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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의리를 저버리면 모든 것을 저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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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번영을 위한
일류 정신

한화는 지난 1952년 창립 이래 굳건한 성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모색했으며, 기회 앞에서 통찰력 있는 결단을 내려 국가의 산업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성장의 기반에는 ‘신용과 의리’가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신용’과 사업을 통해 사회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의리’는 지난 66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화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기존의 시장 경쟁 구도가 모두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화가 더욱 강력한 변혁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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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류를 향한
혁신,

최근 수년간 인류는 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파괴적 혁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통적인 가치 사슬이 재편되는 시대입니다. 한화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거듭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의 이익을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일류
한화의 미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사업 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한화를 위한
도전

화학부문은 정유, 기초화학, 합성원료, 첨단소재에 이르는 원료 및 제품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용
제품 분야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부가 제품군 개발에 집중해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미래 산업에
걸맞은 선진화된 공법과 제품 개발로 화학산업의 블루 오션을 개척할 것입니다.
방산부문은 분야별 전문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구조 재편을 단행하고 기존
탄약·정밀유도무기 중심에서 방산전자, 첨단 체계 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력을 집적해 미래
전장 환경에 걸맞은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사업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 등 해외 방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계·항공부문은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주도할 스마트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초정밀 항공 엔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선택과
집중의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무인 산업용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를 거점으로 아시아, 유럽 지역 제조 기업의 혁신 파트너로 자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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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자 장기적인 시각으로 육성한 태양광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해관계자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외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사업 역량을 굳건히 하고 전 세계에서 고르게

사회복지 시설 및 교육·공공 시설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 친환경 에너지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태양광 강국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독창적인 사회공헌 활동 또한 꾸준히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으며 2020년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장 점유율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는 공식 후원사로서 성화봉

1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의

제작·후원, 개·폐막식 불꽃축제 지원 등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고용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해 국내 셀 · 모듈 생산 거점들은 선진적인 일자리 나눔과 일자리

세계에 알렸습니다.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이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성원의 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금융부문 계열사들도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인재 양성과 조직문화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관리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시너지를 내는 ‘젊은 한화’의 소통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기반의 사업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구축,

노사 상생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재 경쟁이 승부수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객 응대 고도화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시대 한화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레저부문 계열사들은 빅데이터로 고객의 삶을 깊숙이 이해하고 세분화된 니즈에

한화는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기업 활동에서 정도를 걸으며

걸맞은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프리미엄 마리나 리조트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단지를 오픈, 고객에게는 이전에 없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묵묵히 나아가는 힘으로 세계 곳곳에서 위상을 높여 온 한화는 고객과의
의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갑니다. 바른길,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함께 멀리 걷는 협력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정도(正道)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을 좇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도덕적 가치의 기준에 걸맞은
‘함께 멀리’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장

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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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HIGHLIGHTS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고객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헌신의 자세로,
자긍심과 원칙에 따라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조ㆍ건설, 금융, 서비스ㆍ레저부문에서
전문성과 사업 영역별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한화의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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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

FIND
우리의 탐구는 고객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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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한화는 정유 및 기초화학에서 합성원료,
첨단소재에 이르는 원료와 제품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위기에 대응하는 수익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미래형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CHEMICALS
& M AT E R I A L S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유)
항공유, 경유, 휘발유, LPG

한화는 화학 사업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과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세계
주요 시장에 생산 거점을 확보하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통합 생산 시설
구축, 원료 공동구매 등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제품 부가가치와 원가

합성수지 및 합성원료
한화토탈
한화케미칼
한화종합화학

PE, PP, EVA
PE, PVC
PTA

VA LU E - A D D E D I N T E G R AT I O N

화학ㆍ소 재

한화토탈

석유화학 기초원료
에틸렌, 프로필렌, SM,
부타디엔, 방향족(BTX),
나프타

한화토탈

염소ㆍ가성소다
Caustic soda, Chlorine,
EDC, VCM, ECH
TDI

한화케미칼

경쟁력을 제고하고 화학 및 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재
한화첨단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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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복합소재 및 부품
전자소재
태양광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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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ader
In South Korea
총 매출 규모
한화그룹 화학 계열사들의 매출액은
총 21조 원으로, 국내 석유화학 분야 리더로서의
위상을 갖췄습니다.

No.1

In South Korea
에 틸 렌 생산 규 모
한화는 연간 304만 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1위, 세계 9위의
규모입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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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Class
Innovation
W& C 컴파운드
한화케미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폴리에틸렌합성수지 W&C(Wire and Cable:
전선용 복합수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ㆍ생산하며
화학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No.1

No.1

EVA 생산 능력

P TA 생 산 규 모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66만 톤의 EVA

연간 200만 톤의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생산 능력을 구축했으며

생산 능력을 보유, 국내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신공정 도입 및 설비 투자를 통해 고부가 제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Worldwide

In South Korea

개발하고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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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Global
Market Share
자동차 경량복합소재
한화의 선진 소재 기술이 적용된
StrongLite(GMT,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와
SuperLight(LWRT, 저중량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rowth
Engines
R&D
다각화된 화학 제품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신소재 및 응용 제품 개발 선행 연구는 한화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세계 일류의 자동차
경량복합소재를 비롯한 태양광, 전자소재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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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REALIZE
우리의 상상은 고객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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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혁신의
글로벌 방산 기업

쌓아왔습니다. 이후 항공우주 및 방산전자
분야 등으로 그 경쟁력을 확대했으며,
국내 1위 방산 기업의 위상을 바탕으로

M E C H AT R O N I C S ,
A E R O S PA C E & D E F E N S E

고품질의 제품과 관련 솔루션 수출을 통해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기계ㆍ항공ㆍ방산

한화는 정밀기계, 항공우주, 방위산업
항공우주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구축하고 세계

㈜한화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계·항공부문
계열사들은 우수한 품질을 갖춘 항공 엔진
기술과 산업 정밀기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산부문은 전략적 인수합병을
단행해 매출 4조 3,000억 원 규모의
국내 1위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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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
추진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엔진, 기체 부품

한화시스템

Avionics 시스템
항공전자광학 시스템

T O TA L S O LU T I O N P R O V I D E R I N M E C H AT R O N I C S , A E R O S PAC E & D E F E N S E

화약산업을 모태로 출발한 한화는 탄약,
유도무기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메카트로닉스
영상보안 시스템(영상보안 장비, 통합

한화테크윈

관리 솔루션,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
산업용 장비(칩마운터, 스크린프린터,
반도체 플립칩 마운터, 3D 검사기,
SMT 생산 현장 토털 솔루션)
공작기계
협동로봇

한화정밀기계

산업용 공기ㆍ가스 압축기
가스터빈 패키지
신개념 발전 시스템

한화파워시스템

물류자동화 설비, 엔진/미션 조립라인
태양전지 제조 설비, 열 장비
자동차 부품

㈜한화

화약 및 방위산업
산업용 화약 및
마이닝 서비스

㈜한화

유도무기체계
탄약체계
항법장치
레이저

㈜한화

감시정찰
지휘통제ㆍ통신
해양 시스템

한화시스템

화력체계
기동체계
대공체계
무인화체계

한화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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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markable
Achievement
항 공 엔진 부 품
장 기 공급 계 약 체 결
P&W(Pratt & Whitney), GE(General Electric)를
비롯한 글로벌 항공 기업들과 120억 달러 규모의
항공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고객의
신뢰와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엔진 생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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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I
Innovation
방산전자
한화시스템은 레이다, 광학, 전투체계, 통신

