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능을 가능케 한 개척자정신으로

세계 속의 아주로 도약합니다



한 청년의 ‘개척자 정신’은
지금까지 줄곧 아주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아주의 창업이념인 개척자정신(開拓者精神)은 창업주인 문태식 선대회장이

추구했던 경영철학으로 아주 정신의 모태입니다. 이러한 개척자정신을 바탕

으로 아주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전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등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故청남 문태식 명예회장 (1928.02~2014.12)

故 청남 문태식 명예회장 美 포브스 아태 기부영웅 인 선정

국민훈장 동백장 추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계를 뛰어넘는 개척자정신과 굳은 실천으로 일궈온 아주의 역사는 변화와 혁신의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아주는 모든 구성원들이 꿈을 실현하며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100년

기업을 지향합니다. 혼자 빨리 가기보다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며 더불어 멀리 갈 수 있는 상생의 기업이 되겠습

니다. 고객과 아주인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아주 좋은 기업으로’, 나아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긍정과 기쁨의 아주정신과 5가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비전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5대 핵심가치]

배우는 인재 따뜻한 존중 창조적인 혁신 행동하는 열정 함께하는 성장

[아주 정신]

긍정 – ‘하면 된다’는 적극적 마음가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도전의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용기

기쁨- 일을 즐기려는 마음, 일에 몰입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바이러스



아주는 투명한 기업,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추구합니다. 

아주는 2004년 윤리경영 선포 후, 윤리위원회와 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주의 각 계열사 CEO들의

윤경포럼 실천 서약을 비롯해 전 직원의 윤리서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윤리를 임직원 행동의

최우선 원칙으로 정함으로써 협력사와 공존공영하고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혼자 빨리 가기보다,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상생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주는 인류 사회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과 전 계열사는 사회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발굴과 더불어 상생과 나눔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기부나 자선 활동 위주의 사회공헌을 넘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의 꿈과 비전을
고객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문규영 회장

2015. 03

문규영 아주 회장, 한국마케팅학회 '2014 올해의 CEO 대상' 수상

2008. 11

문규영 아주 회장, 제 3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 수상

2008. 04

문규영 아주 회장, 2008 한국품질경영인대상 기업인 선정

2004. 04

문규영 아주 회장, 제 39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한국능률협회)



아주 좋은 기업을 넘어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룹 주요 사업 개요

건자재전문건설부문 금융부문 자동차부문 호텔부문 IT부문부동산자원개발부문

아주산업

브이샘

아주지오텍

아주베트남

아주캄보디아

아주미얀마

공영해운

아주IB투자 아주네트웍스

아주오토리움

아주모터스

아주호텔앤리조트

라이즈오토그래프컬렉션
(아주호텔서교)

하얏트리젠시제주
(아주호텔제주)

The Westin San Jose

AC Hotel Seattle Bellevue

Downtown

아주프론티어 아주큐엠에스

엠티콤



FINANCIAL HIGHLIGHTS 
2017년 말 기준





아주산업

아주의 모기업인 아주산업은 수도권 일대 7개의 레미콘 사업소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2개의 건자재 공장을 보유한 레미콘 업계 빅3

중 하나입니다. 아주산업은 건설의 기초가 되는 레미콘, PHC 파일,

골재 사업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나아가 건자재사업의 우수

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철강, 우드펠릿, 트럭/건설기계용

타이어, 가전제품 등 국내외 다양한 상품을 수입·유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저한 품질관리와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며 고성능 프리미엄 콘크리트 그린웍스

(Green-Wox)와 각종 친환경 건자재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주의 건자재 부문은 50년이 넘는 전통과 업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

의 제품과 한발 앞선 선진 시공 능력을 선보이며 우리나라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개척자정신 실현의 리더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기술 개발 및 품질개선을 통해 미래 생활공간을 창출하고 고객만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브이샘

브이샘은 아주산업과 싱가폴 S3사의 조인트 벤처로, 아주그룹 최초

의 해외 합작법인입니다. 2002년 법인 설립 후 2004년 6월 인천

공장을 완공하고 2013년 슬래그 시멘트 생산 설비를 추가하여 KS

규격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고품질, 친환경 건자재로 각광받고

있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과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전문적으로 생산

하며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는 친환경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주지오텍

아주지오텍은 기계화터널(Tunnel Boring Machine) 공사 및 지반

기초분야(Bored Pile, Diaphragm Wall)를 시행하는 전문 건설

회사 입니다. 지하공간 개발에 필요한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진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품질, 안전

