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진빌딩 15F T. 02-3704-3300

1-201905-F-A-K

www.eugenes.co.kr

AND
유진의
더 큰 도전이
더 큰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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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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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INNOVATION,
GREAT COMPANY

CHAIRMAN’S MESSAGE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더 큰 꿈이
시작됩니다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온 유진은
레미콘을 주축으로 한 건자재 사업에서 금융, 유통, 물류/IT,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으로 기업의 외연을 착실히 확대해왔습니다.

유진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관련 분야로의
확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사업 부문에도 진출해
다양한 사업구조를 가진 건강한 그룹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오늘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기업경영을 바라보는 사회의
기대수준이 날로 높아지며 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진은 ‘Great Innovation, Great Company’의 그룹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Space Revolution’의 기치를 내걸고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진취적인 마인드, 남들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한 신뢰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온 유진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사업구조, 기업문화와 경영시스템, 휴먼 캐피탈 등 모든 기업요소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겠습니다.
고객은 물론, 구성원과 거래처,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진무한(有進無限) 정신으로 걸어온 지난 65년,
지치지 않는 혁신의 발걸음은 또 다른 60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유진의 미래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진그룹 회장

유 경 선

새로운 성장,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진취·창의·신뢰의 기업 유진.
정도를 지키는 기업경영을 근 간으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 는
백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EUGENE

08
28

+ MORE

09

CORPORATE OVERVIEW
유진이
더 믿음직한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VISION

창의적 인재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인재관

1954년을 시작으로 65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진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며 대한민국

유진그룹 소개

대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유진그룹은 건자재/유통, 금융, 물류/IT, 레저/엔터테인먼트

경영이념

창의적
인재

유진의 구성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길을 찾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매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등 4개 사업 부문 50여 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5,000여 명의 유진가족이 한마음으로

기업관

각 사업 부문 간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사회에
봉사

기업은 사회구성원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기업으로서 추구하는
이윤 추구가 통상적인 사적 이윤 추구를 넘어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인 구성원, 고객, 주주의 행복과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부문

추구가치

새로운 가치를
창조

기업활동이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 들어 내는 것이며,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안정적이며 지속 적인 선순 환 구조를
만들어 영구히 존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PROACTIVE
핵심가치
건자재/유통 부문
유진기업, 동양, 유진홈데이, EHC,
유진AMC, 한일합섬

금융 부문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선물
유진자산운용, 유진저축은행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유진은 열정과 노력으로 탁월한

물류/IT 부문

레저/엔터테인먼트 부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유진은 젊은

한국통운, 유진IT서비스

푸른솔GC포천, 푸른솔GC장성,
유진엠 , 나눔로또

각 분 야 에 서 최고를 지 향 하 며 ,

열정과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진취

갖춰 최고의 성과를 추구합니다.
건설소재사업
레미콘, 아스콘, 원자재, 해외사업장
건자재 유통사업
철근, 석고보드, 단열재 등
종합건자재 유통
홈 임프루브먼트사업
홈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매장
운영, 주택보수 DIY 전문매장 운영
섬유사업
아크릴원사, 특수기능사, 스판본드
인프라엔지니어링
플랜트, 산업용 송풍기, 환경설비
건설/부동산개발사업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고급주거/
타운하우스 등 주택사업, 부동산
관리

유진투자증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판매, 기업공개/금융자문
등 기업 금융 서비스
유진자산운용
주식·채권 운용, NPL 등 펀드 운용
유진투자선물
국내외 선물/옵션 중개 서비스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전문운용사
유진저축은행
예·적금, 신용대출, 담보대출 서비스

물류사업(한국통운)
국내물류, 국제물류, 3PL
IT사업(유진IT서비스)
솔루션 개발/납품, 시스템
통합/운영, Infra Structure 운영
및 서비스

골프장사업(푸른솔GC)
푸른솔GC포천,
푸른솔GC장성

有進無限

콘텐츠사업(유진엠)
엔터테인먼트, 광고, 마케팅, F&B

창의

복권사업(나눔로또)
복권 솔루션 개발, 복권 솔루션
구축 컨설팅

CREATIVE

유.진.무.한.

신뢰
RELIABLE
유진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진의 창의성과 전문성은 시련과

위기와 갈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위기를 겪으며 끊임없는 고민과

유진은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전, 공동의 노력으로 배양됩니다.

개 방 의 정 신 에 입 각 해 관계 를

유진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경험과

형성한 모든 대상과 시너지를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추구하며, 구성원, 고객, 시장, 사회

미래를 위한 창조적 경영환경과

등 이 해 관계 자 모두 의 행 복 과

인재개발 환경을 조성합니다.

보람을 위해 행동합니다.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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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HIGHLIGHTS
유진이
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6,475

2015

사업 부문별 매출비중

12,100

2016

14,200

2017

건자재 / 유통

2015

주요 재무실적

2016

17,100

금융

29,000

2017

33,300

2018

13,800

2018

2015

7,176

2016

7,152
9,800

2017

(단위 : 억 원)

23,400

매출액

10,900

2018

2,342

2015

사업 부문별 매출비중 (2018)

2,545

2016

3,000

2017
2015

자산
총액

23,000

영업
이익

2016
2017

2018

41%

63,100
1,200

2,400

1,900

945
1,019

2016
금융

기타

33%

14 %

레저 / 엔터

레저 / 엔터테인먼트

8%

2016
2017

물류 / IT

기타

1,300

2018

2015

4%

1,100

2017

(단위 : 억 원)

1,800

2,700

2018

2015

53,400

2017

2015

물류 / IT

건자재 / 유통

(단위 : 억 원)

39,000

2016

2018

연평균 성장율 (2018)

(단위 : 억 원)

2018

151
125
900

4,600 *

*사모펀드(PE)의 한국특수형강 지분취득(3,650억 원) 포함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유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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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RFORMANCE
유진이
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칩니다

1,300 만m

레미콘

(2018년 기준)

5,300

3,800 대

한국통운
운송차량

레미콘 출하량

건설소재사업, 물류사업 운송차량 대수

1,500 대

유진기업,
동양
믹서트럭

3

대

(2018년 기준)

25 만t

아스콘

푸른솔 골프클럽 연간 내장객수

(단위 : 명)

(2018년 기준)

150 만m

모래

112,586

3

2018

115,856

위

250 만m

자갈

112,495

3

106,670

금융 부문 사업현황
(2018년 기준)