Expertise
Leads to
Growth

등 정밀전자와 방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종합군수지원
솔루션을 통해 자주국방 및 국방 기술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밀기계
반세기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산업
기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Innovative
CCTV
Solutions
시큐리티
30여 년에 이르는 광학, 영상처리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상보안 장비, 통합
보안 솔루션 등 글로벌 시큐리티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딥러닝, 지능형 영상분석 등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와 함께 차세대 신기술을 선보이며,
국내 영상보안 1위 기업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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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T O D AY
우리의 비전은 오늘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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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토털 솔루션 제공을
통한 글로벌 사업 성과 창출
태양광 사업의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셀 및 모듈 생산의
미드스트림 그리고 발전소 건설과 운영,
파이낸싱에 이르는 다운스트림을 통합하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고 일본, 유럽,

SOLAR ENERGY

미국 및 이머징 마켓 등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한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며 인류가 당면한

한화큐셀

모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셀

한화첨단소재

EVA/Back시트

I N T E G R AT E D S O L A R VA LU E C H A I N

태 양 광 에너지

폴리실리콘

한화케미칼

셀 및 모듈 제조 장비

㈜한화

설계ㆍ구매ㆍ시공

한화큐셀

해외개발

한화에너지

O&M
시스템 솔루션

국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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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라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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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Leader
퀀 텀 ( Q . A NTUM) 셀  
한화큐셀의 퀀텀(Q.ANTUM) 셀 기술은 최고
성능의 변환효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퀀텀은
다결정 태양광 셀 최초로 변환효율 19.5%를
달성했으며 본 셀로 만들어진 모듈은 다결정
태양광 모듈 최초로 300와트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2018년 6월 말, 퀀텀 셀
20억 장(10GW) 양산에 성공했으며,
한화큐셀은 유럽 태양광 리서치 기관인
EuPD가 선정한 ‘유럽 톱브랜드’로 6년 연속,
‘호주 톱브랜드’로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한화큐셀의 퀀텀 제품인 Q.PEAK과 Q.PLUS
모듈은 제품 품질 검증 기관인 DNV GL이 실시한
태양광 모듈 신뢰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
받으며, 세계 ‘Top Performer’ 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40+

Countries
연 구 개 발 및 세 일즈 네 트워크
한화는 독일,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에
태양광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북미를 비롯한 40개국 이상에서
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증가하는 세계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화 태양광 패널이 적용된
터키 카라만마라슈 주의 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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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Worldwide
태양광 셀 생산 능력
한화큐셀의 셀 생산 규모는 연간 9GW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관계사 포함)

Market Share
Leader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공급
한화큐셀은 2015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력회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와 1.5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단일 공급 건으로는
업계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크게 주목
받았습니다. 넥스트에라는 한화큐셀로부터
공급받은 모듈 전량을 미국 내 건설 중인 자체
태양광 발전소에 사용했습니다.

34

35

I N N O VAT E

SECURE
우리의 혁신은 고객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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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점하는
융합 금융 서비스
한화의 금융 계열사들은 오랜 역사와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FINANCE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아시아 이머징

보험

마켓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넷

생명보험

한화생명

은행, P2P 비즈니스 등 핀테크 사업 분야에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진출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융

한화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본 시장의

자산관리, 브로커리지
트레이딩, IB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객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증권, 자산운용, 기업금융 등
한화의 다각화된 금융 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 고객의 안정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OTA L F I N A N C I A L S O LU T I O N

증권
한화투자증권

자산운용
주식, 채권, ETF, 파생상품, 부동산
MMF, PEF

한화자산운용

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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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기업/개인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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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Milestone
가 치 중심 성 장
대한민국 최초의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은
설립 70년 만에 총 자산 100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17년 총 자산 110조 원을 돌파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내 대형 보험사
최초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후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해 온 한화생명은 자산 건전성 및
현장 영업 경쟁력, 상품 개발력 등에서 업계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화금융플라자 시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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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ng
Future
Growth
핀테크 시장 개척
급변하는 미래 금융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여
온라인 뱅킹 및 보험 서비스, 온라인 중금리
대출상품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의 금융
계열사들은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 선진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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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xpansion
아시아 시장 거점 확 대
한화생명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현지 FP들의 고객 중심 영업 활동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해 굳건한 시장 지위를 확보했으며,
인도네시아법인은 역동적인 시장 성장세에 대응해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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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SWERS
우리의 질문은 풍요로운 삶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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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가치의 레저 및 쇼핑 서비스
자연 환경 및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전국
리조트 네트워크와 호텔, 백화점, 면세점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을 구축한
한화는 레저 및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비스ㆍ레저

쇼핑부터 호텔, 리조트에 이르기까지
한화는 고객의 특별한 경험을 위한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패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국내외 고객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남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화63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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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 서비스

WIDE-RANGING PREMIUM EXPERIENCES

SERVICES
& LEISURE

리조트, 호텔, 레저
푸드 서비스

한화호텔&리조트

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민자역사 개발
부동산 관리

한화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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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ontents
Producer
백화점 및 면세 사업 리더
국내 최초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백화점인
갤러리아백화점을 운영하는 한화는 프리미엄
콘텐츠 프로듀서로서 선도적 트렌드를 전파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아면세점          은 여의도의 금빛 랜드마크인
빌딩 내 위치하여 쇼핑은 물론 아쿠아리움과
전망대를 즐길 수 있는 국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명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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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 in
Maritime
Culture

Fine Stays,
Special
Destination

국내 최초 아쿠아리 움 벨트 구축

거제 벨버디어

한화는 제주, 여수, 일산, 서울에 환경 친화형

2018년에 선보이는 한화리조트/거제 벨버디어

아쿠아플라넷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Belvedere)는 고객들이 논스톱으로 최적의 쉼과

이는 국내 최초로 구축한 전국 단위의 아쿠아리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고급 해양 마리나 리조트

벨트로서 일상 속에서 즐기는 다양한 해양

단지입니다. ‘천혜의 자연 속 아름다움을 누리는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 리조트는 470실 전

아쿠아리움 설계 및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객실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세계 정상급 규모인 아쿠아플라넷 제주, 수족관과

고객의 특별한 휴식과 서비스를 위한 설계가

동물원이 결합된 아쿠아플라넷 일산, 국내 유일의

특징입니다. 한화는 이 특별한 리조트를 통해

360도 돔수조가 있는 아쿠아플라넷 여수 등을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Luxury
Boutique
Hotel
더 플라자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더 플라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부티크 호텔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섬세한 서비스, 차별화된 부대 시설을
자랑하며, 국내 최초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오토그래프 컬렉션과 제휴를 체결하여 로컬 호텔
브랜드의 장점과 체인 호텔 브랜드의 장점을
결합한 시설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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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SION

ACHIEVE
우리의 이상은 삶의 터전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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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
Development
비스
스마마야야신 신
도시
비
도시
건 설건 설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이자 이라크 역사상 가장
큰 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비스마야 신도시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화는 2012년
계약금액 80억 달러 규모의 신도시 공사를 수주해
10만 세대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2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액 100억 달러를 돌파,
단일 프로젝트로는 대한민국 최대의 해외 수주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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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key
Solutions
석유화학 플랜트
한화건설은 연간 150만 톤의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사우디 마덴 PAP 석유화학 플랜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및 화공 플랜트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5 Million
Gallons/Day
담수 플랜트
한화건설은 하루 1,500만 갤런의 담수를 생산하는
사우디 얀부Ⅱ 발전&담수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Innovative,
Complex
Project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컨벤션센터는 한화건설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이 집약된 프로젝트입니다.
한화호텔&리조트와 한화갤러리아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호텔과 백화점, 아쿠아리움
등이 결합한 차별화된 시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의 시너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원시는 MICE 산업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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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O V E R V I E W

