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o.1 프로퍼티 토탈케어 서비스 기업

서머셋 제주신화월드 호텔 객실 내부 [ 하우스키핑, 미화, 시설, 세탁 서비스 제공 중 ]

CEO 메시지
SG 아큐먼은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든다’는 기치아래
아웃소싱, 조경, 호텔·리조트 세탁서비스,
식자재 공급, 유통, 그리고 전략·컨설팅 서비스를
핵심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
100% 제주 도민자본으로 설립된 SG 아큐먼은
‘성장, 섬김, 감각, 열정, 학습’의 5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고객에게는 차별화·전문화된 서비스를,
함께하는 모두에게는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G 아큐먼은
No.1 프로퍼티 토탈케어 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같이 만들고, 같이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

정근

회사현황
SG 아큐먼은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조경, 호텔·리조트 세탁서비스, 식자재 공급, 유통,
전략·컨설팅 서비스를 핵심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

개요

핵심사업

회사명

주식회사 에스지 아큐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199

대표이사

이정근

자본금

32억 4천만 원

임직원

250명

파트너사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자회사

제주런드리

아웃소싱

조경

호텔·리조트
세탁서비스

식자재 공급

식음료·
유통매장 운영

전략·컨설팅
서비스

허가 · 인증
사업자등록증

164-87-00585

건물위생관리업

제2016 – 5호

시설경비업

제68호

조경식재공사업

제주 서귀포 2017-16-17

EHS 경영시스템

ISO 9001 · 14001, OHSAS 18001

[ SG 아큐먼 ] 무엇이 다른가?
제주에 제대로 된 아웃소싱 회사를 만들기 위해

5년의 시간을 담보로 주주들이 내어준 믿음의 크기

길 위에 뿌린 학습과 고민의 시간

사업 준비기간

자본금

년

억

주주들의 믿음을 밑천삼아

임직원 250명이 현장에서 흘리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땀방울의 크기

법인 설립 2년 만에 만들어낸 숫자

‘제주 현장’ 임직원

특급호텔 관리객실 수

매출

250명

2,167실

112억

[ 하우스키핑 · 미화
200명 ]

[ 프리미엄 콘도 ·
럭셔리 빌라 1,681 세대 ]

[ 18’년 12월 기준 ]

EHS 경영시스템 인증
SG 아큐먼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 · 환경 · 안전 · 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SG 아큐먼, 프리미엄 호텔 · 리조트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
아직은 인력·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 현장에서,
오픈 초기 딥클리닝부터 안정적 운영시스템 구축까지
험난한 시간을 견뎌내며 쌓아온 노하우는
다른 누구에도 없는 SG 아큐먼 만의 강점입니다.

서비스 현황
럭셔리 리조트에서 비즈니스호텔까지, SG 아큐먼은 모든 유형의
고객에게 가장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머셋

랜딩

제주신화월드 호텔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

규모 : 344실
객실면적 : 154㎡ [ 47평형 ]

규모 : 615실
객실면적 : 38㎡ [ 12평형 ]

서비스 영역 : 하우스키핑, 미화, 조경

서비스 영역 : 하우스키핑, 미화, 조경, 세탁

신화빌라스
규모 : 대지 18만㎡ [ 5.4만평 ],
프리미엄 콘도 725세대, 럭셔리 빌라 63동
서비스 영역 : 미화, 조경

서비스 현황
테마파크에서 클럽하우스까지, SG 아큐먼은 다양한 레저시설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화 테마파크

신화 워터파크

규모 : 대지 28만㎡ [ 8.5만평 ],

규모 : 대지 2.2만㎡ [ 7천평 ],

7개 테마존, 어트렉션 20개소 이상

동시수용 인원 3,400명,

서비스 영역 : 미화, 조경

13개 풀, 6개 슬라이드
서비스 영역 : 미화, 조경

서머셋
클럽하우스
규모 : 연면적 1만㎡ [ 6천평 ],
테마전시관, 수영장, 카페·레스토랑

루체빌
안덕면 상천리 소재
규모 : 65실 [ 23평 ~ 43평형 ]
서비스 영역 : 하우스키핑, 미화

서비스 영역 : 미화, 시설, 조경

까사로마 호텔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규모 : 100실
서비스 영역 : 하우스키핑, 미화

가치체계
미션

같이 만들고, 같이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왜 존재하는가?

비전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o.1 프로퍼티 토탈케어 서비스 기업

무엇이 될 것인가?

핵심가치
어떻게 일 할 것인가?

전략
핵심가치를 지키며
어떻게 미션과 비전을
이룰 것인가?

