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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기술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앞서가는
사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며
모든 임직원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는다.

앞서가는
경영

경영자 및 관리자들은
탁월한 경영관리 능력으로
앞서가는 기업이 되도록 한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기업이 되자

경쟁에서 앞서가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한다.

愛人敬天

CORPORATE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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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 회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경그룹은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하여  
앞장서 왔습니다. 그 시간은 모든 애경 가족들과 고객 여러분들의 끈끈한 
연대로 이루어 낸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경의 가치 아래 항상 기업의  
사회적 소명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고, 이러한 문화는  
애경의 커다란 자랑이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잘 나갈 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힘들 때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담담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확신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애경은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그 어떤 세찬 비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기업, 변화와 혁신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애경에 늘 변함없는 사랑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애경은 뿌리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그 어떤 세찬 비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WELCOM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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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HART FINANCIAL STATUS

2018년 말 현재 애경그룹의 계열사는 총 46개이며,  
지배구조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배구조

AK아이에스 AK홀딩스

애경유화

애경화학

애경산업

AMPLUS자산개발 

애경개발

AK켐텍

제주항공

AK플라자

주주

애경그룹의 사업은 화학, 항공, 생활뷰티, 유통,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년 기준 매출은 화학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영업이익은 항공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항공과 생활뷰티 사업이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

사업 부문 별  
매출액
(단위: 억원)

12,837 

8,035 

4,814

3,524 

18,041 화학

항공

생활뷰티

유통

부동산

1,104기타

사업 부문 별  
영업이익

839 화학

1,023 항공

813 생활뷰티

350유통

54 부동산

499기타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매출액 37,796 42,914 48,456

영업이익 2,661 3,127 3,573

자산총계 44,323 48,624 52,404

부채총계 23,975 25,626 24,914

자본총계 20,348 22,998 27,490

AK홀딩스 7,154

애경산업 12,503

제주항공 8,843

애경유화 2,531

합계 31,030

재무 지표
(단위: 억원)

시가총액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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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꿈꾸는 행복한 삶,

건강한 생활, 풍요로운 세상

애경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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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

풍요로운 생활을  
만들어 가는 기쁨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

03

생활뷰티
04

유통 &  
부동산개발

05

해외사업

애경산업
에이텍
애경PNT
애경S.T.
AK아이에스

AK플라자
AMPLUS자산개발
애경개발
AK레저

애경홍콩유한공사
애경(영파)화공유한공사
애경(불산)도료유한공사
애경(천진)도료유한공사
애경화학(청도)유한공사
AK VINA
AK켐텍(하노이)
에이케이(상해)무역유한공사

제주항공으로 누리는  
생활의 여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

01

화학
02

항공

애경유화
AK켐텍
애경화학
코스파
AK & MN 바이오팜

제주항공
제이에이에스

AK홀딩스

사업소개

BUSINESS



AK HOLDINGS

AK홀딩스

애경그룹 지주회사 

- 100년 애경을 위한 발걸음

AK홀딩스는 애경그룹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2012년 9월 그룹 지주회사로 출범 하였으며, 

현재 애경그룹의 주요 회사인 애경유화, AK켐텍, 애경화학, 제주항공, 애경산업, AK플라자, 

AMPLUS자산개발과 그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AK홀딩스는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와 경영 지원 활동을 통해 그룹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100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aekyunggroup.co.kr

AK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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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 
화학은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화학기술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화학사업의 발전을 통해 생활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꽃피워 갑니다.