Hanwha’s Vision
‘Quality Growth 2020’은 주요 사업 분야에서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한화의 비전입니다. 한화의 전 임직원들은 이 비전을
중심으로 미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투자와

화 학ㆍ소 재

혁신을 단행하고 주력 사업 분야별로 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학ㆍ소재부문
경쟁력과 시너지 강화

글로벌 수준의 사업 구조 선진화와 제품 및 기술 개발로 고객 및 사회와

기 계ㆍ항 공ㆍ방 산
정밀 메카트로닉스 기술 구축
및 글로벌 항공 엔진ㆍ방산 기업 도약

한화정신 및
핵심가치
한화가 이룩한 성장의 바탕에는 ‘신용과 의리’의 한화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융

QUALITY GROWTH 2020

더불어 지속 성장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세계 최고 수준의 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 창출

글로벌 사업 역량 구축을 통한
국내 및 아시아 금융 서비스 선도

이를 바탕으로 ‘도전ㆍ헌신ㆍ정도’의 핵심가치를 선정하고, 전 임직원의 생각과 행동의

서 비 스ㆍ레 저

기준으로 삼아 한화인으로서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리더

핵심가치는 비전 달성을 위한 기업문화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도전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한다.
헌신
회사ㆍ고객ㆍ동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큰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정도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64

65

Hanwha Today
1952년 설립된 한화는 제조ㆍ건설, 금융, 서비스ㆍ레저부문에서
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규모 기준
국내 재계 순위 8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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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8

2017년 매출액

가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7년 말

각 사업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6

위

2017년 말
당기순이익 기준
국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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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규모 기준
국내 순위

325

개

2017년 12월 말
글로벌 네트워크

개사

2017년 12월 말
국내 계열사

S U S TA I N A B L E G R O W T H

또한 화학, 기계ㆍ항공ㆍ방산, 태양광, 금융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속적인 투자와 도전으로 내실 있는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인류의

위

66

년

1952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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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s
창업기

성장기

제2의 창업

새로운 도약

글로벌 사업 영토 확장

1952– 1963

196 4 – 1 9 8 0

1981–1995

1996–2006

2007– 현재

화약 국산화로
국가 재건에 기여

기간산업으로
국가 근대화

사업다각화

도약과 성장

미래로의 도전

한국전쟁 이후 화약 사업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빠르게 사세

제2대 김승연 회장 취임 이후 한화는

외환위기 속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2000년대 후반 한화는 다각화된 사업

설립에 이어, 2013년 인도네시아

황폐해진 국가 재건에 기여했습니다.

확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금융과 서비스ㆍ레저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수익성 있는

영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생명보험사 인수 등으로 해외 시장에서

1952년 한국화약㈜(現 ㈜한화)

국가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산업에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계열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했습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을 설립하여 사회 기반 시설 건립에

집중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1960년대

1985년에는 정아그룹(現 한화호텔&리조트)을

과정에서도 ‘임직원 전원 고용 보장’을

한화케미칼은 2011년 중국 저장성

창조적인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필수적인 화약을 국산화했으며 이어

중반 한국화성공업(現 한화케미칼 및

인수하며 대한민국 대표 레저 기업에 이름을

골자로 한 신용과 의리의 구조조정을

닝보에 PVC공장을 준공했으며,

관련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생산에 성공, 1959년

한화첨단소재)을 통해 유화 분야에

올렸으며, 1986년 한양유통(現 한화갤러리아)을

단행, 단 한 건의 파업도 없이 위기를

한화첨단소재는 2007년 미국 아즈델

2015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공업용 화약을

진출했으며 신한베아링공업 인수로 기계

인수, 유통 분야에서의 확장을 꾀했습니다.

극복하며 구조조정 모범 기업으로

사를 인수하고 체코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인수ㆍ합병으로 화학 및 방산 분야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두 번째 국가가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1969년

1982년 한양화학과 한국다우케미칼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등 글로벌 자동차 부품 메이커로의

국내 최고 지위를 확보했으며,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국가와 국민의

경인에너지 설립에 이어 1971년 한국정공

(現 한화케미칼)을 인수, 2차 오일쇼크 이후

기회를 모색한 한화는 2002년 대한생명

위상을 다졌습니다. 2012년 한화건설은

2016년 한화큐셀은 미국, 한국, 호주,

성장에 이바지하겠다는 한화의 신념은

(現 ㈜한화/기계 부문)을 설립했으며,

회복세로 돌아선 세계 화학 시장의 강자로

(現 한화생명)을 인수해 2017년 자산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해

터키 등의 주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오늘까지도 굳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1972년 경인에너지 정유공장 및 발전소를

빠르게 자리매김했습니다.

110조 원의 국내 2위 생명보험사로

대한민국 해외건설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1위사로 도약했습니다.

탄탄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세계 1위의 태양광 셀 생산 기업인

한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한화큐셀을 탄생시켰습니다.

선제적인 기술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을

한화생명은 2008년 베트남 현지법인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준공해 한국의 공업화를 앞당겼습니다.

1952 한국화약주식회사(現 ㈜한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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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한국화성공업(現 한화케미칼
및 한화첨단소재) 설립

1986 한양유통(現 한화갤러리아)
인수

1994 한화그룹 종합연구소 준공

2002 대한생명(現 한화생명) 인수

2007	
현재의 한화 CI 선포식

2012 독일 태양광 기업 큐셀
(現 한화큐셀) 인수

2015 한화종합화학 및 한화테크윈,
한화토탈 등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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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Highlights

*	Financial Highlights의 재무자료는 한화그룹의 국내외 주요 계열사의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을 단순 합산한 것입니다. (출처 : 한화그룹)
*	단, 본 책자 75면 이후의 각 계열사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결과와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한화그룹은 이 자료에 담긴 미래에 대한

공시된 자료입니다.
*	본 전망자료는 내부 재무제표의 작성,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 및 감사보고서가

기대와 예측을 갱신할 의무가 없으며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본 자료에 근거한 투자 결과에 대한

있습니다. 제시된 전망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매출총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692,039
625,454

2016

643,525

2017

1,815,807

2018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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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745

2016

1,618,804

1,895,163
1,477,167

2017

2018
(예상)

2016

418,941

1,522,241

372,922
338,641

2017

2018
(예상)

2016

2017

2018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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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 Construction
제조ㆍ건설부문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한화테크윈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케미칼
한화종합화학
한화토탈

한화첨단소재
한화큐셀
한화에너지
한화건설
한화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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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1952년 한국화약㈜으로

기반의 사업에서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영역을 자주포 및 항공기·함정용 엔진과

경쟁력 있는 사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세계 최초로 타이어 전 공정 물류자동화

설립하여 국내 화약 및 기간산업의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레이다, 전투체계 등의 방산전자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경험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리더로 그룹의 기반을 닦았으며,

2015년 호주의 마이닝 서비스 기업

확대했으며, 2018년 미래 무기체계의

축적한 유화·방산·철강·기계·식량

자동화 사업 경쟁력을 제고 하였으며,

사업 영역

66년의 역사를 거쳐 화약ㆍ방산ㆍ무역ㆍ

LDE사를 인수해 검증된 품질과 가격을

핵심 기술인 항법·레이저 분야를 새로운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Industry 4.0 시대의 Smart Factory와

화약 : 산업용 화약, 화약 원료 사업,

기계의 4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바탕으로 한 신시장 개척도 가속화하고

성장 동력으로 삼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출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자동화 설비를 접목시켜 생산 현장에

화약 응용 사업, 국내외 마이닝

글로벌 제조ㆍ무역 기업으로

있습니다. 또한 입상초안 생산 라인을

있습니다.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중국·중동·

물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

성장했습니다.

