- Health Foods : Probiotic lacto bacillus (CJLP133), Hanbburi, H.O.P.E., innerb

주요 연구 분야 및 제품

- 편의식품 : 즉석밥(햇반), 비비고 만두, 스팸/연어캔, 면, 소스, 디저트
- 발효식품 : 조미료/장류, 김치, 발효맛소재
- 건강식품 : 아토피유산균(CJLP133), 한뿌리, H.O.P.E, 이너비 등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공장  
Indonesia Pasuruan Bio Factory

World’s No. 1 in the microbial fermentation 
industry by securing leading-edge R&D 
technology competency

Utilize differentiated processing techniques to 
develop healthy convenience food products 
that can captivate customers and to take 
the lead i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핵심 기술

- 가공기술 :  HMR, 육가공, 냉동
- 품종기술 :  우수품종 육종재배
- 균주기술 :  기능성 균주 선별 및 배양
- 기능식품 :  건강기능 평가

Core Technologies

- Processing Technique : HMR, Meat processing, Frozen food processing
- Breeding Technique : Superior Varieties’ Plant Breeding
- Strain Development : Selecting and culturing functional strains
- Functional Food : Assessing health supplements

Intelligent Kitchen

Nutritional & 
Functional 
Ingredients

Fermentation & 
Bio Conversion

Biomass

Major Awards

- Methionine : IR52 Jang Young-Shil Award (2016), KOITA
- Biotector : IR52 Jang Young-Shil Award (2010), KOITA
- Threonine : World’s No. 1 Product Award (2003), MOTIE
- Nucleotides : World’s No. 1 Product Award (2002), MOTIE
- Threonine : Korea 10 New Technologies Award (2002), MOTIE
- Lysine : World’s No. 1 Product Award (2001), MOTIE

   * KOITA :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 MOTI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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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연구소

HEALTHCARE RESEARCH INSTITUTE

“혁신적인 치료제와 차별화된 Health & Beauty 컨텐츠를 
  개발합니다.”

CJ헬스케어 연구소는 “Heal The World, Better Life”라는 Vision을 
달성하기 위해 ① Disease-focus된 자체 Global 신약/바이오 제품개발 
② Open Innovation을 통한 연구 가속화 및 성과 창출 ③ 차별화된 
기술의 대형 제네릭 및 개량신약 제품 개발 ④ Platform기술 확보를 통한 
Global 기술/제품 수출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J헬스케어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역량과 Platform 기술을 
토대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여 Global 제약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We develop innovative therapeutics and outstanding 
health & beauty contents.

To achieve the vision “Heal The World, Better Life”, CJ Healthcare 
Research Institute performs diversified research activities in order to: 
(1) develop disease-focused novel small molecules and biologics targeting 
the global market; (2) accelerate research development and achievement in 
pharmaceutical industry through open innovation; (3) develop generic and 
IMD(Incrementally Modified Drugs) products with differentiated technologies; 
and (4) proceed out-licensing of global products through top-tier & platform 
technologies. CJ Healthcare Research Institute is expanding research areas 
based on its platform technologies and research capabilities to become a 
global pharmaceutical company.

주요 연구 분야 및 제품

- 합성 의약품 : 소화기 및 면역 항암질환 타겟 합성 신약, 순환기 복합 개량신약
- 바이오 의약품 : 신장질환 타겟 2세대 단백질의약품, 백신 의약품
- 수액 제품 : 기초수액 및 지질성분 포함 영양 수액
- H&B 제품 : 컨디션, 헛개수 등 효력 보유한 차별화 제품

Major Research Areas and R&D Pipelines

- Small Molecules : Novel small molecules for gastrointestinal tract/
   immunology/oncology, New IMDs for circulatory system

- Biologics : Second-generation therapeutic proteins for kidney disease, Vaccines

- Parenteral Nutrition Products : IV fluids and lipid parenteral nutrition products

- H&B Products : Differentiated products with efficacy such as “CJ Condition®”  
   and “Hutgaesoo® (Oriental Raisin Tea)”

품질안전센터

QUALITY SAFETY CENTER

“품질 안전 전문가의 위해 물질 탐구와 예측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CJ만의 ONLYONE적 품질안전을 지향합니다.”