애경유화
AK켐텍
애경화학
코스파
AK & MN 바이오팜

화학

CHEMISTRY

애경유화

최고의 경쟁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미래를 이끄는 석유화학

애경유화는 기초유분을 원료로 기초소재산업에 사용되는 무수프탈산, 가소제, 폴리올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능력은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등의 친환경 연료분야에 진출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창조하여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980년 최초 1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이후, 1991년 1억 불, 2013년 5억 불 수출을 기록하는 등 제품의 

품질과 기술 수준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아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모토 아래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이를 실천하는 조직문화로 

2013년에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애경유화는 지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으로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01

www.ak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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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애경화학  AK켐텍 

합성수지와 복합재료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애경화학

애경그룹과 일본의 세계적 화학 제조회사인 DIC와의 합작으로 설립된 애경화학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용 수지, Polyisocyanate경화제, UV용 수지,  

수성 수지 등을 생산하는 합성수지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1992년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료용 수지는 국내 도료산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자재료용 수지 등의 하이테크 수지는 IT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Polyisocyanate경화제는 해외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메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애경화학은 특수소재에서 하이테크소재에 이르기까지 첨단 복합재료 분야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고객의 보다 나은 삶, 보다 값진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AK켐텍

AK켐텍은 인류가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고객 만족 

경영으로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AK켐텍의 제품은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류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AK켐텍은 2009년 7월 1일, 애경그룹 화학부문 

합성세제 원료 사업과 페인트 사업, 무기소재 사업을 새롭게 통합한 회사입니다.  

전자 및 휴대폰 도료 등 각종 산업용 도료와 계면활성제, 산업용 세정제, 고분자 제품, 

무기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인도, 중국 현지법인을 발판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akc.co.krwww.akchem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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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AK & MN 바이오팜코스파

건강한 삶을 만드는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2012년 애경유화와 일본 최대의 수산 그룹인 마루하니치로의 합작으로 설립된  

AK & MN 바이오팜은 오메가-3로부터 분리한 DHA, EPA 등을 독자적인 진공 증류와 

액상 크로마토그래피 기술로 98% 이상 농축하여 건강기능식품원료 및 바이오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인 GMP와 

식품규격에 관한 EU-HACCP 인증을 보유한 AK & MN 바이오팜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기술력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까다롭기로 유명한 선진국 시장에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EPP 전문 기업

코스파는 애경그룹과 세계적인 발포성형 전문업체인 일본의 JSP와의 합작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창립 이래 EPP와 EPE의 발포성형제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생산하며 

Engineering Foam 분야의 고도 기술을 선도해왔습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자동차 

충돌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Bumper Core재, Door Pad 및 Tool Box 등의 자동차 

부품과 각종 전자제품의 완충포장재, 건축자재 등이 있습니다. 코스파는 EPP발포 성형에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 내 

EPP시장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범퍼용 

충격흡수재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내외 

자동차업체로부터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EPP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www.akb.co.krwww.kos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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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으로 누리는 생활의 여유 
제주항공은 좀 더 경제적이고 편안한 여행을 위한 새 장을 열어왔습니다. 
애경그룹에 의해 설립된 한국의 No.1 LCC인 제주항공은 항공 여행의  
새로운 경험을 약속합니다.

제주항공
제이에이에스

항공 제주항공

항공 여행의 새 기준! New Standard, Jejuair

제주항공은 2006년 6월 취항 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여행의 새 기준을 만들며 

항공여행의 트렌드를 바꿔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서비스하며 ‘왜 제주항공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가격경쟁이 아닌 차별화된 상품 경쟁을 통해 새로운 10년, 2020년대에  

시장을 선도하는 항공사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02

www.jejuair.net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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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이에스

최고의 항공 지상조업 서비스

제이에이에스는 최상의 조업서비스를 통하여 항공기의 안정적인 운항환경을 지원합니다. 

탑승수속, 발권카운터 및 게이트 운영 등 여객서비스와 각종 장비를 이용한 항공기 

지상운용, 수하물 처리 등 램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항공사의 표준운영 절차에 맞는 

조업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이에이에스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을 

기원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jejuair.net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
내 가족이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만 드리겠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서 제품생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경은 생활을 잘 아는 기업입니다.