함께하는

주도적

차이를 만드는

완벽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성장’

‘섬김’

‘감각’

‘열정’

‘학습’

고객, 임직원, 주주,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자산은 나의 자산’
이라는 주도적 자세로
고객이 놓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누구와 견주어도
월등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감각으로
고객에게 다가서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고객의 고민과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늘 새롭고 더 풍성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습하겠습니다.

고객자산 가치 극대화와 함께
원가절감이 가능한

시장 선도기업과의
업무제휴와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TOP레벨의
인프라와 인력으로 구성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날 선 시장감각으로 무장한

토탈케어
솔루션 제공.

미래역량 내재화

직영세탁공장 구축

젊은 경영진과
지원·컨설팅조직

CORPORATE IDENTITY
CI

의미

‘희망을 품은 통찰력 있는 눈으로,
고객, 임직원, 주주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상징합니다.

희망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일에 대한 감각,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

모두에게
행복한 내일을!

‘현장에서 흘리는 작은 땀방울 하나 하나가 모여
더 낳은 세상을 만든다’는 긍정적 시각을
상징합니다.

공식처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너머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일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익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창출을 통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SG ACUMEN의 존재가치를 나타냅니다.

컬러

브라이트
오렌지
CMKY 7 / 56 / 85 / 0
RGB 240 / 140 / 42
#f08c2a

소프트 블루

화이트

블랙

다크 그레이

CMKY 57 / 11 / 40 / 0
RGB 107 / 194 / 238
#6bc2ee

CMKY 0 / 0 / 0 / 0
RGB 255 / 255 / 255
#FFFFFF

CMKY 0 / 0 / 0 / 0
RGB 0 / 0 / 0
#1C1C1B

CMKY 58 / 49 / 46 / 0
RGB 127 / 127 / 127
#7f7f7f

주요 인력구성

- 가치연구소 소장,
- OS사업본부장
- 대명그룹 인사총괄상무,
- SG 아큐먼 대표
- 제주런드리 대표

이정근 사장

- 대명 리조트 제주 ·

유통사업본부장
- 이랜드 미래사업부
전략기획실

- 가치연구소 전략기획팀장
- 대교 리조트기획실,
부동산전략실

- OS사업본부
운영지원팀장

- 아주호텔앤리조트 기획실

- 이랜드 키즈랜드 사업본부

- 하우스키핑·보안 전문가

원기호 상무

박지상 소장

정순우 팀장

문공필 팀장

강철수 소장

박진수 소장

양세철 팀장

김유진 팀장

- 제주신화월드

- 메리어트 · 신화호텔

- 신화테마파크 조경

- 신화빌라스 조경

통합관리 소장
[ 하우스키핑 · 미화 ]
- 롯데호텔제주 ·
켄싱턴리조트 서귀포
하우스키핑 소장

하우스키핑 소장
- 신라호텔 하우스키핑 소장

유지·관리 팀장
[ 업력 30년 ]
- 타미우스 골프앤빌리지 ·
캐슬렉스제주
코스관리 팀장

유지·관리 팀장
- 조경산업기사 [ 자격보유 ]
- 태흥조경 · 제주민속촌
조경관리

샤인빌 호텔 총지배인

전체 조직도
대표이사

이사회·감사

가치연구소

OS사업본부

조경사업본부

유통사업본부

관리소장단

유지·관리

외식

신화사업부

시공

식자재 납품

제주사업부

공무·지원

SG마트

운영지원

아웃소싱
SG 아큐먼의 아웃소싱 사업부는 고객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시장 선도기업과의 업무제휴와 파트너십을 통한 품질 차별화,
자산가치 극대화와 함께 원가절감이 가능한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설관리

보안
- 사이트별 맞춤형 시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화재 / 정전 / 누수 / 재해 등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 자동제어 시스템 및 설비 운영 / 관리 / 유지보수
- 설비기기 운전 / 모니터링 / 보수
- 지급자재 / 소모품 등의 자산관리
- 외주공사 감독 / 검수

하우스키핑

- 사이트 내 보안 / 경비 시스템 구축 / 운용
- 화재 / 도난 / 시위 / 천재지변 등의
긴급사태 예방 / 대응
- 고객자산 모니터링 / 보호
- 불법행위 감시 / 조기발견 / 대응
- 인원 / 차량 / 물자 출입관리

미화
- 브랜드별 - 유닛별 스탠다드에 준한 객실정비
- 객실 상품가치 극대화를 위한 인스펙션
- 비품 보충 / 재고관리
- 린넨 입·출고 / 적정 회전율 관리
- 객실내 분실물 습득 / 처리 / 보관