확보해 질산-초안-산업용 화약으로

‘KAMD –Kill Chain – KMPR’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는 ㈜한화/무역 부문의 전략

또한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 설비를

㈜한화
www.hanwhacorp.co.kr

이어지는 완전한 수직계열화를

한국형 3축 체계 완성의 중추로서 정부의

지역으로서, 자체 사업 기회 발굴과 현지

성공적으로 개발 및 납품하여

수중감시장비, 항법장치, 레이저

㈜한화/화약 부문은 1959년 국내 최초로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최고 화약

지속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네트워크 구축 등 영업력 강화를 통한

그 기술력과 품질 안정성을

무역 : 석유, 석유화학 제품, 철강,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한편

㈜한화/방산 부문은 ‘혁신적인 Defense

수익 극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았으며,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기계, 방산, 건축자재, 제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전자뇌관 개발 등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Solution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자동화설비,

왔습니다. 현재 안전하고 우수한 산업용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파트너’가 되기 위해 근원적인 사업

㈜한화/기계 부문은 1953년에 설립한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 그린에너지 등

화약과 화공품을 산업현장에 공급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이래 반세기 넘게 축적한 노하우와

㈜한화/기계 부문은 인류사회 발전을

기계 : 솔라, 자동화, 파워트레인,

한편 축적된 화약 기술을 바탕으로 화약

㈜한화/방산 부문은 1974년 방위산업에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계 설비

위한 Total Engineering Solution을

플랜트기계, 자동차 부품 사업

원료 사업, 화약 제조 사업, 화약 응용

진출한 이래 자주적 국가 방위력 개선에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열 기술,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여해 왔습니다.

㈜한화/무역 부문은 1966년 설립 이래

자동화 기술, 정밀가공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으로 기계설비 글로벌 선두주자로

2017년 매출액

2014년에는 마이닝 서비스 시장에 진출,

유도무기체계, 탄약체계 및 수중감시장비

한화그룹의 해외 시장 개척을 주도해 온

끊임없는 자체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위 : 억 원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에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항공우주

종합무역상사입니다. 27개 해외법인과

고부가가치 기계 설비를 생산해 왔으며,

그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진출해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지사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화 사업 분야의 첨단 기술력과

현재 국내 및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있습니다. 2015년 대규모 인수합병을

그룹사 해외 시장 개척 및 신규 사업

45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이닝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기존 제조

통해 기존의 탄약·유도무기 중심의 사업

발굴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물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산 : 유도무기체계, 탄약체계,

46,399

세계적인 태양광 설비 업체로 나아가기

2017년 자산총액
단위 : 억 원

74,793
㈜한화/기계 부문은 세계 1위의 셀 생산 능력을

보유한 한화큐셀에 고품질ㆍ고효율의 태양광 제조
장비를 공급합니다. 50년 이상 축적된
㈜한화/기계 부문의 기술과 경험은 세계 최고

품질의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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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7년 항공

참여를 골자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화디펜스

한화디펜스는 2019년 1월

기동체계를 대표하는 무기체계는 K200과

무인화체계에서는 국방로봇,

www.hanwhaaerospace.co.kr

엔진 사업 및 필름 카메라 사업을 토대로

세계적인 항공 제조사의 신뢰할 수 있는

www.hanwha-defense.co.kr

한화지상방산과 한화디펜스의 합병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K277(지휘소용), K281

원격사격통제체계, 잠수함용 리튬

설립된 기업입니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 합병으로 한화디펜스는

/K242(박격포 탑재), K216(화생방),

전지체계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사업 영역

설립 이후 정밀기계 분야 국내 최고의

2017년에는 베트남에 해외 생산 거점을

사업 영역

양 사의 방산사업분야 기술력과 경험,

K288(구난), K221 (발연체계) 등

첨단 신제품 개발에도 주력하며 국방분야

가스터빈 엔진 및 부품, 항공기 부품

위상을 구축해 왔으며, 광학 및 영상 기술,

신설하여 원가 경쟁력 및 생산 능력을

화력체계, 기동체계, 대공체계,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화력/기동/대공/

총 7종의 계열 장갑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 분야의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무인화체계 등 방산 장비

무인체계 전 부문에서 최상의 기술을

2009년부터는 고속 기동전 수행을

확보하고 제품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위해 화력, 생존성, 기동성이 향상된

한화디펜스는 우수한 기술력과 믿을 수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사업 다각화를 추진, 현재 항공 기체 및

42,155

엔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급변하는 시장

2017년 매출액

지속성장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K21 보병전투장갑차를

있는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전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톱 티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단위 : 억 원
한화지상방산

기업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Top-tier)의 원천 기술과 응용 기술을

기술 개발과 품질 경쟁력을 확대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니즈에 빠르게

항공 분야의 글로벌 No.1 파트너로

2017년 자산총액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단위 : 억 원

57,476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
기업으로서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1979년 관련 분야에 진출,
40여 년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기체 및 가스터빈 엔진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2015년 UTAS와의 항공기
부품 계약 체결 및 GE와의 항공 정비
사업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6년 미국
P&W와 싱가포르 생산법인 조인트벤처(JV)
운영과 항공 엔진 국제공동개발사업(RSP)

7,714
한화디펜스

6,714
2017년 자산총액
단위 : 억 원
한화지상방산

12,589
한화디펜스

7,635

1993년 K200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며

있습니다.
대공체계에서는 공중 방어 작전 유형별로

국내 방위산업 분야 최초로 대규모 해외

화력체계에서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최적화된 무기체계 라인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하였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ㆍ저고도 영공을 수호하고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현대전에 적합한 포병장비 솔루션을

있습니다. 30mm 자주대공포 비호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완성했습니다. 1,000대 이상의 K55

기계화 부대 방호 등 다양한 방공 작전이

대공유도무기 비호, 차륜형장갑차 타이곤

자주포를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2015년부터 양산하고

등을 개발 완료하며 수출을 위한 기술

개발한 K9 자주포는 압도적인 화력과

있는 비호복합 30mm 복합대공화기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높은 기동성 및 생존성으로 세계 최고의

기존 비호에 유도무기를 탑재, 한국군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품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공방어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K10 탄약운반장갑차는 세계 최초의

평가 받고 있습니다. 천마는 한국군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선도해 온

완전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갖춘 탄약

최초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주요

한화디펜스는 지속적인 투자와

공급 장비로서 K9 자주포와 패키지로

핵심 시설에 대한 저고도 공중 방호에

연구개발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토탈

운용됩니다. K105A1 차륜형자주포는

효과적인 무기체계입니다. 또한, 천궁

디펜스 솔루션(Total Defense Solution)을

기존의 105mm 견인곡사포를 차량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등 육상용

제공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리더로 도약할

탑재하여 자동사격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발사대와 홍상어, 청상어, 해성 등 해상용

것 입니다.