애경산업
에이텍
애경PNT
애경S.T.
AK아이에스

생활뷰티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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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애경산업

한 걸음 더 가까이, 생활 속에서 더욱 친근한 기업

에이텍은 플라스틱 생활용품, 화장품 ODM·OEM 사업 부문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 생산 가동을 시작한 플라스틱 생활용품 사업 부문은 다양한 튜브제품, PE, 

PET, 사출용기 및 칫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형 개발과 원료구매부터 용기성형, 후가공, 

납품까지 전 공정을 “ONE-STEP SOLUTION SYSTEM”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ODM·OEM 사업 부문은 기초, 색조, 헤어, 바디는 물론 기능성 제품 및 코스메슈티컬 

제품까지 생산, 공급하는 종합 화장품 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CGMP” 와 

“ISO22716” 인증 기업으로 우수한 품질과 안정된 제품생산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에이텍은 오늘도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품질, 최적의 원가로 고객 만족이라는 

경영 이념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뷰티 선도기업

애경산업은  ‘고객과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뷰티 선도기업입니다.  

애경산업은 탄탄한 생활용품사업을 기반으로 최근 고성장 중인 화장품사업을 통해 

생활뷰티 선도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비누인 ‘미향비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주방세제 ‘트리오’, 국민치약 

브랜드 ‘2080’, 중성세제의 대명사 ‘울샴푸’, 세탁세제 ‘스파크’, ‘리큐’ 등 생활용품과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AGE 20’s(에이지투웨니스)’, ‘루나(LUNA)’, ‘포인트(POINT)’ 등 화장품을 

통해 애경산업은 고객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애경산업은 현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약 30개국에 주요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중국 마케팅과 시장 공략을 통해 중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2017년 11월 중국상해법인을 설립하며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본을 비롯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와 러시아, 미국 등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www.atecltd.comwww.aekyung.co.kr

HOUSEHOLD/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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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S.T.애경PNT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듭니다

2007년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과 일본 가정용품 선두기업인 ‘S.T.코퍼레이션’과의 

합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고객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애경산업’의 기업정신과 고객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기업 모토로 하는 ‘S.T. 코퍼레이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행복을 추구하는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홈즈 에어후레쉬’는 소취라는 신개념을 적용한 프리미엄 방향제 

브랜드입니다. 냄새를 향으로 가리는 것이 아닌 냄새입자 자체를 제거하는 새로운 개념의 

소취제입니다. 이 밖에도 탈취제, 방충제 및 주거용 세정제 등을 선보이며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고객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고객의 만족과 생활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이노베이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첨단기술과 전문성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포장 문화

애경PNT는 1983년도 설립되어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선도적인 포장재 생산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은 “애경” 사랑과 존경의 기업이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품질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산라인 자동화와 신규 설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생산공정은 연포장과 지함으로 구분되어 인쇄를 시작으로 

주요생산품은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의 파우치류, 분말포장필름, 스티커인쇄, 단상자류, 

선물세트상자류를 제품을 생산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기술 도입과 꾸준한 

신규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갖춘 포장재기업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aekyungst.co.krwww.aekyungp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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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아이에스

맞춤형 통합 IT 서비스로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IT 솔루션 파트너

AK아이에스는 고객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첨단 IT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선진화하고 Smart work 실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AK아이에스는 자체 솔루션 연구개발과 항공운송, 생활뷰티, 화학, 

대규모유통시설, 온라인쇼핑몰, 부동산개발 업종 등에서의 IT시스템 통합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고객에게 맞춤형 IT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 업무 담당자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AK아이에스는 최신기술 지원과 선진 업무 프로세스 제안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AK아이에스는 선도적인 IT기술과 서비스, 

산업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최고의 고객 가치와 감동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AK아이에스는 투자사업부문을 통해 지분 투자 및 그룹 신규 

성장동력 탐색 등 다양한 투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www.akis.co.kr

풍요로운 생활을 만들어가는 기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느긋한 여유를 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애경과 함께라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AK플라자
AMPLUS자산개발
애경개발
AK레저

유통 & 부동산개발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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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US자산개발AK플라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Master Developer

AMPLUS자산개발은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AMPLUS자산개발은 차별화된 사업모델 및 상품 공급으로 개발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부동산 복합개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주거개발, 지식산업센터 및  

리테일 등의 비주거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인허가는 물론 상업시설 관리운영까지 부동산 개발  

전 과정의 역량을 보유한 마스터 디벨로퍼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AMPLUS자산개발은 강한 조직력과 시장에 대한 냉철한 통찰력으로 