Retail 예탁자산 11조 원
수탁고 10조 원

2,000억 원

23

조원

260,000 명

건자재 유통 사업실적
2,000
549
115

2013

982

1,800

500 명

381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900 명

700 명

300 명

2014

2016
2015

푸른솔GC포천

2018

145,082
141,167
141,326

2017
2016
2015

푸른솔GC장성

문화나눔 프로젝트 누적 관람인원

(2018년 기준)

자산 2조 4000억 원

2017

142,993

200 명

2016

2017

2018

(2014 ~ 2018년)

2,600

명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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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 RECOGNITION
유진의
빛나는 수상 기록들을
소개합니다

2017

2016

• 제25회 물류의 날

• 미들웨어플랫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유트램(EuTram)’ 		

선정(11.01)

		 상표(4011674410000)

•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

2013

2단계(WLA-RGF Level 2) 취득(03.31)

2014

		 등록(03.16)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국제 표준인증

•제5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인증 취득(12.20)

사회복지·보건부문 대상 수상(03.07)
•ISO 27001 : 2013 / 9001 인증 갱신(10.27)
•세계복권협회 게임 건전화 대상 수상(11.05)

2017

20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표지인증 획득(09.26)

•PT.HANIL INDONESIA, 최우수 여성 근로기업 인도네시아

2016

중부자와 도지사 표창(12.17)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국제 표준인증

•한 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3단계(WLA-RGF Level 3) 취득(09.13)

2016

우수협력회사 선정 표창(11.05)
•GS건설 우수협력회사 선정

•PT.HANIL INDONESIA, 인도네시아 보욜랄리군

2017

		 최우수기업 3위 표창(08.16)

		 우수상 수상(11.08)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국제 표준인증

•의령공장, 한국품질진흥원 ISO9001: 2009 인증 획득(09.19)

4단계(WLA-RGF Level 4) 취득(09.22)
•ISO 27001 : 2013 / 9001 인증 갱신(10.14)

2017

•한일합섬, Preview in SEOUL 2017 TOP3 선정(08.30)

•WLA Security Control Standard:2016

•의령공장, 한국품질진흥원 ISO9001: 2015 규격 전환(09.20)

2018

동양

한일합섬

유진기업
2013

2018

한국통운

유진투자증권

유진IT서비스

유진저축은행

2013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최우수펀드판매사 선정(12.17)

2015

•	머니투데이 더벨 주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1위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기술상 수상(11.01)

2014

•한 국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

2016

•	2016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 저축은행

•당진기업, 2013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12.17)

•대한토목학회 제15회 토목의 날 토목대상 수상(03.30)

나눔로또

푸른솔 골프클럽
2014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04.19)
			최우수상 수상(01.27)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최우수펀드판매사 선정(12.18)

• 예금보험공사 주관 차등보험료율제
			발전 유공 표창(12.29)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04.18)

2015

•2014 친환경건설산업대상 건설자재부문대상 수상(11.20)

•노을공원시민모임 유진의 숲 조성 감사패 수상(01.22)
•머니투데이 더벨 자본시장 리그테이블 Best ELB House상 수상(01.28)
•머니투데이 더벨 2015 Korea WM Awards 올해의 펀드 판매사 선정(03.03)

2015

•한 국도로학회 2015년 가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상(10.0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 유공 표창 수상(03.05)

•2015 세계 표준의 날 KS인증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10.23)

•영등포구청 2015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수상(03.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배출량 인증서 획득(10.31)

•동아일보 2015 대한민국 경영대상 CSR경영부문 대상 수상(06.24)
•서울시립 서부노인요양센터 우수자원봉사단체 선정(12.04)

2016

•세종공장, 제54주년 소방의 날 기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업적 인증
세종특별시장 표창 수상(11.19)

2016

•제5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경제예측 거시경제부문 대상 수상(01.20)
•머니투데이 더벨 자본시장 리그테이블 Best Innovative House상 수상(01.27)

2017

•2017 친환경건설산업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07.19)

2018

•건설의 날 국토교통부장관 표창(06.25)

•푸 른솔GC포천, 2014~2015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선정(12.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상 수상(12.09)

2014

•SLA서비스수준 평가 평균 94.6점 ‘탁월’ 획득

•의령공장, 한국품질진흥원 ISO9001: 2015 인증 갱신(09.27)

•금융위원회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04.15)
•한 국인터넷전문가협회 스마트앱어워드2016 UX/UI이노베이션대상
수상(12.08)

•2018 친환경건설산업대상 건자재 유통부문대상 수상(07.18)

2017
2018

•대한상공회의소·Forbes 사회공헌대상 나눔봉사부문 대상 수상(09.28)
•한 국거래소 2017 코넥스시장 우수 IB 선정(03.08)
•머니투데이방송(MTN)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상 스몰캡 부문 대상
수상(06.20)
•헤럴드경제 베스트 리포트 대상 최다 리포트상 수상(09.18)

2018

• 서울경제 베스트 저축은행 대상 수상(3월)
• TV조선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 수상(12월)

2017

•푸 른솔GC포천,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한국 10대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선정(9월)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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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유진이
더 넓은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해외지사 주소

업무제휴

UAE지사

한일인도네시아

중국 광대증권(Everbright Securities)

(EUGENE CORPORATION LIMITED)

(Solo Factory)

일본 아이자와증권(Aizawa Securities)

ABU DHABI

Desa Nepen Kec. Teras, Kabupaten

태국 아이라증권(Aira Securities)

Boyolali, Jawa Tengah, Indonesia

인도네시아 발부리증권(Valbury Securities)

북경순동레미콘

세계를 상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가고 있는
유진, 진취적인 패기로 더 큰 성공의 신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베트남 드래곤캐피탈(Dragon Capital)

(Beijing Shuntong Ready-Mixed Concrete)

한일온두라스

Yaopocunxi, Renhezhen, Shunyiqu,

Km.5, Barrio Pueblo Nuevo,

Beijing, China

Autopista Entrada a Puerto Cortes,
Honduras

한일인도네시아
(Jakarta Office)
Graha Surveyor Indonesia LT.18 R.18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Setiabudi
Jakarta Selatan, DKI Jakarta, Indonesia

Beijing

CHINA

해외지사
•아랍에미리트
•중국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업무제휴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4

Shanghai

ABU DHABI

UAE

THAILAND
Bangkok

VIETNAM
Ho Chi Minh City

Locations

5

Locations

INDONESIA
Jakarta

Jawa

Puerto Cortes

HONDURAS

JAPAN
Tokyo

유진은 다양한 사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고객 생활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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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FOCUS
유진이
더 혁신적인 미래를
준비합니다

SPACE CREATOR

SPACE CONNECTOR

직접 공간을 창조, 이를 통한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Benefit을 주는 역할