개발한 무기체계입니다.

발사대에 이르기까지 40종 이상의
발사체계(발사대ㆍ발사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자산총액은 한화지상방산과 한화디펜스
합병 이전 각 사 실적 기준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는 한국 포병의 주력

기술력으로 전투기, 무인기 등 항공 분야에서

화포로서 세계 최고 성능의 사거리 및 발사 속도를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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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은 글로벌 선도 토탈 솔루션

또한 한국형전투기 탑재 AESA(Active

한화시스템/ICT 부문은 1991년

한화테크윈

1977년에 설립한 한화테크윈은 세계

현재 한국, 중국,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www.hanwhasystems.com

기업으로서 국방 ICT 및 정보인프라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다

한화그룹 전산팀 통합을 결정하고,

www.hanwhatechwin.co.kr

최고 수준의 광학 및 영상 기술을 보유한

두고 연간 270만 대 이상의 영상보안

분야에서 차별화된 스마트 기술을

체계개발을 비롯해 차기호위함

2001년 ㈜한화에서 분사해

기업입니다. 영상보안 카메라(CCTV),

장비를 생산하며 유럽, 미주, 중동, 중국,

사업 영역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기능레이다, 천궁 다기능레이다 성능

제조ㆍ방산ㆍ건설ㆍ금융ㆍ서비스ㆍ교육 등의

사업 영역

저장장치,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에

아시아 등에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스템 : 감시정찰 시스템, 지휘통제ㆍ통신

2018년 8월 한화S&C와의 합병법인

개량 등 첨단 레이다 개발 사업도 진행

산업 분야에서 시스템 통합 노하우를

영상 보안 시스템

이르는 풀 라인업을 갖추고 도시 방범,

전체 매출의 76%를 해외에서 거두고

시스템, 해양 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출범으로 첨단 방산 IT 및 시스템 통합

중입니다.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노하우를

도로, 공항, 항만, 산업시설, 군사보호구역

있습니다.

ICT : 종합 IT 서비스

역량을 활용하여 방산전자 부문 선두

통합지휘통제 및 전술통신 분야는

바탕으로 고객에 특화된 솔루션을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공공 인프라 및 민간

미래전장 환경 대응을 위해 100% 자체

제공하며 고객 비즈니스 경쟁력을

보안 영역으로 확장된 SI 사업 역량을

기술로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를 양산하고 있으며, 차기 군 위성통신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12,100
2017년 자산총액
단위 : 억 원

14,697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보안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센터를

5,806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시스템 부문은 1978년

해양시스템 분야는 국내 유일 해양전투

운영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년 자산총액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제품 라인업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정밀전자,

체계 개발 업체로서의 독보적인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기술로

IT기술의 40여 년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술력으로 전투체계 및 센서ㆍ무장 통합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공정 효율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기여해

솔루션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 인프라에

왔습니다. 감시정찰, 지휘통제ㆍ통신,

항공우주 시스템 분야는 소형무장 헬기

대한 보안 및 관제 통합 플랫폼으로

해양 및 항공우주 분야 첨단 시스템을

(LAH) 및 한국형전투기를 위한 핵심

안전한 도시와 국가를 만드는 데

개발하며 국군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해

항공전자장비 및 군 정찰위성용 레이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매출액은 2017년 기준,

국방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를 위해

블록체인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AI분야

감시정찰 시스템 분야는 열상감시장비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분야

글로벌 기업과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TOD), 전자광학 표적추적, 적외선

산학연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핵심 솔루션을 내재화하여 ‘디지털

탐지추적, 다기능 관측경과 같은 장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자산총액은 2018년 3월 기준입니다.

개발해 군에 성공적으로 공급했으며,
수출 명품으로 육성 중입니다.

단위 : 억 원

3,824

30여 년간 축적한 광학 및 영상처리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구축했으며 주거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행 기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톱 티어(Top-tier)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시대’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 7개 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무기체계 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

한화시스템은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을 통해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지향의 근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한화테크윈의 자체 개발 칩셋을 적용한 Wisenet

시리즈는 한화테크윈의 대표 브랜드로서,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부터 경제적인 모델까지 고객 상황에
맞춤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좌) 천궁 다기능 레이다는 중거리 항공기 표적에
대한 탐지ㆍ추적과 항공기 식별, 재머대응 및 유도탄
포착ㆍ추척ㆍ교신의 교전 기능 등의 복합 임무를
단일 레이다로 수행합니다.

(우) 한화데이터센터는 최첨단 인프라가 통합된
기술력의 산실로서 고객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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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정밀기계

한화정밀기계는 1989년 국내 최초로

Technology) 생산 라인 토털 솔루션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 로봇은

한화파워시스템

한화파워시스템은 가스터빈 엔진

2014년 세계 최초의 해상 VRU(Vapor

한화파워시스템은 ‘종합 에너지 솔루션

www.hanwhaprecisionmachinery.co.kr

칩마운터를 개발한 이후 SMT 마운터,

T-Solution은 생산 가동 효율, 장착

자동차·전자산업부터 식품·의약

www.hanwhapowersystems.co.kr

분야에서 장기간 축적한 신뢰성 높은

Recovery Unit) 증기회수용 터보 압축기

공급 업체’를 비전으로 압축기 사업의

반도체 설비, 수삽자동화 설비, 공작기계,

정확성,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산업까지 산업 현장의 작업 효율성을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997년 에너지

계약을 체결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

협동로봇, 산업용 설비 및 소프트웨어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정지·무결점·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장비 분야에 진출, 전 세계 5,000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석유 가스 및 발전 관련 고객을 지원할

칩마운터, 스크린프린터, 응용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선도 스마트

무인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산업용 공기ㆍ가스 압축기, 가스터빈

이상의 판매 실적을 보유한 글로벌

LNG 운반선용 압축기인 LD/HD 압축기

수 있는 터빈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공작기계, 협동로봇

팩토리(Smart Factory) 솔루션 제조사로

패키지, 신개념 발전 시스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각종 산업의

시장에 진출해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미국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를

솔루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Energy(DOE)로부터

압축기, LNG 터미널 및 플랜트에

한화파워시스템은 글로벌 영업 및

발전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추진해

사용되는 BOG(Boil Off Gas) 압축기,

R&D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기존 스팀터빈을 대체할 분산발전 분야의

극저온 압축기 및 익스팬더(Expander),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LNG 운반선용 압축기 등 기술집약적

전 세계 6개의 영업사무소와 한국 및

제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

중국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 R&D센터를 두고 글로벌

친환경 고효율 발전기기인

개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순산소 가스터빈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대용량의 고압 가스 압축기를 독자적으로

또한 최근 O&G(Oil & Gas)산업의 주요

이를 통해 향후 친환경 발전 솔루션

설계ㆍ생산ㆍ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객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2016년

시장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국내 유일의 에너지 장비 회사로서,

상반기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API617 및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압축기와 익스팬더는 경쟁력

API672에 대한 벤더 승인을 획득하고

있는 납기와 자체 개발된 핵심 부품으로

GE Oil & Gas와 가스터빈 발전기 및

고객들에게 탁월한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패키지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2013년에는 세계 최대의 공랭식 터보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장해 왔습니다.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2,534
2017년 자산총액
단위 : 억 원