앞으로도 고객감동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쇼핑·문화에 대한 철학을 담은 백화점  

AK플라자는 최고의 상품으로 고객을 사로잡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과 소통하는  

전문 유통기업입니다. 수원점, 분당점, 평택점, 원주점, 인천공항점, AK몰에서 패션, 외식, 

라이프스타일 등의 감각적인 쇼핑·문화생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디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AK플라자에서의 경험이 곧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근린형 NSC 쇼핑몰 ‘AK&홍대’ 

와 ‘AK&기흥’ 을 신설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과 관광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AK플라자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AK몰의 자신감은 전문적인 MD구성과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패션부터 외식, 여행 등의 컨텐츠를 웹과 모바일, 임직원몰까지 다양한 채널로 

제안하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K플라자는 유통업의 끊임없는 변화를 

예측하고 고객에게 언제나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www.amplus.co.krwww.akplaza.com

RETAIL & REAL ESTAT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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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레저애경개발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 리조트, 테르메덴

AK레저의 대표 브랜드인 AK테르메덴은 한국의 독일식 온천 리조트로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온천을 뜻하는 TERME와 낙원이라는 의미의 EDEN을 합성하여  

온천의 낙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이천 지역의 수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실내외 풀장과 카라반 캠핑장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1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AK레저는 다양한 레저활동을 통한 온 가족의 행복창조를 사명으로 최고의 힐링 리조트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휴식,  

행복한 레저문화를 창조하는 중부컨트리클럽

중부컨트리클럽은 38만 평 규모의 부지에 국제규격을 갖춘 정규 18홀(파72, 전장 6,325m)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편리한 교통과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최고의  

골프코스를 자랑합니다. 해발 400m의 국수봉을 중심으로 십여 개의 봉우리를 잇는 능선과 

울창한 수목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전경 속에 구릉과 분지를 적절히 살려 잘 조성된  

골프코스는 마치 골프장 전체가 한폭의 동양화 병풍을 두른 듯한 수려함과 아늑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푸른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넓은 페어웨이와 홀마다 다양한 유실수와 야생화는 

계절마다 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중부컨트리클럽은 고객들에게 편안한 서비스와 

쾌적한 레저공간을 제공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레저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www.termeden.comwww.akdjb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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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인정받는 일류 기업으로의 당당한 도약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되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지금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욱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의 미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세계시장 개척, 애경이 앞서 길을 열겠습니다.

애경홍콩유한공사 
애경(영파)화공유한공사 
애경(불산)도료유한공사 
애경(천진)도료유한공사 
애경화학(청도)유한공사 
AK VINA
AK켐텍(하노이)
에이케이(상해)무역유한공사

해외사업05

OVERSEAS

애경홍콩유한공사 
글로벌 시장 전진기지 구축

애경홍콩유한공사는 1995년 12월 대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 출범하여, 현재 애경유화를 

비롯한 화학부문 제품 및 원료를 해외 각지로 연결하는 수출입 업무와 기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3국 무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애경(영파)화공유한공사 
중국 가소제시장의 명문기업

중국 절강성 영파시에서 창립한 애경(영파)화공유한공사는 중국화동 지역뿐 아니라  

중국 가소제 시장을 주도하는 가소제 전문기업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애경(불산)도료유한공사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

2003년 12월 출발한 애경(불산)도료유한공사는 고기능성 휴대폰용 도료를 전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생산제품의 최초 출하 이후, 2005년 6월에는 광동성 심천시에 

심천칼라센터를 설립하여 제품의 현지 생산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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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AK켐텍(하노이)
동남아 시장 진출

2010년 2월 진출하여 삼성모바일용 특수도료를 주력으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4년 2월 자체공장을 신설하고 가전용, 자동차용, 

공업용, 건축용 도료 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AK켐텍의 해외법인입니다.