하고 신속한 시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베트남

국내 레미콘 업계 최초로 베트남 현지에 연간 1,000,000m의

콘크리트 파일(PHC 파일)을 생산할 수 있는 연면적 98,280㎡(3만

평) 규모의 아주베트남을 동나이성에 설립하고, 베트남 경제 중심지

인 호치민시에 영업사무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 유치

원 건립 지원, 직원 교육 지원 등의 활동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

하고 있으며, 발전소, 석유정제시설, 항만 등 주요 SOC 프로젝트에

자재를 공급하여 베트남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화하는 글로벌 고객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 Piling을 포함한 기초 토목공사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주캄보디아

아주 캄보디아는 수도인 프놈펜 시에 공장 면적 26,221 ㎡의 부지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콘크리트 사각 및 원형 Type

전주 (연간 56,000톤)이며 78명의 직원들이 주야 생산 체제를

갖추고 시장 개척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2014년 ISO 9001,

14001 인증을 통해 품질 및 환경 부문의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을

구축하였고 Cable 외 전신주 Accessary 등의 무역을 통한 캄보디아

전력청(EDC) 납품으로 캄보디아 전력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주미얀마

아주미얀마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투자허가 승인을 받아 띨라와 경제

특구(Thilawa SEZ)내 59,822㎡ 부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습니

다. 미얀마의 경제 수도 양곤으로 부터 남동쪽으로 23km 떨어진

입주 부지는 미얀마 해상 수출입 물동량의 85%를 처리하는 띨라와

항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사업 분야로는 PHC PILE과 SQUARE

PILE을 시작으로 추후 PRECAST 제품과 PILE 시공업도 병행하며,

앞선 생산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얀마 건자재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동남아 주변국을 아우르는 건자재 공급 기지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해운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공영해운은 평택항의 모래전용 부두로

바다골재 선별과 세척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도권 남부 및

충청권에서 탄탄한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두는 사부두

중 국내 최대규모로 36,000㎡이며, 7개 선석 보유 및 국내 유일

모래전용 사부두 입니다.





아주는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차원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성공, 당신의 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IB투자

국내 최초의 벤처 캐피탈인 아주IB투자는 벤처조합과 사모투자조합(PEF)

전 분야에 걸쳐 펀딩과 투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서 IPO까지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원, M&A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주 좋은 파트

너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활발한 투자 활동을 펼침으로써 중소·중견

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벤처 및 사모 투자 전문회사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PE 투자 경영컨설팅





아주는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자동차 생활을

제안합니다. 고객 니즈에 맞는 차량을 아주 품격 있는 서비스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및 정비서비스 연결을 통해 아주 특별

한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동차 생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네트웍스

영국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 재규어 랜드로버의 공식딜러인

아주네트웍스는 2013년 3월에 한남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시작

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주의 혁신적

인 인재상과 기업문화, 세일즈 컨설턴트와 정비사의 높은 직무 전문

성,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고객 관리와 CRM 프로세스를 통해 전국

딜러들 중에서 핵심 딜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규어

랜드로버 고객에게 즐겁고 편안한 Premium Vehicle Life Style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주모터스

아주모터스는 연간 5만 대의 정비능력을 갖추고 7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전국 최고 수준의 차량정비 및 수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상 5층 규모에 자동차용 리프트(52Stall)보유, 고객 편의시설 등 최

신 시설을 갖추고, 확실한 정비와 친절한 서비스로 효과적인 차량관리

와 고객의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또한 글로벌 우수

부품업체들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부품사업과 렌

터카 사업을 통해 Total Auto Service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주오토리움

아주오토리움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판매를

담당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로 출범하였습니다. 2015년 국내 볼보

자동차 공식 전시장 최초로 카 스튜디오(Car Studio)를 적용한 일산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의 개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 목동과 안양

지역에도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오토리움은 감동적인 구매 경험을 통해 볼보만의 프리미엄 가치

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기존의 표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보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차별화할 수 있는 입지와 기회를 보며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브랜드,

시설, 경영진과 운영팀을 구상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호텔리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아주호텔앤리조트

아주호텔앤리조트는 아주의 호텔사업을 국내외로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아주 내 축적된 호텔 운영에 관한 역량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략적 인수와 투자 및 파트너십을 통해 선진

시장을 타깃으로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아주호텔서교)

젊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홍대에 위치한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RYSE, Autograph Collection)은 지상 20층 규모로 총 274개의

객실, 4개의 식음 업장, 목적에 따라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한 6개의

연회장 그리고 리테일 샵, 갤러리를 갖추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문화

공간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건축 회사 미켈리스 보이드의 인테리어

참여와 세계 각지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아주호텔제주)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서귀포시의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특급 리조트호텔입니다. 222개의 전 객실은 발코니 시설을 갖추어 중문
해변의 탁 트인 경치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합니다. 또한 다양한 행사장을 겸비하여 비즈니스 미팅 및 행사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테라스 카페, 오미 마켓 그릴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아쿠아뷰 스파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고객들이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 머무르는 모든 시간이 행복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The Westin San Jose

