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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JUAN

2007년 7월

66명

2007	 주안레미콘㈜ 설립

2010	 우리아스콘㈜인수, 주안아스콘㈜ 상호 변경

2012	 주안레미콘㈜ 고강도 KS표시 인증서 취득

2014	 동양메이저㈜ 청주공장 인수, 주안레미콘㈜ 세종공장 상호 변경	

	 동양메이저㈜ 계룡공장 인수, 주안레미콘㈜ 계룡공장 상호 변경	

	 전국 콘크리트 기술 경연대회 품질부문 대상 수상

2015	 ㈜천성산업개발 공장 설립(KS F 2349 인증서 취득) 	

	 주안아스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골재파쇄, 선별플랜트 신설	

	 주안레미콘㈜계룡공장 2호기 B/P 증설 – 210㎥/hr	

	 주안레미콘㈜계룡공장 고강도 KS 인증서 취득	

	 주안기초소재㈜ 설립

2016	 주안아스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1등급골재생산	

	  ㈜천성산업개발 한국도로공사 납품

2019	 골재선별·파쇄업 허가 완료 및 가동 개시(4230 습식 Sand & Crushing Plant)	

	 주안레미콘㈜ 계룡공장 메인비즈 중소기업 선정

2020	 주안레미콘㈜계룡공장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계룡산업㈜건자재사업부 인수, 주안콘크리트㈜ 상호 변경

주안은 충청권에 거점을 두고 2007년 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
인 변화와 도전을 통해 레미콘, 아스콘 등의 건자재 산업을 영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환경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주안기초소재㈜를 설립하여 습식방통, 분체류, SILO 
임대사업에 뛰어 들었으며 2018년 원자재 수급 경쟁력을 위해 
골재·선별 파쇄업 허가를 받아 골재사업을 시작하였고 2020년 
계룡건설산업㈜의 계열사인 계룡산업㈜ 건자재사업부를 인수, 
콘크리트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종합 건자재 전문회사
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안은 차별화된 고객가치 제공 및 선제적 실행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고 주도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누
구나 들어오고 싶은 회사로 구성원이 ‘즐겁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설립

임직원

주요사업분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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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아스콘콘크리트

기초소재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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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사업부 
READY MIXED CONCRETE 

제조설비 및 생산능력

Batch	Plant
210	㎥/hr

2기 강제식(Twin-Shaft)
180	㎥/hr

사이로

700	ton 1기

-
250 ton 1기
150 ton 1기
100 ton 1기

Mixer	Truck 6	㎥ 35대 -

한·서중 설비 50	RT/hr 1기 -

제조설비 및 생산능력

Batch	Plant 210	㎥/hr 2기 강제식(Twin-Shaft)

사이로

400	ton 2기

-
350 ton 1기
300 ton 1기
100 ton 1기

Mixer	Truck 6	㎥ 29대 -

한·서중 설비 50	RT/hr 1기 -

계룡 공장

세종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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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사업부 
ASPHALT CONCRETE

제조설비 및 생산능력

Asphalt	Plant 2,000kg/batch,
2축 퍼그밀형 1기

1일 1,300ton 생산능력, 
칼라, 투수, 중온, 

개질아스콘생산 칼라용
무색바인더 탱크보유

순환 Asphalt	Plant 2,000kg(±2kg) 1기 1일 1,300ton 생산능력

골재 파쇄·선별시설 VSI	Impact	C/R 1기 1등급 · SMA용 골재 생산
폐아스콘 순환골재 생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폐아스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덤프 25t/7대 15t/1대 -

제조설비 및 생산능력

Asphalt	Plant 2,000kg/batch,
2축 퍼그밀형 1기

1일 1,300ton 생산능력, 
SMA, 칼라, 투수, 중온, 

개질아스콘생산, 	
도로공사납품

순환 Asphalt	Plant 2,500kg(±2kg) 1기 1일 1,600ton 생산능력

덤프 25t/7대 15t/1대 -

천성산업개발

주안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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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사업부  
CONCRETE BLOCK

콘크리트 벽돌

속빈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

인조화강 경계블록

보차도경계석(직선)

곡선용 경계블록

인조화강 경계블록(곡선용)

보차도경계석(곡선)

콘크리트 경계블록

인조화강 경계블록

화강 경계블록

홈벽돌

속빈 콘크리트 SHB블록

속빈 콘크리트 SSB블록

속빈 콘크리트 UB블록

경계 블록 콘크리트 벽돌, 블록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고강도 세라믹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시각장애인용 블록 잔디 블록

인조화강 블록 U형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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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8mm, 13mm, 19mm 등 고객맞춤형 생산 가능

생산품목

골재사업부 설비 및 생산능력

25mm 모래

습식 SAND PLANT
장치명 용량 규격 수량

1 JAW HOPPER 20㎥ 4230 JAW CRUSHER 용 1SET

2 GRIZZLY FEEDER 1SET

3 JAW CRUSHER 300Ton/Hr 1SET

4 CONE CRUSHER 2SET

5 습식 경사 SCREEN 2400W X 7000L 2SET

6 SAND UNIT 600Ton/Hr 2400W X 6000L 1SET

7 BARMAC CRUSHER 250	~	360Ton/Hr 3880W X 6000L X 5680H 1SET

8 BELT CONVEYOR 900~1200W X 9~35mL 15SET

9 집수조 20㎥ Ø3000 X 3000H

10 SEDIMENTATION TANK(침전조) 500㎥ Ø12000 X 12000H 1SET

11 SLUDGE TANK(농축조) 20㎥ Ø3000 X 3000H

12 약품 TANK 9㎥ Ø2200 X 2440L 2SET

13 청수탱크 200㎥ Ø7760 X 4500H 1SET

14 FILTER PRESS(탈수기) 16000L/cycle(CAKE 기준) 여과판 : 2000W X 2000L X 100EA X 1SET 1SET



콘크리트

콘크리트

JUAN 12 · 13

기초소재 사업부  
RAW MATERIALS

- 보편, 단순화된 건조몰탈이 아닌 현장 여건의 맞춤화된 최적화 몰탈
- 	일반 습식방통몰탈과 층간소음 문제로 강화된 기준에 맞춘 고강도 	

습식방통몰탈 병행
- 공정 및 자재비의 원가절감 효과 
- 현장 SILO가 필요없어 공간활용이 용이, 민원발생 요인 無
- 현장관리 상주로 최적의 양생조건 조성관리 및 균열보수 책임시공

경량 기포콘크리트 몰탈, 친환경 기능성 몰탈, 탄소혼합 분체, PC용 크라우트 몰탈 특수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
시, 파일 충전용 시멘트, 경량 단열재

케이하나 군산공장 플라이애쉬 단독공급 시멘트, 슬래그파우더, 레미탈 공급 

습식방통몰탈

원재료 공급 SILO 임대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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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레미콘㈜ 세종공장

세종시 부강면 금병로 1263-112
TEL. 044 277 6131

주안레미콘㈜ 계룡공장 

충남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2906-27
TEL. 042.841.1361

골재사업부 

충남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2906-27
TEL. 042.841.1361

주안아스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실학로 463
TEL. 041 754 1551

㈜천성산업개발  

충남 금산군 진산면 실학로 461
TEL. 041 754 1536

충남

세종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기술연구소

세종시 부강면 금병로 1263-112
TEL. 044 277 6132

주안기초소재㈜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53 솔리안 401호
TEL. 042 638 8811

주안콘크리트㈜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2480-5
TEL. 041 736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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