에이케이(상해)무역유한공사
고객과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뷰티 선도기업

에이케이(상해)무역유한공사는 2017년 11월 설립된 애경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중국 상해 서남부에 위치한 민항구 지역의 완샹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이케이(상해)무역유한공사는 전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현지에서  

AGE 20’s(에이지투웨니스), LUNA(루나) 등의 화장품 브랜드를 주력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 및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천진)도료유한공사
중국 북부 시장 교두보 확대

2008년 4월 설립한 천진 공장 및 연태 칼라센터 운영을 통해 고기능성 핸드폰용 도료 및 

신규 아이템 개발, 확대와 함께 중국 내 현지화,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애경화학(청도)유한공사
해외사업 현지 생산기지 구축

애경화학의 선진 기술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동종 업계로는 최초로 중국 산동성을 

거점으로 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GEL COAT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AK VINA

베트남 시장에서 동남아로 시장확대

AK VINA는 베트남 시장에서 PCM PAINT, New Steel드럼을 생산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M/S 1위를 유지하고 동남아 시장에 수출하여 애경의 브랜드를 동남아 

전체에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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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1945. 09  대륭양행 설립

1954. 06  애경유지공업 설립

1956. 01  국내 최초 미향 비누 발매

1956. 04  영등포 유지공장 준공

1962. 02  국내 최초 자동 연속식 비누 제조 공장 준공

1963. 03  국내 첫 기소제 생산

1966. 08  영등포 합성세제 공장 준공

1966. 12  국내 최초 주방세제 트리오 발매

1967. 08  영등포 도료 공장 준공

1970~1979

1970. 01  국내 제1호 석유화학 등록업체 인증

1970. 10  삼경화성 설립(현 애경유화)

1972. 08  애경유지공업 장영신 대표이사 취임

1974. 01  유아비누 발매

1975. 07  애경유지공업 대전공장 준공

1976. 04  성우산업 설립(현 에이텍)

1976. 05 애경유지공업 본사, 영등포 공장으로 이전

1979. 04  애경화학 설립

2007. 02  삼성물산 유통부문 인수(현 AK플라자 분당점, AK몰)

2007. 02  애경S.T. 설립

2007. 05  AK아이에스 설립

2008. 01  AK & MN 바이오팜 설립

2008. 03  AMM자산개발 설립(현 AMPLUS자산개발)

2008. 04  애경(천진)도료유한공사 설립

2008. 07  제주항공 국제선 취항

2009. 03  애경백화점 B.I변경(AK플라자)

2009. 04  AK플라자 평택점 오픈

2009. 07  AK켐텍 설립(애경정밀화학, 애경PNC, 애경소재 합병)

2009. 12  애경산업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0~

2010. 02  AK켐텍(하노이) 설립

2012. 04  AK플라자 원주점 오픈

2012. 09  애경그룹 지주회사 AK홀딩스 설립

2012. 10   애경산업 친환경산업 육성/저탄소 녹색성장  

국무총리상 수상 

2013. 04  AK레저 설립

2013. 07  애경산업 중국 광주 사무소 개설

2013. 09  애경산업 Age 20’s 커버팩트 출시

2013. 10  위례신도시 송파 와이즈더샵 주거시설 분양

2014. 03  AK켐텍 하노이 공장 완공

2014. 07  제주항공 한국 LCC 최초 탑승객 2,000만명 돌파

2014. 12  애경유화 6억달러 수출탑 수상

2014. 12   수원애경역사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오픈

2015. 03  애경유화 상해투자관리유한공사 설립 

2015. 03  기흥 힐스테이트 복합개발사업 분양

2015. 11 제주항공 한국 LCC 최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5. 12 애경산업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16. 01 제주항공 전세계 항공사 안전도 평가 최고 등급 획득

2016. 04 애경유화 러시아 시부르사에 기술 수출

2016. 05 제주항공 LCC 동맹체 ‘밸류 얼라이언스’ 합류

2016. 10 AK VINA 2016 베트남 상공의 날 우수기업 표창 수상

2017. 04 제주항공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두락’ 설립 

2017. 06  애경산업 Age 20’s 커버 팩트 홈쇼핑 누적판매  

3,000억원 달성 

2017. 09 제주항공 대한민국 LCC 최초 항공기 ‘30대 시대’ 개막

2017. 10 부평 산곡동 아이파크 주상복합 분양

2017. 11 에이케이(상해)무역유한공사 설립

2018. 01 제주항공 지상조업사 제이에이에스 인수

2018. 02  애경산업 Age 20’s 2017 티몰 국제 뷰티부문  

인기제품상 수상

2018. 03 애경산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8. 06 애경산업 Age 20’s 커버팩트 일본 QVC 홈쇼핑 진출 