공간과 공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역할

물류/IT 부문

건자재/유통 부문

Create Space,
Create Life

유진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을 전 사업 부문에 도입하고자
삶의 모든 공간을 혁신하는 ‘Space Revolu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사의 Home & Housing과

Space의 가치 향상

유진의 전 네트워크 및

사업 도메인

SPACE ENABLER

SPACE ENTERTAINER

공간의 원활한 사업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공급해주는 역할

공간 내에서 Story, Idea, 즐거움과
감동 등 정성적인 Fun을 제공하고
영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할

금융 부문

레저/엔터테인먼트 부문

고객의 Space 혁신

단순 인테리어의 개념을 넘어,

기존
사업

SPACE
REVOLUTION

전체 사업 부문을 4개의 사업 도메인으로 구분 짓고 각 사업 부문이 우리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Space와 Space의 연결

“우리 삶의 공간을 혁신”

가상의 Space 창출

4차
산업혁명
기술

Human Capital
Development

창의적 인재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유진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식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진 리더스 포럼 (EUGENE Leaders Forum)
IT

미래 산 업의 변화 에 본 격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 화 하기 위해

홈
임프루브먼트

유진그룹에서는 임직원들 을 대상으 로 ‘유진 리더스 포럼’을 매달

건설
소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 진의 새로운 비전인 ‘ Space Revolution’을 구 성원들이 함께

플랜트
레저·
엔터테인먼트

건설·부동산
개발

섬유

이해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발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학습하는 장입니다.

유진 디지털 도서관

SPACE
REVOLUTION

건자재유통

유진은 4차 산업과 관련한 지식의 보급과 폭넓은 주제의 콘텐츠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유진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서들을 구비하고 있는 온라인 도서관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전자책을 즉시 대출·반납하고 예약·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

물류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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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S HISTORY OF INNOVATION

1954

1954-1999

1954 대흥제과 설립
1969 영양제과 설립
1979 유진종합개발 설립
1984 유진기업 설립
1985 인천레미콘 공장 설립
레미콘제품 KS 획득

1989 부천레미콘공장 설립
호남아스콘공장 설립

1990 이순산업 설립
당진기업 설립
수원레미콘공장 설립

1991 유진자원 설립
1992 시화아스콘공장 설립
남동레미콘공장 설립
건설사업본부 설립

1994 유진기업・유진종합개발 코스닥 등록
부천아스콘공장 설립

1995 국내 최초 콘크리트 연구소 설립
남양주, 광주레미콘공장 설립

1996 영양제과, 제주농연 인수
사회복지법인 소사 유진복지재단 설립

2000-2006

2007-2013

2014-

2000 기초소재, 벤처기업 지정

2007 유진그룹 통합ERP 시스템 개통

2014 푸른솔GC포천 운영 개시

드림씨티방송 투자 유치(AIG-싱가폴투자청)

2001 브로드밴드솔루션즈 설립
기초소재, 고로슬래그파우더 KS 획득
2002 유진기업, 한국표준협회 KS대상 최우수상
2004 EM미디어 설립
고려시멘트 인수

2005 유진기업・유진종합개발 합병결의
유진기업, 안성레미콘공장 설립
유진기업, 현대개발 설립

로젠택배 인수 및 계열사 편입

유진초저온 설립

안당학술장학재단 설립

유진기업, 친환경건설산업대상

서울증권 및 자회사 유진그룹 계열사 편입

유진투자증권, 인도네시아 Valbury증권,

유진기업, 평택공장 설립

태국 Aira증권 업무제휴

유진기업, 행정타운공장 인수

나눔로또, 세계복권총회 게임건전화 대상

유진기업, 세종공장 인수

유진에너팜, 남양주공장 설립

한국통운 인수

유진투자증권, 6년 연속 최우수펀드 판매사 선정

나눔로또 설립 및 발매 개시

이토텍 설립

2008 서울증권, 유진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하이마트 및 자회사 계열사 편입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설립

유진기업, 동천아이디에스 인수

EUGENE MBA과정 개설

유진홈데이 설립

유진기업, 천안레미콘 아산공장 인수유진기업, 서진개발 인수

유진기업, 기초소재 및 고려시멘트 합병

유진투자증권, 중국 광대증권 업무제휴

유진기업, 지구레미콘 인수
유진기업, 삼호레미콘 인수
유진아카데미 개원

2006 유진기업, 이순산업 및 이순 합병
유진기업, 춘천레미콘공장 설립
금융감독원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
기초소재, 국가환경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유진기업, 한국표준협회 최우수 품질기업
2년 연속 선정

2009 유진기업, 파주채석단지 지정
하이마트, 3,000억 투자 유치

2010 연세대 유진어린이집 기증
유진기업, 아부다비 지사 설립
푸른솔GC장성 운영 개시
유진투자증권, 한국거래소 컴플라이언스 우수상
한국통운, 통합물류관리시스템(KLOS) 개발

2011 2011 하이마트 거래소 상장

유진투자증권, 일본주식 거래서비스 오픈
나눔로또,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서울총회 개최
여의도 사옥 입주
EM미디어, 유진엠으로 사명 변경

2016 유진투자증권, 선강퉁/후강퉁 주식거래 서비스 오픈
홈 인테리어 브랜드 홈데이 론칭, 목동점 오픈
동양 계열사 편입

2017 홈데이원 론칭, 당산점 오픈

유진인재개발원 개원

이토텍, 유진IT서비스로 사명 변경

유진투자증권, 日아이자와 증권과 업무제휴

홈데이 잠실점 오픈

1997 드림씨티방송 설립

2012 유진기업, 동서울공장 설립

1998 소사 유진복지재단 유진어린이집 개원

2013 유진에너팜 설립

1999 기초소재 설립

2015 유진엔랩 설립

유진기업, 춘천공장 인수
유진기업, 군산공장 설립
유진기업, 건자재 유통 사업 개시
나눔로또 통합 복권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유진AMC 설립
한국통운,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인허가
EM미디어, 뽀로로뮤지컬 설립

현대저축은행 계열사 편입
현대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

2018 한일합섬 물적분할
EHC 설립
홈데이몰 오픈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오픈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에이스 홈센터 목동점 오픈
유진기업, 현대산업 외 10개사 흡수합병

2019 사회공헌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로 확대 개편
에이스 홈센터&홈데이 용산점 오픈
에이스 홈센터 온라인몰 오픈

2019

유진은
항상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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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nstruction
Materials /
Distribution

02 Finance
금융
유진투자증권 | 유진자산운용 | 유진투자선물 |

건자재 / 유통

유진프라이빗에쿼티 | 유진저축은행

유진기업 | 동양 | 유진홈데이 | EHC | 유진AMC |

등 고객에게 최대의 이익을 드리는 종합금융투자 서비스를

한일합섬

제공합니다.