1,569

한화정밀기계는 이러한 지속적인
공작기계 사업은 50년의 축적된 경험을

도전과 혁신을 통하여 고객의 효율성,
2017년 매출액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융통성, 그리고 가치 향상을 위한 최적의

칩마운터 사업의 대표 제품 라인업인

복합형 자동선반과 터렛형 자동선반을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DECAN Series’는 세계 유일의 모듈러

국내 최초 개발·판매함으로써 기술적인

컨베이어 기능을 갖춘 신개념 고속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끊임없는 고객

마운터로, 2013년 첫 출시 이후 꾸준한

맞춤형 공작기계 개발ㆍ판매를 통해 CNC

1,998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SM Series’는

자동선반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2017년 자산총액

동급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며 명실공히

수성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화정밀기계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구축해온 다양한 무인

한화정밀기계는 Industry 4.0 구현을

자동화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7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또한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선보이고 있습니다. SMT(Surface Mount

작업자의 단순 업무를 돕고 보조적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2,123
7월 신규 법인 설립 후 매출액은 879억 원입니다.

기반으로 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가스

수주한 초임계 이산화탄소(sCO2) 엔진

압축기 SA3100을 출시했으며

한화정밀기계의 주력 칩마운터 ‘DECAN Series’는

압축기와 익스팬더를 결합한 석유화학 공정용

세계 유일의 모듈러 컨베이어 기능을 탑재한

컴팬더는 한화파워시스템이 보유한 터보 기술의

제품입니다. 베스트셀러인 ‘SM Series’는 동급

정수를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최고의 성능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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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한화케미칼은 1965년 설립한 종합화학

서울대학교(신기술연구소) 및

상업 생산을 시작, 원가 절감과 규모의

한화종합화학

한화종합화학은 1974년 창립한 화학

한화그룹 인수 이후 화학 계열사 간

hcc.hanwha.co.kr

기업으로 PE(폴리에틸렌)부터 PVC

KAIST(미래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제를 실현했습니다. 2016년에는

hgc.hanwha.com

기업으로 2015년 한화그룹의 일원이

시너지를 활용,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폴리염화비닐), CA(염소ㆍ가성소다)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R&D 역량을

한화화인케미칼을 전략적으로 흡수

됐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이자 경제 발전의

한편 최근에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이르는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병하여 한화케미칼의 CA, VCM		

사업 영역

원동력이었던 PTA(고순도 테레프탈산)를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화부문 국내 선도 기업의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원가

(염화비닐모노머) 생산 공정과의 시너지를

고순도 테레프탈산, 태양광 발전 사업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여, 현재 연간

위상을 가진 한화그룹의 화학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 현장의

극대화하는 한편 폴리우레탄 제품의

핵심 계열사로서, 국내 최초로 PVC,

효율화와 전략 투자 또한 지속 추진

원료인 TDI(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의

사업 영역
PE, PVC, CA, 폴리실리콘, TDI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39,654

CA, LLDPE(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입니다. 한화케미칼이 2011년 중국

등을 생산하며 대한민국의 화학산업을

저장성 닝보 시에 건설한 연간 생산

이끌어왔고 현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30만 톤 규모의 PVC공장은 지속적인

태양광 업스트림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

원가 경쟁력 제고로 동종 업계 최고의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 능력을 증대, 현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여

17,990

2017년 자산총액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35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현재 연간 1.5만 톤의 폴리실리콘 생산

2017년 자산총액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 원

74,836

생산 효율 또한 제고했습니다.

2012년 국내 최초로 고함량 EVA

태국 방플리 공단 내 준공한 연간 생산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의 상업 생산에

1.7만 톤 규모의 알칼리 수용성 수지공장

또한 친환경 프리미엄 가소제인 에코

성공한 한화케미칼은 2016년 PVC의

또한 동남아 시장 확대의 핵심 기지로

데치(ECO-DEHCH)를 비롯한 친환경

기능을 향상시킨 고부가 CPVC (염소화

자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석유화학 기업

제품을 선보이는 등 앞선 기술 개발로

폴리염화비닐) 제조 기술 국산화에 성공,

최초로 중동지역 유화 시장에 진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풍요로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석유화학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획득했으며, 연간 생산 3만 톤 규모의

기업과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한

생산 시설을 준공해 2017년 상업

한화케미칼은 2015년 IPC(International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Polymers Company)에서 EVA와

다양한 범용 제품의 기능을 향상하는

LDPE를, GACI(Gulf Advanced Cable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Insulation)에서 W&C(전선용 수지)의

단위 : 억 원

30,744

20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또한 한화종합화학은 신성장 동력으로

있습니다. PTA는 각종 폴리에스터

국내외 태양광 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Polyester) 소재의 주원료로 의류용

위해 2017년 6월 한화솔라파워㈜를

섬유, 산업용 섬유, 필름, 도료에 적용되며

설립하여 기존 PTA 단일 사업 외 새로운

그 용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신재생

한화종합화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으로 국내 생산 및 시장 점유율

한화종합화학은 40년간 축적한 PTA 관련

1위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술과 밸류체인 내 연관 사업에 대한

것은 물론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국내외 태양광 발전

바탕으로 2010년 PTA 공정 기술을

사업의 전략적 투자와 운영을 통해 새로운

중동에 수출하여 그 기술력을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인정받았습니다.

2011년 중국 저장성 닝보 시에 구축한 PVC

한화종합화학의 PTA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공장은 우수한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원료로 PET 수지, 보틀, 필름, 도료, 산업용

중국 PVC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재 등의 원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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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한화토탈은 1988년 창립 이래 끊임없는

국내 석유화학사로는 유일하게

품질 혁신을 통한 시장 지배력 또한

www.hanwha-total.com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석유화학공장의 핵심 설비인 NCC

강화하여 태양전지용 EVA 제품, 보틀캡용

가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나프타 분해 설비)와 정유사의 정제

HDPE 제품, 압출코팅용 EVA 제품과

사업 영역

이끌어왔습니다. 2003년 세계적인

설비인 콘덴세이트 분해 설비(CFU),

자동차 복합소재용 플로우마크 억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EO, EG,

프랑스 에너지ㆍ화학기업인 토탈그룹과

방향족공장(BTX 생산 설비)을 보유하고

폴리프로필렌(FMF PP) 제품이 세계 시장

SM, PX, PE, EVA, PP, 휘발유, 경유,

합작을 통해 글로벌 케미칼ㆍ에너지

있으며, 석유화학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점유율 1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항공유, LPG, 연료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제품 생산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어 그 기술력을

마련했으며, 2015년 한화그룹의

달성했습니다. 한화토탈은 이를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창사 이래 최대

원재료ㆍ에너지ㆍ물류ㆍ설비를 유기적으로

영업이익을 구현하며 새로운 발전의

연결, 운영하는 생산효율 최적화와 제품

한화토탈은 한화그룹의 석유화학부문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구현하여 안정적인

주력 계열사로서 관련 계열사들과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96,794
2017년 자산총액
단위 : 억 원

66,785

성장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글로벌 경쟁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2010년 정제업 등록 이후 본격적으로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18개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종합

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에너지ㆍ석유화학 콤플렉스를 갖춘

2014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한화토탈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단행, 제2방향족공장, CFU공장, EVA

등 기초유분부터 스티렌모노머(SM),

공장의 신ㆍ증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파라자일렌(PX), 에틸렌글리콜(EG) 등