2018. 07  애경그룹 사옥 ‘애경타워’ 준공 (홍대)

2018. 08  AK플라자 AK& 홍대 오픈

2018. 09 제주항공 홀리데이인익스프레스 서울홍대 오픈

2018. 11 제주항공 신규항공기(737MAX) 도입 계획 발표

2018. 12 제주항공 한국 LCC 최초 탑승객 6,000만명 돌파

2018. 12 AK플라자 AK& 기흥 오픈

1980~1989

1982. 03  애경쉘 설립(현 AK켐텍)

1982. 07  국내 최초 무공해 세재 원료 AOS 개발

1983. 03  경신산업 설립(현 애경PNT)

1985. 04  애경공업 설립(현 AK켐텍)

1985. 04  애경산업 설립

1987. 04  효소세제 스파크 발매

1987. 10  애경개발 중부컨트리클럽 개장

1989. 11  애경유화 5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1990~1999

1991. 04  코스파 설립

1993. 03  클렌징의 대명사 포인트 출시

1993. 09  애경백화점 구로본점 오픈

1995. 12  애경홍콩유한공사 설립

1996. 03  애경그룹 21세기 경영이념 선포

1997. 04  초고농축세제 퍼펙트 출시

1997. 04  화장품 부분 최초 ISO 9002인증 획득

1998. 11  덴탈크리닉 2080 치약 출시

1999. 08 애경유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1999. 09  애경리얼티개발 설립(현 AK S&D)

2000~2009

2000. 07  애경복지재단 설립

2001. 10  애경종합기술원 개원

2001. 11  애경화학(상해)사무소 설립

2002. 06  케라시스 샴푸 출시

2003. 02  애경백화점 수원점 오픈

2003. 08  AK VINA 설립

2003. 12  애경(불산)도료유한공사 설립

2004. 03  애경화학(청도)유한공사 설립

2004. 07  AK네트워크 설립

2005. 01  제주항공 설립

2006. 06  제주항공 국내선 취항

2006. 12  애경(영파)화공유한공사 설립

애경의 역사는 우리 생활문화와 흐름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랜 세월 애경의 곁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업,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경의 정신입니다.

AEKYUNG GROUP HISTORY

그룹 연혁 
195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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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사회공헌
애경그룹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다양하게 개발해 안정적인 일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는 태권도, 탁구, 배드민턴 등 총 8개 종목, 21명으로  
구성된 애경그룹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을 출범하여 다양한 근무형태로 장애인 고용을 
실현하며 사회적인 의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애경산업은 급식지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연탄나눔, 도서기증, 장학기금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활동을 펼치며 전직원이 참여해 매년 3,000여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열린의사회는 2011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8년간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아시아 각 지역에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의료진의  
항공이동 편의를 돕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꾸려 현지에서  
공동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애경그룹은 2000년도부터 애경복지재단을 통해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 소외 계층의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경그룹은 국가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1997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국제관을 건립해 기부하였고, 2018년에는 이를 다목적  
국제컨퍼런스홀로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애경그룹은 해외 교육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 방글라데시 학교건립프로젝트  
‘AK방글스쿨’을 4년간 운영하였습니다. AK방글스쿨은 굿네이버스가 교육시설이  
전혀 없는 방글라데시 몰로비바잘 지역의 빈곤 아동 및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세운 희망학교입니다.

기부
애경그룹은 서울 시내 4개 병원에 기부를 진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서울시와 함께 희망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총 200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저소득 이웃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탈북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2017년 하나원(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에 생활용품을 전달하였고 일상에서 필요한 응급처치교육의 생활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안전체험 특수차량 제작에 필요한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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