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참여 기업 소개 
  

기업명 아모레퍼시픽

기업소개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9월 5일 창립 이래,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
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화장품 
및 식품 산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1993년 '무한책임주의'를 선언한 이래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We Make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기업 소명을 바탕으로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속가능경영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실현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뉴 뷰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25 비전 슬로건 'Live Your New Beauty'를 선포하는 한편, 
2030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경영 5개 약속(2030 A MORE Beautiful 
Promise)’를 공개했으며 이는 사람과 세상 모두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 
전 구성원이 함께 노력과 실천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자, 향후 10년간 추진해 나갈 
이해관계자의 약속을 말합니다. '고객 및 사회와의 동행', '대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한 5가지의 목표가 주요 내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사회 구성원과 조화롭게 성장하며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여, 회사의 성장이 세상의 발전으로 이어져 함께 성공하는 더 높은 차원의 기업 생태
계를 착실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혁

1932. 윤독정 여사(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의 어머니) 화장품 제조, 판매시작
1945. 태평양화학공업사 창립
1948. 국내 최초 브랜드 제품 메로디크림 발매
1951. 국내 최초 순식물성 ABC포마드 발매
1954. 국내 최초 화장품 연구실 개설
1958. 아시아 최초 유럽의 최신설비 ‘에어스푼(Air Spun)’ 도입
      국내 최초 월간 미용 정보지 화장계 창간
1960.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 해외 장업계 사찰
1961. 국내 최초 미용상담실 개설
1962. 국내 최대 화장품 자동화 시설 영등포공장 준공
1964. 방문판매 전용 아모레(Amore) 브랜드 출시 및 방문판매제도 도입
      국내 최초 화장품 수출
1966. 세계 최초 한방 화장품 ABC인삼크림 출시
1971. 국내 최초의 메이크업 캠페인 오 마이 러브(oh My Love) 전개
1973. 태평양장학문학재단 설립(현 아모레퍼시픽재단)



1979. 아시아 최초의 화장품·장신구 박물관인 태평양 박물관 개관(현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 녹차 사업 공표 및 제주 녹차밭 개간
1982. 태평양복지재단 설립(현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1989. 세계 최초 녹차 화장품 미로 출시
1991. 마몽드 출시
1992. 태평양중앙연구소 건립(현 기술연구원 제1연구동 성지관)
      경영 이념 ‘인류봉사, 인간존중, 미래창조’ 선포
1993. 무한책임주의 선언(서비스, 품질, 환경)
      ㈜태평양으로 상호 변경
1994. 라네즈 출시
1995. 에뛰드 출시
1997. 설화수 출시
2000. 이니스프리 출시
      한국유방건강재단 설립 및 유방 건강 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 실시
2001. 국내 최초 차 박물관 설록차 뮤지엄 오‘설록 개관(현 오설록 티뮤지엄)
2002.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으로 사명 변경
2003.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의 아름다운 세상 기금 조성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을 위한 희망가게 지원)
2006.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Asian Beauty Creator) 선포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회사 체제 출범
2007.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2008. 여성 암환자 자존감 회복을 위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makeup Your  
       Life) 시작
      AP Way 선포(소명, 가치, 믿음)
      최초의 쿠션 화장품 아이오페 에어쿠션(Air Cushion) 출시
2009. 자연, 사람, 기업의 아름다운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 비전 선포
2010. 아리따운 구매 시작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편입
      기술연구원 제2연구동 미지움 건립
2012. 통합 생산 물류기지 오산 뷰티사업장 준공(현 아모레 뷰티 파크)
2013. 화장품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선언
      원대한 기업(Great Brand Company) 2020 비전 선포
2014. 중국 생산 연구 물류 통합 허브 상하이 뷰티사업장 준공
2015. 포브스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
2016. 국내 업계 최초 WWD 세계 100대 뷰티기업 7위 차지
2018. 신본사 준공
2020. 소명과 원칙(ABC Spirit) 선포
2021. 2030 지속가능경영 5대 약속 공개
2020. 비전 2025 선언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용

MEET YOUR DREAM은 화장품 연구원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아모레퍼시픽 임직원으
로 구성한 현업 전문가들이 진로 멘토링과 전문 기술 전수를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기업 

소개사진

설화수/라네즈/이니스프리 이미지의 경우 하기 링크 5page
아모레퍼시픽 광교 리필스토어 이미지의 경우 하기 링크 25page  
https://www.apgroup.com/int/ko/commitments/sustainability/sustainability-r
eports/__icsFiles/afieldfile/2021/07/07/AGSR(KOR)_FINAL(compressed)_20210
70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