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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다진주얼리

대표이사 김용호

주요사업 귀금속. 장신구 디자인 및 제조, 판매

브 랜 드 브리진[ BRIJIN ]

설 립 일 2014년 11월 13일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94번길 3, 3층(금광동)



FIRST

제품 신뢰 제약 해소

OPEN

디자인 콘텐츠의 다양화

Art Work Jewellery 선도

양적인 측면
제품 신뢰 제약 해소

질적인 측면
제품 신뢰 제약 해소

제품에 관련된 콘텐츠
디자인 및 서비스 강화

효과적인 제품 콘텐츠
전달 능력 강화

다진주얼리는 주얼리 디자인 콘텐츠를 우선으로 온.오프라인 쇼핑몰 기반의 온 디맨드(on-demand)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주얼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장인
정신의맥

오랜
노하우

새로운
도전

기술
업그레이드

글로벌
명품화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및 중국에서도 모방 생산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다진 주얼리 입니다.

장인 정신의 멋 세계 브랜드와의 만남 브랜드 가치의 대중화

최상의 연마사만이 가능한 보석과

같이 천연 광물을 용융하여 만들었

기에 빛과 광택이 영구적이며 흠집

또한 나지 않아 그 강도가 천연 보

석에 버금가도록 하나의 합성 보석

광물을 만든 독창적인 보석입니다.

명품 주얼리 브랜드에 사용되는 에나멜, 

칠보 등의 액세서리는 석유 추출물인 플라

스틱 색상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지만, 다진 주얼리가 보유한 ‘미네라이트’ 

보석은 그 가치만으로 세계 주얼리 브랜드

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다진 주얼리의 브랜드 ‘브리진’은 화산폭

발 원리를 응용하여 수정 광물과 지르코니

아 광물, 희토류 등의 여러 천연 광물을 액

상 후 원하는 색상과 형상을 특수 공법으

로 생산한 제품으로 기존의 수작업 대비

생산성이 월등히 높은 고부가치 상품으로

대중화가 가능합니다.



A GEM THAT SHINES WITH HIGH QUALITY AND PROFOUND FEELING.

THE MINERITE STONE, WHICH CARRIES THE COLOR OF NATURE, TELLS YOU DIGNITY IN YOUR HEART



THE REASON WHY YOUR HANDS ARE BEAUTIFUL

IS BECAUSE THE LIGHT OF THE JEWEL THAT WRAPS YOUR HANDS THE LIGHT OF NATURE.



THE REASON WHY YOUR HANDS ARE BEAUTIFUL

IS BECAUSE THE LIGHT OF THE JEWEL THAT WRAPS YOUR HANDS THE LIGHT OF NATURE.



THE LIGHT OF BEAUTIFUL MINERITE STONE

MAKES HER ELEGANCE EVEN BRIGHTERA HARMONY OF NATURE’S BRILLIANT LIGHT AND LUXURIOUS DESIGN.



YOUR APPEARANCE MAKES ME JEALOUS.

THE RETURN OF THE QUEEN WITH RADIANT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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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 기술의 개요

당사 제품은 천연 광물을 액상화 후 제조, 빛과 광택이 영구적이며 충격 및 흠집에도 강한 내구성으로 강도가 천연 보석에 버금가도록

하나의 신규 합성 보석 광물을 만든 것입니다.

- 특허 등록번호 제 0332336호 : 형석 가공 방법

- 특허 등록번호 제 111806호 : 규석을 주재로 한 용융물의 형상용융 방법

- 국가지정 금.은세공 장인지정 제 2002-5호(노동부)

- 1988년 서울기능대회 보석가공 부분 은메달 수상

- 천연 광물을 용융 방식으로 성형하여 Art 작품 주얼리를

생산하는 경쟁자는 국내·외에 없음.



2. 기획 기술의 개발 내용 및 방법

1) 기술개발제품과기존제품의차이

기존수작업제품은틀에맞게그라인더에갈아맞춰야하므로많은시간

이소요되며소량생산으로인한고가의상품판매형성

기존제품

동사 발명 특허기법 특징 : 다양한 형상의 스톤 제품 유형군을 한번 세팅

으로 월등히 높은 생산성으로 소량 다품종 생산 가능

기술개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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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 주얼리의 브랜드 ‘브리진’ 은 기존 고가 주얼리인 ‘파인 주얼리’ 제품과

대비하여 동등한 수준의 가치와 품질을 유지하면서 판매 가격은

‘파인 주얼리’와 ‘패션 주얼리’의 중간 정도인 중.저가 수준을 유지하여 주얼

리 시장의 안정적 진입을 우선적으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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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