고객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 :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그룹의 지속성장 기반 : 압도적 1위의 레미콘 등 건설자재
사업을 바탕으로 건설과 건자재 유통 등 관련 사업에서
시장을 선도합니다. 또한, 섬유, 플랜트, 홈 임프루브먼트

BUSINESS
REVIEW

사업에 이르기까지 소재와 유통 분야에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유진무한의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온 유진은
주력사업인 건자재 기반의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금융
/ 유통 / 물류·IT /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선도하고,
창의적 인재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인류사회에

04 Leisure /

봉사하는 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03 Logistics / IT
물류 / IT

Entertainment
레저 / 엔터테인먼트
푸른솔GC포천 | 푸른솔GC장성 | 유진엠 | 나눔로또
다양한 트렌드와 경험 창조 : 우수한 경관과 자연 친화적인

한국통운 | 유진IT서비스
물류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체계적 물류시스템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기업물류를 비롯한 다양 한 품목의 물류
서비스를 펼칩니다.
IT를 통한 새로운 도전 : 최고의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관리에
바탕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IT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푸른솔GC 운영을 통해 고객의 삶에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디 지털 뉴 미 디 어 사 업 선 도 : 콘 텐츠 제 작 과 유 통 을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혁신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건전한 레저로서의 복권 구현 : 복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복권사업이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레저산업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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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유진은 국내 레미콘과 기초 건자재 분야의 1등 기업입니다. 유진기업과 동양은 레미콘 최대
규모인 서서울공장을 비롯해 전국적 레미콘 배급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과 최첨단
설비,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레미콘 사업은 2018년 업계최초 ‘저탄소레미콘’ 인증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발열 및 고강도 콘크리트 등 특수콘크리트 또한 최고의 기술력 확보를

사업장 현황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하여 국내 레미콘 산업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과
동양은 전국 46개 공장에서 220여 명의 영업사원과 1,500여 대의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삼척공장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로공장

또한, 우수한 품질의 레미콘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EURAS(차량관제, 출하관리, 생산/운전관리, 품질관리)를 레미콘 공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원자재 수급 및 관리가 원활하도록 인천의 모래사업소와 파주석산,
공주석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울산공장

건자재 / 유통

Construction
Materials

레미콘
●유
 진기업 : 부천공장, 강서공장, 인천공장, 서인천공장,

송도공장, 서서울공장, 동서울공장, 남양주공장, 동두천공장,
춘천공장, 수지공장, (경기)광주공장, 안산공장, 수원공장,
지구공장, 평택공장, 안성공장, 천안공장, 아산공장, 세종공장,
당진공장, 광주공장, 나주공장, 군산공장, 김해공장
●동
 양 : 안양공장, 인천공장, 파주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군산공장, 원주공장, 강릉공장, 삼척공장, 미로공장, 부산공장,
서부산공장, 김해공장, 정관공장, 양산공장, 창원공장,
동대구공장, 남포항공장, 남울산공장, 제주공장, 한성레미콘

유진기업 | 동양 | 유진홈데이 | EHC | 유진AMC
한일합섬
유진은 기초건설소재의 생산과 유통, 건설, 섬유, 플랜트 사업에 이르기까지
친환경·고품질의 제품과 고객만족경영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건설소재 사업에서 다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건자재 유통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진은 B2B 사업의 한계를
넘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홈 임프루브먼트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Distribution
모바일 수주영업시스템(M-EUSALES)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주/주문/출하/매출/
수금 등 영업 관련 전 과정의 외부접속이 가능

EUGENE

건자재 / 유통

30

유진기업은 2013년 7월 건자재 사업팀을 신설, 종합건자재 유통회사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유진은 인간과 자 연이 조 화 를 이루 는 친환경·고품질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해 품질
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스콘 보다 내구성이 향상된 고내구성 아스콘과

아스콘

친환경 포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온형 아스콘’의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는 등 아스콘

30년 이상 국내 중대형 건설사에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기초소재 납품을 통해 쌓은 신뢰와

건자재 유통

품질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건축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동양과의 네트워크 시너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있어서도 동종 업계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 현황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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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를 별도의 저장소(Silo)에 저장함으로써 균일한 입도를 유지하고 규격별 골재간 혼입과

2013년 철근으로 출발한 건자재 유통사업은 통합적인 건자재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지금은

이물질 투입을 방지해 최고 품질의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저장 설비를

형강, 파일, 시멘트, 드라이모르타르, 단열재, 보드 등 구조재에서부터 타일, 위생도기,

통해 소량의 물량도 상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욕조, 가구, 가전, 창호, 도료 등 내·외장재에 이르기까지 건축자재 전품목에 걸쳐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사업 확장 노력을 지속한 결과, 2013년 115억 원의 매출이 5년차인 2018년에는
2,000억 원 수준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진기업과 동양은 레미콘, 철근 등 기초자재부터 석고보드, 타일 등 마감자재까지 모든
건축자재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전국 46개 사업장에서 220여 명의 국내 최고
건자재 전문영업사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고객 별로 차별화된 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300여
우수한 건자재 제조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형 플랜트 현장부터 중·소형 건축현장까지 모든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주요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건축자재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어디서든 합리적인 가격에 소싱할 수 있는 능력을

아스콘
●

갖추고 있습니다.

유진기업 : 수원공장, 당진공장

유진기업과 동양은 대형 건설사 대상 특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와
납품신뢰도 측면에서 중소업체 제품 사용을 꺼리는 건설사의 중간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레미콘과 아스콘은 주재료인 골재의 수급과 품질에 따라 생산단가와 품질이 좌우됩니다.
유 진은 만성적인 골재부 족 현상을 겪고 있는 수도권의 안정적인 골재 공 급 을 위해

골재

파주석산(생산가능량 2,300만m³)과 모래사업소(생산CPAP 250m³/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석산(생산가능량 1,400만m³)과 세종크러셔(연간 36만m³생산)

※ 건자재 유통 취급상품
철근, 형강, PHC파일, 시멘트, 드라이모르타르, 단열재,
보드, 벽돌, 블록, 조립식 건물용재, 방수자재, 목재,
위생기구, 욕조, 타일, 바닥재, 가구, 가전, 창호, 동계연료,
도료, 천장재, 철망, 강관, 강판, 석재, 조명, 케이블 등