- 공간별 - 주기별 미화관리 계획수립
- 카페트 / 대리석 관리
- 방제 / 방역 작업

안내 및 주차
- 입주자 Or 이용자에 대한 사이트 안내
- 차량유도 / 주차장 운영 / 안전관리

토탈케어 솔루션이란?
하우스키핑에서 세탁서비스 까지,
모든 아웃소싱 영역을 한번에 제공하는 통합솔루션 서비스 입니다.
원가절감과 함께 생산성 증대와 품질 극대화로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원가절감
시설관리

보안

- 턴키관리를 통한 원가 및 일반관리비 절감
- 가동율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으로
고정비 부담 최소화

하우스키핑
미화

TOTAL CARE
SOLUTION

안내·주차

생산성 증대
- 영역별 과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업무 생산성 증대
[ 하우스키핑 ↔ 세탁, 미화, 영선 ]

품질 극대화
- [ 하우스키핑 ↔ 세탁 ] 선·후 공정간
오염 세탁물 사전분류 작업 가능;
2차 오염 방지를 통한 로스율 감소,
린넨류 내용연수 증가
세탁서비스

하우스키핑 아카데미
SG 아큐먼은 제주시장 최초로 정예 룸메이드 사전양성 프로그램인
하우스키핑 아카데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안정적 인력공급과 더불어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같이 만들고, 나누고, 성장하는 기쁨을 선사 할 것입니다.

교육사업부 · 직영 서비스 아카데미 설립 [ 진행중 ]

조경
오랜 세월 주변환경에 맞춰 성장해온 수목과
지역의 토양과 식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조경의 핵심입니다.
수목 하나를 고르는 눈에서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세심한 손길까지,
SG 아큐먼의 조경사업부는 제주라는 환경에 최적화된
외부환경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조경수
판매

조경 식재·
시설물공사

유지·관리

식자재 공급
SG 아큐먼은 제주도 내 생산자 - 유통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카테고리별 공급시스템을 발굴 · 개발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식자재를 착한 가격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공급해 드립니다.

채소 · 과일 ; 가락시장 직공수 Plus 도내 우수 생산자 직구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제주도의 농업은 밭농사에 집중되 있어, 자가 공급가능한 아이템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이템의 70%를 육지에서 수급해 와야 합니다. 결국, 좋은 내륙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SG 아큐먼은 가락시장 직공수와 도내 우수 생산자 직구를 통해 아이템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육류 ; 품질 · 공급안정 최우선주의
- [ 우육 ] 축협 명품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들결 한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 [ 돈육 ] 축산물 품질평가대회 3회 연속 대상 수상 경력을 보유한 돈사 사장님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 계육 ] 종계부터 가공 · 납품까지 제주도내 완전 자가 공급이 가능한 전국구 생산업체로 부터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품 ; 아이템별 특화 업체 네트워크
- 공산품은 아이템별로 주방장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특화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 아이템별 특화 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시는 브랜드를 착한 가격에 납품해 드립니다.

전략·컨설팅 서비스
국내 레저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SG 아큐먼의 컨설팅 조직은
호텔·리조트 개발에서 시설물 위탁운영에 이르는
폭넓은 영역에 대한 전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더스트리 리포트 2019 ‘제주관광과 특급호텔’ 시장 발간
분기단위 제주여행시장 모니터링 · 제주총지배인연합회 브리핑

호텔·리조트
개발 컨설팅

시설물
위탁운영

인더스트리
리포트 ·
시장 모니터링

‘같이’
프로젝트
발굴·실행

제주런드리 토평 세탁공장 전경 [ 서귀포 토평 공업단지 내 위치 ]

회사개요 및 운영방침
제주런드리는 30년 경력의 세탁전문가와
최신 자동형 세탁설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원가에 대한 고민,
깨끗하게 씻어드리겠습니다.

개요
주식회사 제주런드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139번길 5

대표이사

이정근

자본금

33.5억

총투자비

90억

공장규모

대지면적 2,353㎡ [ 712평 ], 연면적 2,504 [ 758평 ]

설비수준

스페인산 길바우 세탁설비 [ 제작형, 2017년 모델 ]

처리용량

린넨류: 25톤 [ 최대 30톤 ],
유니폼류: 3,000피스

주요설비

운영시간 / 배송
- 공장운영시간: 1일 8시간 [ 연장근로 시 12시간 ]
- 배송주기: 세탁물 수거 후 익일 배송

위생 / 소독

회사명

[ 1일 기준 ]