완료하여 에틸렌 생산 능력 연간 109

화성 제품(Base Chemical), 폴리에틸렌

만 톤, PX 생산 능력 연간 200만 톤,

(PE), 폴리프로필렌(PP), EVA 등 생활

SM 생산 능력 연간 106만 톤 등 주력

속에 다양한 소재의 원료로 쓰이는 수지

제품에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www.yncc.co.kr

사업 영역

나프타 분해 시설입니다. 1999년 한화와

보유한

대림이 각 사의 NCC(나프타 분해 시설)를

건전한 재무구조, 고객과의 공고한

50:50의 지분으로 통합해 설립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매년 성장을

는 연간 에틸렌 195만 톤,

석유화학 공급 원료 생산

프로필렌 111만 톤과 BTX(벤젠, 톨루엔,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최첨단 생산 설비와 대규모 생산 능력을
는 선진 경영 시스템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재들 또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자일렌). 부타디엔, SM(스티렌모노머) 등

54,160

석유화학 기초유분 550만 톤을 생산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품목 전문화, 시설

있습니다.

대형화, 사업 집중화를 통해 대한민국

자동화ㆍ최적화된 최첨단 나프타 분해

NCC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한

2017년 자산총액

원료는 한화의 석유화학 관련 계열사가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생산하는 제품들이 근본적인 품질

석유화학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단위 : 억 원

25,663

설비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석유화학 기초

는 지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을

경쟁력을 갖는 밑거름입니다.

제품(Polymer)과 함께 휘발유, 경유,
항공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에 사용되는 한화토탈의 EVA는

는 나프타를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 NCC 기업으로,

세계일류상품입니다.

품목 전문화 및 시설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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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첨단소재
www.hwam.co.kr

한화첨단소재는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비롯해 중남미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확대를 위한 수주활동을 진행하고

경량복합소재 및 성형 부품 사업,

멕시코 등에서 현지 생산법인을

있습니다.

태양광용 고효율 필름소재 사업, 모바일

운영 중입니다.

한화큐셀
www.hanwha-qcells.com

한화큐셀은 글로벌 태양광 토털 솔루션

한화큐셀 퀀텀 기술은 다결정인 경우에도

Hot Spot Protection 등을 비롯한 태양광

기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미드스트림에

단결정 셀에 준하는 변환효율을 자랑하며,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셀ㆍ모듈 생산부터 개인

본 셀로 제작된 Q.PLUS 모듈은 독일

규모의 경제와 기술력을 모두 갖춘

사업 영역

디스플레이용 등 고기능성 필름 사업을

사업 영역

주택ㆍ상업 시설ㆍ대형 발전소에 이르는

함부르크에서 열린 태양광 산업 대전

한화큐셀은 세계 각국 태양광 시장에서

경량복합소재 및 성형 부품, 태양광

영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라인업과

한화첨단소재는 글로벌 10개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양광 모듈에

태양광 셀ㆍ모듈 생산,

다운스트림 분야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2015(Solar Industry Awards 2015)에서

주요한 위치를 선점하며 대규모 실적을

고효율 필름 소재, 고기능성 필름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비롯해 미국,

사이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사들의

사용되는 EVA시트(EVA Sheet)와 Back

태양광 발전 솔루션

있으며 한화케미칼의 폴리실리콘 사업과

‘모듈 제조 혁신상(Module Manufacturing

쌓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유럽과

유럽, 중국 등에 현지 생산 및 연구개발

부품 표준화 및 글로벌 소싱 요구에

시트(Back sheet) 기술을 독자 개발해

함께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 수직계열화

Innovation)’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지붕형(Roof-Top) 시장과

2017년 매출액

체계를 구축했으며 글로벌 시장 매출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R&D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품

2017년 매출액

시너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퀀텀 셀과 하프 셀 기술이

미국ㆍ태국ㆍ칠레ㆍ중남미의 대규모 발전

단위 : 억 원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자동차 경량화

개발 및 양산에 성공했으며, 한국의

단위 : 억 원

시장을 개척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13,466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지난 2015년

음성사업장에서 7.5GW 규모의 EVA

한화그룹은 2010년 태양광 사업에

2017년 스틸프레임모듈에 이어

일본을 비롯한 영국ㆍ프랑스 등 유럽 신흥

1986년 자동차소재 사업에 처음 진출한

개소한 경량복합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시트와 2.5GW 규모의 Back시트를 생산,

진출한 이후 전략적인 인수합병과 과감한

인터솔라어워드(Intersolar Award)

시장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후 차량 구조재, 내장재 분야에서

열가소성˙열경화성 복합소재 연구와
신규 애플리케이션 설계˙개발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글로벌

24,753

적용된 큐피크 듀오(Q.PEAK DUO)는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에 따라 한화큐셀은

광전변환공학(Photovoltaics) 부문에서

연이어 수주하고, 일본 시장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자산총액

세계 정상급 셀 생산 규모(9GW, 관계사

수상해 2년 연속 한화큐셀 제품의

2016년 해외 업체 중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원

포함)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혁신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위를 달성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에 태양광 셀과 모듈

더불어, 유럽 태양광 리서치 기관인

또한 2015년 4월, 미국 넥스트에라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세계

EuPD가 선정한 ‘유럽 톱브랜드’로

(NextEra)와 단일 공급 건으로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

6년 연속, ‘호주 톱브랜드’로 4년 연속

업계 최대 규모인 1.5GW 모듈 공급

선정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한국, 호주,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고강도,

또한 30년 이상의 시트 제조 기술

2017년 자산총액

초경량 부품소재 분야의 특화된 기술력을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필름 시장 영역에서 특화된

단위 : 억 원

바탕으로 현재 GMT, LWRT, EPP,

자동차의 경량화, 전장화 트렌드에 따른

경쟁력을 갖춘 한화첨단소재는 현재

SMC, LFT 등 다양한 경량복합소재

신소재 및 신공법 개발에 연구 역량을

커버레이필름(절연필름), FCCL,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집중해 기능성을 향상시킨 신규 소재

본딩시트(접착시트), EMI Shield필름

StrongLite(GMT)와 SuperLite(LWRT)는

개발, 설계 및 성형 기술 개발,

(전자파차폐필름) 등의 회로소재를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종소재-플라스틱 간 하이브리드화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한화큐셀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은

2015년 업계 최초로 다결정 세계 최고

20.F(Nasdaq) 기준 자료입니다.