운영을 통해 충청권 이남 지역에 안정적인 골재 공급 역량을 보유해 건설소재 산업 분야의
사업소 현황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주석산

유진은 레미콘, 아스콘 및 골재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통합자재(설비자재, 차량/
건설재료
●
●

통합자재유통사업

 진기업 : 모래부두, 혼화제, 파주석산, 공주석산
유
동양 : 부산골재사업소, 서부산골재사업소

장비자재, 일반용품, 시험기자재, 첨가제 등)에 대한 통합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전문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형태 분석/방향성 제시, 정품/정량의 신속한 공급 및 지속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통합적인 구매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유진에서 개발한 구매프로그램(EUPROS)을

연간 골재 생산량

4,000,000 m

3

사용해 효율적인 구매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공유를 통해 통합자재
구매업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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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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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은 30여 년간 건설현장 에서 쌓은 시공기술과 건설 노하우를 바 탕으 로 2016년

에이스 홈센터는 집, 사무실, 업소 등 생활 공간을 수리, 보수하고 꾸미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홈 리모델링·신축 전문브랜드 홈데이를 런칭했습니다. 홈데이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홈 임프루브먼트(Home Improvement) 전문매장입니다.

에이스 홈센터

쇼핑하듯 One-Stop으로 주문할 수 있는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 인테리어 분야에서

홈 임프루브먼트는 집을 고치고 단장하는 등 생활공간을 개선시키는 일들을 통틀어 일컫는

주목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로, 에이스 홈센터와 같이 인테리어 자재·공구·철물·생활용품 등의 상품을 One-Stop으로

토털인테리어 브랜드 홈데이는 인테리어 전문 디자이너의 1:1맞춤 설계와 전문 시공 관리자에

쇼핑할 수 있는 홈 임프루브먼트 매장은 국내 소비자 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의한 직접 관리 및 감독을 통해 고품격 주거 공간부터 실용적인 오피스 공간까지 모든 공간의

해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화된 유통포맷입니다. 에이스 홈센터는 이 분야 글로벌 1위

인테리어 완성도를 높이며 차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인테리어 매장의

기업인 에이스 하드웨어(Ace Hardware)와 손잡고 국내 홈 임프루브먼트 시장을 선도하고

잦은 불만으로 꼽히던 시공 및 AS(사후관리)문제도 고객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홈데이에서

있습니다. 가정용부터 전문가용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위한 모든 것을 담은 총 4만여 가지의

관리하고 최대 2년까지 보증해 주는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며 고객의 높은 신뢰도를 얻고

상품을 갖추고 깔끔한 디스플레이, 투명한 가격정책, 전문가 상담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매장 현황

선진국형 유통매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매장 현황

또한, 자사 제품 위주로 전시·판매하는 기존 인테리어 브랜드 매장 구성을 탈피하고 다종의
홈데이 용산점
홈데이 잠실점

홈데이 목동점
홈데이원 당산점

협력 브랜드를 입점시켜 3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홈센터 용산점
홈센터
잠실점
대형 쇼룸형
매장을
홈센터 목동점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화된 매장 쇼핑 개념의 인테리어

홈데이 용산점
홈데이 논현점(예정)

또한, 인테리어 분야별 전문직원을 통해 고객 맞춤 인테리어 솔루션과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며,

홈센터 용산점

각종 작업현장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지 않고 대여해 주는 ‘렌털 서비스’, 전문적 인테리어

홈센터 목동점
홈센터 금천점

설치 및 시공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지역 시공업자를 매칭시켜 주는 ‘에이스맨 서비스’ 등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DIY클래스를 통해 보다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인테리어 문화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홈데이는 단순히 주어진 주거 공간을 공사하고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에이스 홈센터는 오프라인 매장에 한정하지 않고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에이스 홈센터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홈센터 온라인몰을 통해 고객은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에이스 홈센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시간과 장소에
연간 방문객 수

50,000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품목 수

40,000

명

에이스 홈센터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20여 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과

여개

손잡고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다양한 제품으로 상품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중소
제조업체들에게는 입점 기회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인들과도 상생을 도모하며 고객의 더 나은 공간은 물론 지역 상인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데이몰은 주거생활관련 온라인 전문 쇼핑몰입니다. 홈데이몰은 “Your Home Lifestyle

홈데이몰
www.homedaymall.com

Lab!”(당신의 주거생활 연구소!)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고객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연구하며, 주거공간을 만들고, 고치고, 꾸미기 위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데이몰은 ‘주거생활 전문상품, 콘텐츠, 시공서비스’ 3가지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 한
주거생활스타일을 접목하고 융합해 글로벌 탑티어 쇼핑몰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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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인프라엔지니어링 사업은 종합 엔지니어링 능력을 바탕으로 쌓아온 전문기술과 운영

한일합섬은 1964년 이래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을 선도해 온 섬유 전문회사로 3대 화학섬유

노하우를 통해 플랜트 산업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멘트 설비구축과 운영, Bulk

중 하나인 아크릴 섬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했으며, 1973년 국내 단일기업 최초로 ‘1억 불

& Coal Handling, Batch Plant에 있어 독보적인 종합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력으로 업계

섬유

‘HANILON’, 기능성 특수섬유인 ‘ELEX’, 반영구적 항균 기능을 가진 ‘HANILON AB+’, 난연성과

선두에 있습니다.

항균 기능을 겸비한 ‘SHIELDPIA’등을 국내외로 판매하며,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설계능력을 보유한 산업용 송풍기 분야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며, 국내 시장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영업 네트워크와 인지도를

경남 의령공장에서 생산한 스판본드 사업 부문의 ‘HANIBON’, ‘SUPERBON’ 제품은 종이,

바탕으로 아시아, 동남아, 중동, 남미, 유럽 등 전 세계 35개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필름, 직물을 대체하는 장섬유 부직포로써 일상 생활용품에서 산업용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뽀로로 케어, 핑크퐁 베딩 브랜드를 신규 개발해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해외 선진 환경기술을 습득하며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해 온 환경설비 분야는

나가는 등 축적된 영업 및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국내외 판로개척 및 고부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다양한 시공 경험을 축적하며, 대기오염 방지설비 전 분야의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아크릴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어 기존의 B2B(기업 간 거래) 위주의 사업에서

자랑하며, 기본 설계부터 납품 전 테스트까지 전문장비를 갖춘 완벽한 환경을 통해 질 높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까지 시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원사