운영방침

- 50Kg 10칸 BATCH 연속세탁기 [ 2세트 ]
- 로딩 / 셔틀 컨베이어 시스템 [ 각 2세트 ]
- 50Kg 터널형 탈수프레스 [ 2세트 ]
- 100Kg / 120Kg 스팀건조기 [ 10 / 3세트 ]
- 60Kg / 120Kg 세탁 - 탈수기 [ 1 / 3세트 ]
- 3롤 아이로너 / 시트폴더 - 스태커 [ 각 3세트 ]
- 드라이크리닝 장비 [ 25세트 ]
- 중앙관제 시스템

- 공장소독관리: 일 / 주 / 월 단위 관리
- 카트관리: 일단위 소독

품질관리 프로세스
- 1차: 유형별 - 오혐별 세탁물 분류
- 2차: 연속세탁기 통과 시 세탁물 전수검사
- 3차: 아이러너 프로세스 진행 후 세탁물 전수검사
- 4차: 세탁물 출고 직전 무작위 샘플링 진행

보상
- 세탁 공정상 파손 / 분실 / 하자 발생 시,
구매원가의 65% 보상

컨틴전시 플랜 [ 긴급상황 발생 시 ]
- 성수기: 설비 100% 가동 [ 1일 최대 30톤 처리 ]
- 자연재해 발생 시: 제휴업체 긴급투입
[ 제휴세탁공장을 통한 하도급 세탁 ]
- 기타: 단독형 세탁기 별도 보유·운영 ,
긴급상황 발생 시, 연속세탁기 운영보완

주요 인력구성
이정근 사장

이재영 상무
[ 운영본부장 ]

배원준 기술자문

- 제주런드리 대표
- SG 아큐먼 대표

서명옥 전무

- 제주런드리 운영본부장
- 일조씨앤큐 운영본부장

원기호 상무

[ 공장장 ]

[ 영업본부장 ]

- 제주런드리 공장장 [ 업력 30년 ]
- 휘닉스파크, 강원랜드, 탑클린,
오렌지런드리, 클린워시 공장장

- 제주런드리 영업본부장
- SG 아큐먼 OS사업본부장
- 대명그룹 인사총괄상무,
대명 리조트 제주 · 샤인빌 호텔 총지배인

- 제주런드리 기술자문 [ 업력 30년 ]
- 비앤에이치 대표이사
- 호텔·리조트 세탁설비 공급·설치 국내 최다 실적 보유
- 국내 프로젝트: 강원랜드, 하이원, JW메리어트, 힐튼호텔 [ 남대문·경주 ], 오렌지런드리, 클린워시 외
- 해외 프로젝트: 중국 연길호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하노이 프라자호텔, 몽골 울란바토르 선진호텔 외

공장 전경

제주런드리 토평세탁공장 A동 전경 [ 입고 → 세탁 → 건조 공정 ]
로딩컨베이어, 터널배치 세탁시스템, 탈수프레스, 건조·탈수기 외

로딩컨베이어 [ ICP-3 50Kg 3칸 자동투입 컨베이어 ]
터널배치 세탁시스템 [ 10칸 배치 연속세탁기; 1일 25 ~ 30톤 세탁처리 가능 ]

드라이어 [ Steam Heated Dryer 100Kg 스팀 건조기 ]

제주런드리 토평세탁공장 B동 전경 [ 검수 → 폴딩 → 포장·패킹 → 출고 공정 ]
3롤 아이로너, 시트폴더 - 스태커 외

설비 배치도 [ 린넨 세탁 ]

출고직전,
무작위

아이러너·폴더 공정

샘플링
세탁물 출고

아이로너 프로세스
진행 후, 세탁물

전수검사

포장·패킹 공정
타올정리 공정

유형별 - 오염별
세탁물

식음시트 세탁 공정

분류
세탁물 입고

세탁물 분류 공정

연속세탁기 추가배치
[ 2019년 5월 설치 완료 ]

연속세탁 공정

연속기 통과시,
세탁물

전수검사

서비스 현황

메리어트

랜딩

신화

해비치

제주신화월드 [ 특1급 ]

제주신화월드 [ 특1급 ]

제주신화월드 [ 특1급 ]

호텔앤리조트 [ 특1급 ]

486실,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615실,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533실,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503실,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신라스테이

엠스테이제주

빠레브호텔제주

제주 베이힐풀빌라

301실, 제주시 연동소재

323실, 서귀포시 천지동 소재

204실,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29실, 서귀포시 하예동 소재

서비스 현황

더베스트 성산

코업시티호텔 성산

골든튤립 제주성산

까사로마 호텔

273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195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252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100실,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

해비치CC

우리들CC

엘리시안CC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제주시 애월읍 소재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199
TEL: 064-794-0092 FAX: 064-794-0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