박물관, 레스토랑 및 쇼핑가 등 도시 최고의 명소들과 인접한

Westin San Jose는 독특한 성격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산호세 다운타운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171개의 객실을 보유한

Westin San Jose 호텔은 그 역사와 함께 현대적인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며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안한과 정교함을 갖춘

Westin San Jose는 비즈니스 또는 여행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AC Hotel Seattle Bellevue Downtown

스페인에 기반한 유럽인의 소울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 매리어트의 패밀리 브랜드로서, 클래식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AC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며

하이테크 기술과 기업 중심적인 마인드를 갖춘 시애틀 벨뷰에 위치해

있습니다.

AC 호텔은 최첨단 AV 장비를 갖춘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이행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AC 라운지에서 수제맥주,

와인 그리고 타파스를 즐기실 수 있으며, 유명 레스토랑들이 도보거

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AC Hotel Seattle Bellevue/Downtown

에서 시애틀을 새롭게 경험 해 보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아주프론티어

아주는 국내외 부동산개발 시장 진출을 위해 2007년 부동산

개 발 전문 법인인 아주 프론티 어를 설립했 습니 다 . 국내외

부동산개발 및 투자, 부동산개발 PM(Project Management),

부동산 관련 컨설팅, 부동산 관련 채권 매입 및 매각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변화에 어떤 회사보다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가치를 넘어, 미래의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땅 위’와 ‘땅 속’의 자연을 맞이합니다.

광물 및 식량자원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생각

하는 부동산 개발을 통하여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갑니다.





우수한 인재와 축적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토털 IT서비스 및 품질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비즈니스 가치창출에 기여

하겠습니다.

아주큐엠에스

아주큐엠에스는 아주의 IT 계열사인 아주아이티와 프로소싸이어티의

합병 법인으로 2015년 9월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아주큐엠에스는 IT기업이 갖추어야 할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오며, 현재 IT컨설팅, 시스템 메인터넌스, 웹 비즈니스, 

테스트 및 품질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엠티콤

엠티콤은 2017년 5월 아주에서 인수한 AI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딥러닝, 머신러닝을 기반의 비젼(AR, VR) 기술과 음성분석,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STT(Speech To Text), 

TA(Text Analysis), ChatBot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복지재단

아주복지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꿈과 행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복
지재단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아주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어려운 국내외 이웃들을
찾아 다양하고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인재육성 사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비전 체계도

비 전

미 션

슬로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공동의 행복을 추구

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아주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어려운 국내외 이웃들을

찾아 다양하고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를 지원함

으로써 수혜자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도록 기여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어린이 및 청소년)의 꿈과 행복

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재단

‘아주 특별한 나눔’ 아주 특별하게 나누는 사랑

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주 좋은 꿈터

아주 좋은 꿈터는 故 청남 문태식 아주 창업주의 생가터에 세워진 지역 사회 아동 청소

년들을 위한 교육 문화 공간입니다 년 월 일 오픈한 아주 좋은 꿈터는 지역

내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키우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꿈찾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학습지도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복지 기관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드림서치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를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 누구나 책과 함께 머물러 갈 수 있는 지역 친화

시설로 개방함은 물론 독서에 흥미를 붙이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복지재단 중점 사업



아주 행복한 공부방

아주 행복한 공부방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양질의 학습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

멘토링 지원 그리고 인성 함양 및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년부터 지역사회 복지

기관과 연계해 우면동에 아주 행복한 공부방을 개설하여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아동 돌봄 뿐만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꿈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지구촌

아주 행복한 지구촌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라의 아동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사업입니다

매년 임직원 여 명으로 구성된 아주의 해외자원봉사단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 정부와의 연계하여 학교시설

개보수 도서관 개소 유실수 심기 및 우물설치 낡은 외벽 페인트칠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여행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힘과 희망을 선사하고자

년부터 아주는 특별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전국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웃음치료 전문가집단

상담 장애자녀의 평생 대책에 대한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년부터 년까지 년간 총 회 진행을 통해

명의 어머니들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모임 및 커뮤니티를 마련하여 소통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부싯돌

년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사랑의 부싯돌은 서울

인천 광주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탄 또는 김장김치를 전하는 아주의 장수 사회공헌활동입니다 매년

약 여 명에 이르는 아주의 자원봉사단이 지난 년 동안 만장의

연탄을 전국에 지원하며 추운 겨울 소외된 이들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를 위해아주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세상의 미래를 위해아주는 오늘도 혁신합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아주는 오늘도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당신을 향해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