스판본드
부직포

예산컴플렉스 생산기지 면적

207,272 m²
동양의 건설사업은 50여 년 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건축·토목·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입니다. 브랜드 N’PART로 대표되는 주택사업은 고급주거/
타운하우스를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재정비를 통한 공간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양은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가장 편안하고 보다
행복한 미래의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에이엠씨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유진스웰 아파트 139세대와 상가 18점포를 임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사옥인
일반주거
브랜드

고급주거
브랜드

고급
타운하우스
브랜드

유진빌딩 관리, 인력 서비스 사업, 포천 및 장성 골프장 관리, 기타 부동산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종합 부동산관리 전문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신규아이템 개발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핑크퐁 베딩 브랜드는 다 양 한 팝 업스 토어와 온라 인 자사 몰인 HS mall을 통해

충남 예산에 위치한 20만 8,264m²(63,000평) 규모의 제조공장은 세계적 수준의 규모를

건설서비스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아크릴 섬유 사업 부문은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의 아크릴 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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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1954년 설립된 금융투자회사로서 60여 년을 한결같이 고객의 니즈와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과 기업공개, 금융자문 등의 기업금융

Finan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브로커리지와 IB 등 본원적 영업기반과
자산운용 부문의 고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중형 증권사 중 선도적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009년 일본 아이자와증권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체결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졌고, 이어 2014년 인도네시아 발부리증권과 태국 아이라증권, 2015년
중국 광대증권, 2016년 베트남 드래곤캐피탈그룹과 각각 업무제휴를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010년과 2011년 아이자와증권을 통해
일본 투자자로부터 총 1억 1,700만 달러의 펀드 판매실적을 거뒀으며, 국내 투자자에게 일본,
중국(후강퉁, 선강퉁), 미국 주식 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미국기업
엑세스바이오, 2016년 중국기업 오가닉티코스메틱, 2018년 중국기업 윙입푸드를 성공적으로
국내증시에 상장시켰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베스트 파트너를 지향하는 유진투자증권의 IB부문은 ECM 주관 건수에서
순영업수익 (단위 : 억 원)

2,310

2,407

2,432

2,290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FNC엔터테인먼트, 2016년 에스티팜, 2018년
유니맥스정보시스템 등 우수한 국내기업의 상장을 주관했습니다. 2016년, 2018년 2회
연속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업무 유공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유진투자 증권은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출시한 MTS ‘NEW SMART 챔피언’은 최신 IT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인정받아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스마트앱 어워드에서
‘UI/UX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 고객 정보의 보호,
관리,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인증받았습니다.

2015 2016 2017 2018

자본총계 (단위 : 억 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발자취를 함께 해온 유진의 금융
부문은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프라이빗에쿼티, 저축은행업

6,135

6,644

7,080

7,517
베트남 드래곤캐피탈그룹 업무제휴 체결

등 자본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금융투 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진의 금융 부문은 고객에게 최대의 이익을
드리는 최고의 금융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윙입푸드홀딩스 코스닥 상장 주관

중국 광대증권 업무제휴 체결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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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저축은행은 1972년 창립이래 지난 47년간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1989년 설립된 유진자산운용은 전통적인 주식·채권 운용뿐만 아니라, NPL, 실물 부동산 및

유진자산운용

특별자산(선박 및 영화), 프라이빗에쿼티(PE)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펀드 운용을 통해 종합
자산운용사로서의 확고한 면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와 부동산 경기 악화의 환경에서도 당 저축은행은 영업의 질적성장, Digital

유진저축은행

역량 강화, 수익구조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2018년 총 자산 2조 4,380억 원,
당기순이익 393억 원을 시현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진자산운용은 오랜 기간 쌓아온 운용 노하우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하에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 유진저축은행은 2015년에는

전문적인 운용인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808억 원으로 79개 저축은행 중 1위를 달성했으며, 2017년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시하는 저축은행 종합평가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유진저축은행은 고객과 주주, 언론에서

전체 수탁고 현황 (단위 : 억 원)

보내주시는 높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꼭 맞도록 차원높은 선진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8,365
82,283

고객은 유진저축은행을 통해 안방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터넷 뱅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협력 시중은행의 모든 무인 자동화 코너에서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3,884

또한, 고객 여러분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42,713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유진저축은행은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바일 앱을 개편한 통합금융플랫폼을 출시해 지점을

2015 2016 2017 2018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예금 가입과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유진투자선물은 1991년 창립 이후 파생상품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금융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유진투자선물

눈높이에 맞는 모바일 뱅킹 플랫폼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총자산 (단위 : 억 원)

24,380

유진투자선물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과 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선물뿐만 아니라 해외상품, 상품운용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유진저축은행은 앞으로도 항상 정도를
걷는 투명경영과 연관기술의 발전에 걸맞는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개발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20,762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은 파생상품 최고의 투자파트너로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최고의 금융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17,202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로 전통과 자부심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3,155

매출액 (단위 : 억 원)
734

743

688

2015 2016 2017 2018

465

여・수신 실적 (단위 : 억 원)
여신
수신

2015 2016 2017 2018
17,726
17,510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는 2015년에 설립된 PEF 전문운용사입니다. 유진PE는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장기적으로 뚜렷한 성장 가능성을 확보한 유망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11,075
10,868

21,611
20,675

14,803
14,450

정교하고 창의적인 금융솔루션을 통해 저성장 시대에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유진PE는 앞으로 투자기업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자들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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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운

1997년 창립된 한국통운은 고객사의 전체 Supply chain 최적화를 위해 수송, 보관, 배송
등 토탈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물류 전문 기업입니다. 여주, 천안 대형 자가

Logistics

창고를 비롯해 총 20개의 운송 거점 등 전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00대
이상의 전속차량과 TMS, WMS 등 선진물류 IT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국통운은 전문 인력과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차별화된 논스톱 물류서비스 시스템을 선보일 것입니다.

사업소 현황

오산
용인

광주

IT

한국통운이 책임지는 유진의 물류사업은

본사
서울
영업 네트워크 부천, 안산, 군포, 오산, 용인, 여주, 이천, 천안,
대전, 군산, 광주, 대구, 울산, 함안, 창원
● 창고
여주, 천안, 인천, 울산
●
●

프로세스의 혁신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 며 건설물 류 부 터 B2 C 배 송 까지
물류 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만 들 어 가고
있습니다.