품질안전센터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 품질안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외 리스크의 
사전 탐지 및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신규 위해 물질에 대한 탐색 및 
지속적인 Tracking 으로 이슈발생을 예방 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식품안전 기능까지도 지원함으로써 Global Risk 발생을 
예방하는 최고의 품질안전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안전! 그 이상을 CJ 품질안전센터가 책임지겠습니다. 

We embody CJ’s OnlyOne spirit of dedicating to ensuring 
quality and safety, based on research and prediction of harmful 
substances by quality and safety professionals.

To produce safe and reliable products that can be enjoyed by customers, 
CJ Quality Safety Center detects domestic/overseas risks and takes preemptive 
action based on Korea’s leading quality safety infrastructure, and investigates 
new hazardous substances and performs continuous tracking to prevent issues.
Also, CJ Quality Safety Center aims to become the best quality safety center in 
preventing global risks by ensuring global food safety.
Guaranteeing your safety will always be our highest priority.

주요 연구 분야 및 제품

- 위해물질 탐색 및 사전 Risk 예방 :
   대외 리스크 발굴 및 사전 대응
   방사능, GMO 등의 식품안전 Risk 중점관리
- 신제품 안전성 검증 :
  신제품 안전성 검증제 최초 도입 (1997년)
  미생물 및 화학적 위해물질의 관리 강화
- Global 식품안전 기능 지원 :
  중국품질안전센터 분석역량강화 지원 (화학, 미생물, 방사선, GMO)
  미국/ 일본 및 향후 베트남 식품안전규격 관리 및 안전성 검증 프로세스 구축 지원

Major Research Areas and R&D Pipelines

- Investigate Harmful Substances And Prevent Risks :
   Identify external risks and take preemptive action
   Focus on controlling food safety risks (e.g., radioactivity and GMO)

- Verify New Product Safety:  
  Introduced the first new product safety verification system in 1997 
   Strengthen control of hazardous microorganisms and chemical substances

- Ensure Global Food Safety :
  Support the reinforcement of the analytical capacity (e.g. chemicals,  
   microorganisms, irradiation, GMO) of China’s Quality Safety Center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food safety management and safety verification 
   process in the US, Japan, and Vietnam

Global 시장 지향의 합성 /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 

식품안전 Risk의 선제적 인지로 철저히 
예방하여 사전/사후 Risk를 Zero화

Develop innovative new synthetic and 
bio drugs targeting the global market

Prevent and minimize pre-and-post 
risks through anticipatory cognition of 
food safety risks

핵심 기술

- 타겟 분자 디자인, 신물질 합성 기술
- 소화/항암 면역 분야 약효 /ADMET 평가 기술
- 유전자 조작 기반의 배양/정제 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술
- 서방화, 가용화, 약물 안정화 등의 약물 전달 기술

Core Technologies

- Target molecule design, Novel synthesis technology

- Pharmacology/ADME/ Tox. assessment in the GI/Immunology/Oncology fields

- Development of biologics based on genetic-engineering, cull culture and  
   protein purification 

- Drug delivery technologies including sustained release, solubilization, stabilization

Agilent 7200  Q-TOF GC/MS/MS

24 25



CJ제일제당의 꿈과 이야기가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는 곳

A place where flower of CJ CheilJedang’s 
dream and story blooms



씨제이제일제당(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30 CJ제일제당센터 (우)04560
CJ CheilJedang Corp.        
CJ CheilJedang Center. 330, Dongho-ro, Jung-Gu, Seoul, 04560, Korea
Contact Number. 02-6740-1114  /  www.cj.co.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42번길 55 CJ BLOSSOM PARK (우)16495 
CJ Blossom Park. 55, Gwanggyo-ro 42beon-gil,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16495,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