유진IT서비스는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그룹의 기존 사업영역은 물론, 새롭게 추진하고

유진IT서비스는 솔루션 개발/납품, 시스템
통합 운영,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분야에서

있는 신사업 영역에 있어 IT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룹

유진IT서비스

IT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시스템통합(SI)/시스템운영(SM),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신뢰와

IT솔루션 개발 및 유통, IT Infrastructure 운영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최고의

창의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그룹 내부 지원뿐만 아니라 대외사업을 통한 외부고객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자체 솔루션을
기반 으 로 해 외 신시 장 을 개 척하 여 명실공히 세 계 적 수 준의 I T서비스 를 제 공 하 는
IT전문기업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솔루션 공급
및 구축

TOTAL IT
SERVICE
시스템 통합/
운영(SI, SM)

Infra
structure
운영 및 서비스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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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 엔터테인먼트
푸른솔GC포천

Leisure

유진로텍

수도권 북부지역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푸른솔GC포천은 품질 좋은 양잔디로 조성된
27홀 최장의 골프코스와 500m의 웰빙고도 등 우수한 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친화적
골프장입니다. 자연과 인공이 절묘하게 조화된 홀, 울창한 소나무와 4 계절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꽃들이 지상 최고의 골프코스로서 손색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격조
높은 클럽하우스와 남다른 최상의 서비스로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10대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골프장입니다.

●
●
●

Entertainment

Lake Course
Mountain Course
Valley Course

푸른솔GC포천

27

홀

유진은 앞선 트렌드와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며

푸른솔GC장성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호남지역 최고의 명문 27홀 골프클럽입니다.

고객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 같은 절경과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포근함, 그리고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에 선정된 푸른솔

푸른솔GC장성

3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프클럽은 26만명에 이르는 고객 모두에게

동화기업

각 코스는 골퍼의 감각적인 경기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호수의 포근함을 느낄

최고의 서비스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수 있는 레이크코스,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플레이 할 수 있는 마운틴코스,

유진엠은 공연, 마케팅, F&B 사업 등 다양한

전략적인 경기운영과 담대한 경기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힐코스는 골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 업분 야 를 아우르는 종합 커뮤니케이션

생활체육으로서의 골프는 삶의 질 향상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고조로 대중스포츠로써

회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스포츠산업의 큰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나 눔로또는 복권산업이 국민의 행복추구와

따라 푸른솔 골프클럽은 스포츠산업 발전과 대중화에 앞장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골프

생활 속 기부를 위한 레저산업의 하나로 인식될

스포츠 육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ake Course
Mountain Course
● Hill Course
●
●

푸른솔GC장성

27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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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엠은 2003년 11월 국내 최대 60개 디지털 오디오 채널을 확보하고, 디지털 케이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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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Network

및 위성 DMB를 통해 오디오 방송을 선보이며 디지털 콘텐츠 전문기업으로 첫 발걸음을

유진엠

내디뎠습니다. 이후 공연 기획·제작·투자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꼬마버스 타요’,

건자재 / 유통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핑크퐁과 상어가족’ 등 차별화되는 가족공연을 무대에 올린 바 있습니다.

금융

유진엠은 마케팅 사업과 F&B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 IT

있습니다. 종합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위상을 확보한 마케팅 사업부는 광고기획・제작, 옥외광고

레저 / 엔터테인먼트

및 POP광고・홍보물 등 콘텐츠 기획・제작, 사인물 제작・시공에서부터 SP(Sales Promotion) 등

포천
동두천
춘천
파주
김포

남양주

유통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천

F&B 사업부는 다양한 식음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31곳의 단체급식 사업장, 골프장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15,536
15,363

강릉

고양

2곳, 연수원 1곳에 맞춤형 푸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진엠은 공연, 방송, 광고,

성남
여주

안산

F&B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아우르는 동시에 종합 커뮤니케이션 회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화성

있습니다.

원주

광주

군포
수원

오산

삼척

용인
이천
안성

13,625
평택

당진

10,545

천안

아산

공주
세종

대전

2015 2016 2017 2018

포항

군산

나눔로또는 복권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건전한 복권레저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2007년

나눔로또

대구

8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국내 온라인복권 사업 운영을 위탁 받았으며, 2013년 8월
복권통합수탁사업자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전주

나눔로또는 각종 복권정책 도입 및 시행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울산
양산

노하우로 복권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에 따른 검증된 복권 IT 기술력을 축적하며

함안

복권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성
창원

나눔로또는 국내 최초 온라인 국산화 솔루션 장착・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복권(로또)

김해
부산

광주

판매를 위한 설계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복권 판매점 관리 효율화를
위한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과 인쇄복권 선진 유통시스템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산

완주

나주

인쇄복권 감사시스템 신규 구축 실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전자복권 및 결합복권 등 인터넷
기반의 복권 시스템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눔로또는 복권 솔루션 구축 컨설팅 역량과 전문인력, WLA_RGF(건전화 국제 표준 인증)
Level 4 및 WLA_SCS(정보보안인증) 획득 등 복권사업의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복권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RGF(건전화 표준 인증) LEVEL 4 인증서

제주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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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인재개발
유진기업 기술연구소

1995년 업계 최초로 설립된 유진기업 기술연구소는 지속적인 산학 연계를 통해 건설소재 성능
개선, 신제품 개발,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등을 목표로 다양한 소재의 발굴·개발·실용화에 대한

R&D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시공조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건설소재 제조 및 공급기술을
제시하고, 원자재 품질변동에 따른 최적배합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상 품질의 제품 공급과
연구개발팀

•건설소재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

현장기술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95편의 논문 발표, 41건의 특허등록, 110여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상용화 기술 개발

건의 연구 수행(정부출연, 대외공동, 자체연구) 등의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공동연구사업 및 기술 교류

특히 국토교통부 연구 사업 ‘탄소저감형 콘크리트 구조재료 및 에너지 절감형 건축재료·자재
•공정관리 연구 및 실용화

공정관리팀

•생산 시스템 및 시스템 네트워크 합리화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
•공장관리 및 환경관리 개선
•K S, ISO 및 기타 대외 인증 관리

기술관리팀

•기술교육 및 인력 고도화 훈련
•현장 기술지원 및 품질 대응 관리

개발’의 수행으로 레미콘에서 발생되는 CO₂ 배출량을 기존 대비 약 72% 저감 가능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총 4건의 관련 특허와 3개 레미콘 규격에 대한 최초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25-24-150’ 레미콘 규격에 대한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총 5개(저탄소제품 인증 1건, 탄소발자국 인증 4건)의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제품을 보유하는 등 지속적인 탄소배출량 감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제품 제조 및 판매

혼화제 공장 •고기능성 고성능 감수제 제품 개발 및 실용화

대외 주요 연구 프로젝트

•맞춤형 화학 혼화제 현장 기술 지원

2018
2017

고로슬래그 다량 사용 혼합시멘트 실용화 기술 개발
초조강 콘크리트 실용화 기술 개발

2016

탄소배출 저감형 고강도 레미콘 실용화 기술개발

2015

폐유리 미분말을 사용한 도로포장 콘크리트 성능 평가

2014

저발열형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활용 고성능 포장 공법 개발

2013

혼화재 다량 치환 친환경 콘크리트 배합 설계 / 철강 산업 부산물 활용 기술 개발

2012

PC감수제 적용 최적 콘크리트 배합설계 / 고로슬래그 대량 치환 기초 콘크리트 배합 설계

2011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제품

경량콘크리트 실용화 기술 개발

고성능 콘크리트의 펌프 압송성 향상 평가 / 도시 내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 포장공법 적용
CO₂ 저감을 위한 혼화재 최적 조합 및 촉진 기술 개발

주요 수상실적

① 저탄소제품 인증(25-24-150)

HRD

2018

친환경 건설산업대상 수상

2017

친환경 건설산업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2015
2014

② 탄소발자국 인증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기술국가유공자 포상 / KS인증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한국도로학회 우수 연구 선정 : 최우수논문상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우수 연구 선정 : 우수발표논문상
친환경 건설산업대상 수상

2013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우수 연구 선정 : 우수발표논문상, 기술상

유진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2012

대한토목학회 토목대상 수상(건설자재 부문)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연구와 인재개발 등 역량

2009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 혁신 부문 수상

2008

KS 인증 대상 친환경 제품 부문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07

KS-QEI 품질우수기업 수상(3회 연속) / 콘크리트 산업 부문 기술 유공자 대통령 표창

2006

KS-QEI 품질우수기업 수상(2회 연속) / 표준의날 KS 인증대상 품질혁신 부분 대상 수상

2005

KS-QEI 품질우수기업 수상

2002

KS대상 레미콘 부문 최우수상 수상

1996

제23회 전국품질경영대회 은탑 수상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21-150>

<25-24-150>

<25-50-600>

<25-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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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한일합섬 섬유연구소는 끊임없는 특수사 개발로 국내 합섬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한일합섬 섬유연구소

왔습니다. 탁월한 항균, 소취 기능원사(HANILON AB+)를 비롯해 전자파 차단 및 정전기
방지 프리미엄 원사(ELEX), 난연성과 항균성을 겸비한 신개념 원사(SHIELDPIA) 등을
개발 해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 로 반 영했으며, 고품질과 뛰어난 상품력을 자랑 하 는
스판본드 부직포(Superbon, Hanibon)는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분야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합섬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섬유시장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주요 연구실적-특수원사

주요 연구실적-SPUNBOND

1987

1995

1996
2008
2013

아크릴 동도전사 특허 획득(87-001339)
아크릴 동도전사 특허 획득
(1019940012987)

CSR

PP UV 제품 개발
생분해성 나노 복합수지를 활용한 생분해성

2009

복합 장섬유 부직포 및 그 제조방법과 제품
(출원번호10-2009-0099596)

군 위장망용 아크릴필라멘트 동도전사 개발
나일론 및 폴리에스테르 동도전사 특허 획득
(102013-0099474)

2015

HANILON AB+ (항균, 소취) 기능사 개발

2016

SHIELDPIA (난연, 항균, 소취) 기능사 개발

2019

내열 내절단 안전장갑사 개발

소수성 실리카 에어로겔을 함유하는 단열패딩

2012

제조시스템 및 단열패딩 제조방법
(출원번호10-2012-0034596)
PP 난연 제품 개발

2015

PP Super Soft 제품 개발

2019

항균 스판본드 개발

우수한 인재는 유진의 성장 근원이며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유진은

유진인재개발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2011년 7월 1일 유진인재개발원을 설립했습니다.
유진인(人)은 이곳에서 그룹의 비전 및 전략 공유,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솔루션과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진취, 창의, 신뢰의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유진인’의 양성을 위해 총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강의동과 60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숙소동, 휴식을 위한 하늘정원, 라운지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 인재상을 구현할 다양한 교육과 각종 행사 등 지금까지 600여 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2만 3,10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했습니다.

유진은 지역사회, 교육장학사업, 사회적
취약 계 층 후원에 관 심을 기울 이고 ,
꾸 준한 지원 활동 을 통해 나 눔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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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은 경영이념인 ‘창의적 인재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유진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듯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창의적 인재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과

희망나눔위원회를 출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안당학술장학재단

살린 차별화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유진은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인재 양성에 주목하고 2007년
안당학술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안당학술장학재단은 우수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R&D 강화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학술 연구 및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연구자료에

유진은 2018년 11월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희망찬가’ 프로젝트를 론칭했습니다.

대한 연구비 지원, 연구자료의 대중화, 후학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학문 발전에

‘희망찬가’는 유진의 주요 사업인 건자재/유통과 연계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서

기여하고 있는 재단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에 지원을

나아가 이웃의 희망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희망찬 가정(家)’,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찬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래(讚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진은 희망나눔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가 하나가 되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 나 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 에 기여하기 위한 다 양 한 사회공헌활동 을

장학사업 실적 (2007-2018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누적 수혜자

278 명
누적 금액

219,120,000원
유 진은 스 포 츠를 통한 건강 한 사회문화 조 성에도 힘쓰 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 목인

유진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1996년 사회복지법인 소사유진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설립 배경과 목적에 따라 저소득층 중심의 맞벌이 부부 자녀들과

유진복지재단

장애를 지닌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활동 지원

행사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998년 6월 경기도 부천에 개원한 유진어린이집은 정원의 약 13%가 중경증 장애가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입니다. 2003년부터는 일반 아동과의 완전통합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아동들이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감 있는 생활과 학습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총 인원 대비 장애 아동 수

13

%

(1999년 ~ 2019년 졸업생 기준)

스포츠분야 지원 현황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에게는 또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는 방법을, 일반

2013년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후원

아동들에게는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연세대학교 내

2014년 	•국제장애인e스포츠연맹 후원
•2014 인천아시안게임 후원

교직원과 대학원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장보육기관인 제2의 유진어린이집을 기증해 질
541명 중 74명

높은 보육의 장을 마련하고 가정과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 스포츠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아동 가족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적응훈련 일환으로 진행하는 ‘친구네 집 방문하기’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으며, 국제장애인e스포츠대회 후원

2016년 •제59회 KPGA 선수권대회 후원
2017년 •KPGA 코리안투어 카이도시리즈 후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2018년 •2018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후원
•2018 자카르타팔렘방하계아시아
경기대회 후원

GREAT
INNOVATION,
GREAT
COMPANY,
EUGE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