변환효율을 보유한 퀀텀(Q.ANTUM) 셀을

이와 같은 차별화된 기술혁신은 기술
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18,272

24,241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경량복합소재입니다. 현대˙기아차를

등을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회로소재인 LinkTron(FCCL)은 스마트폰,

비롯해 BMW, 다임러, 폭스바겐, GM,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스마트카,

태블릿 PC 등 정밀 전자 제품의 핵심

계열 회사인 한화큐셀코리아의 매출액은

연간 기가(GW)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포드, 도요타 등이 주요 고객사이며,

전기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부품소재로 쓰이고 있으며, 자동차

12,798억 원, 자산총액은 20,872억 원 입니다.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2019년 1분기

한화큐셀은 독일 탈하임에 위치한

한화큐셀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생산 공급 업체로서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전장용 회로소재로 그 적용 분야를

미국 조지아주에 1.7GW 수준의 모듈

기술혁신센터(Technology & Innovation

특성과 정책에 최적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앨라배마와 버지니아, 중국의

중국 내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어 미국 시장 진출이 더욱

Headquarters)를 중심으로 중국,

장기적인 성장성과 전문성을 지닌 업계의

북경과 상해, 충칭, 유럽의 체코와 독일을

발맞춰 전기차용 배터리 하우징 공급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말레이시아, 한국을 아우르는 태양광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PERC 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R&D 네트워크를 갖추고 Anti-PID,

한화큐셀의 셀과 모듈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Anti-PID, Hot Spot Protection, Tra.Q
한화첨단소재의 대표적인 경량복합소재인

등 한화큐셀의 품질관리 역량은 세계 태양광

StrongLite(GMT)와 SuperLite(LWRT)는 세계 시장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생산 설비 증설을 통해 차량 경량화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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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는 2007년에 설립한 종합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시스템 솔루션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hec.hanwha.co.kr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최신

2017년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일본에서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2017년 12월에는 새만금에 19MWh

사업 영역

및 군산2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약 100MW 규모에 달하며, 향후

규모의 태양광 연계 ESS(Energy

집단 에너지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양질의 전기와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갈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를

O&M 사업, 시스템 솔루션 사업

관련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예정입니다. 미국은 현지법인을 통해

구축했으며, 국내에서 ESS 특례요금제를

있으며 최신 기술 기반의 친환경 시스템

텍사스, 네바다 등 미국 전역에서

기반으로 한 피크저감용 ESS를 공장 및

구현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및

1GW 규모의 PPA(Power Purchase

건물에 적용 중입니다.

4,487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국가정책에 적극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를 체결하고

향후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 발전

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상업 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계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국내뿐

또한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 O&M,

태양광 발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2017년 자산총액

시스템 솔루션 사업 등 에너지 사업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클라우드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16,675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각화를 통해 지속 성장의 발판을

기반의 한화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마련했습니다.

(Hanwha Energy Integrated System)

일본에서는 오이타 키츠키 지역에

을 구축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O&M

24.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사업은 설비의 성능 유지와 개선, 고객

포함하여 약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터키와
인도에서도 각각 31.7MW, 202MW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화건설은 토목, 건축, 플랜트

이 밖에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분야의 다양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발전 및 화공 플랜트 공사를

보유한 글로벌 건설사입니다.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미주 지역에서

사업 영역

2002년 이후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건축 및 주택 건설, 도시개발,

기록해 온 한화건설은 건설 전문지

등 글로벌 건설사로서 위상을 확대하고

산업 플랜트, 토목 및 수처리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있습니다.

한화건설
www.hwenc.co.kr

발표한 ‘Global Contractor’에 선정되는
2017년 매출액

등 세계 건설 시장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한화건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

33,272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87개

2017년 자산총액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58,221

사업장에서 7만여 세대를 공급했으며,
101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대덕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대규모

신도시는 한화건설의 대표 프로젝트로

부지조성 공사로 건설사의 새로운 길을

주택 10만 세대와 300여 개의 학교 등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을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신도시 건설공사입니다.

또한 한화건설은 국내 최초의 ‘막여과

이 공사는 국내 건설사의 첫 번째

고도정수처리 기술’과 ‘하수고도처리

신도시 수출로, 세계 신도시 건설의

기술’ 등 친환경 미래 건설 기술로 공간의

자산의 안정적인 수익 확대에 기여하고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한화건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필리핀 아레나 돔 공연장 시공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최신 열병합발전소를 운영, 군산과

한화건설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여수의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 고품질 전기와

대규모 화공 플랜트 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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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도시개발

한화도시개발은 2001년 설립 이후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용인테크노밸리

www.hcd21.co.kr

민간 주도 첨단 복합산업단지 개발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 최첨단 융복합

선두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R&D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사업 영역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2020년 사업

복합산업단지 등 부동산 개발 사업

수행한 이후 한화도시개발이 잇달아

완료 예정인 용인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성공적으로 개발한 아산테크노밸리

남부 산업벨트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298만 4,000m2, 300여 개 기업,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2,164

8,000세대 주거단지)와 서산테크노밸리

(164만 3,000m2, 200여 개 기업) 및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산업환경 개선,

2017년 자산총액

경기화성바이오밸리(174만 5,000m ,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여 개 기업)는 모범적인 지역 개발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단위 : 억 원

3,081

(199만 4,000m2, 200여 개 기업,

향후에도 한화도시개발은

6,000세대 주거단지), 김해테크노밸리

시흥자원순환단지 등 산업·복합단지를

2

모델로 평가받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inance
상기 실적은 5개 자회사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금융부문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경기화성바이오밸리는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수도권에 대규모로 조성 중인 첨단 하이테크산업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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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한화생명은 1946년에 설립한 대한민국

고객 생애주기별 차별화 마케팅을

강남 오픈 등 미래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www.hanwhalife.com

최초의 생명보험사로서 설립 이후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관계

토대도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험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관리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콜센터,

해외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여해 왔습니다. 고객중심경영 철학과

고객센터 등 고객 접점 CS 역량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2016년 초 총 자산

강화해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도 더욱

2008년 국내 대형 생보사 중 처음

100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17년

차별화했습니다. 그 결과

진출한 베트남법인은 현지화 전략과

총 자산 110조를 돌파해 업계를 선도하고

‘2017 한국서비스대상’ 생명보험부문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2016년

170,906

있습니다. 외연의 성장과 더불어 내실

종합대상을 8년 연속 수상하며 명예의

흑자 전환에 성공해 국내 보험사 중

또한 확고히 다졌습니다. 2017년 말 자산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최초로 해외 시장 진출 성공 사례를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RBC)은

KSQI 고객센터 8년 연속, 콜센터 7년

기록했습니다. 중국법인인 중한인수는

206.4%를 달성했으며 2018년에는

연속 업계 1위 선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상하이, 장쑤성 등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2017년 자산총액

안정적인 영업기반과 우수한 자산

주관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에 6회

저장성 내 외자사 1위 달성의 기반을

건전성으로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11년

연속 인증 획득, 10주년 공로패 수상 등

마련했습니다. 인도네시아법인은 가치

연속 최고 등급(AAA)을 획득했습니다.

정부 기관과 대외 만족도 조사에서도

중심 원칙에 입각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상장 생명보험회사 최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수익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또한 청소년, 생명, 지역사회, 문화ㆍ환경

운영 중입니다. 향후 캄보디아, 미얀마

각각 A1, A+의 해외 신용등급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등 아시아 국가 위주로 2단계 해외 추가

성과도 거뒀습니다.

다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받고 있는 한화생명은 상품군을 세분화해

가치중심 영업 추진을 통해 보장성·변액

2018년 한화생명은 수익성에 기반한

은퇴자, 유병자 등 다양한 고객 니즈를

보험 판매 확대, 상품 판매 속성 개선,

충족시킨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보험, 대출, 신탁, 펀드, 퇴직연금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1,103,130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1946년 민족자본으로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로부터 ‘A-’, 국내 신용평가사의 보험금

www.hwgeneralins.com

설립한 국내 최초의 손해보험사로서

기기를 활용한 전자서명 시스템을

지급능력 평가에서 ‘AA-’를 획득하는 등

2017년 기준 총 자산 14조 8,840억 원의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으며,

재무건전성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서도

사업 영역

규모를 갖춘 중견 보험사로 성장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 ‘스마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국내 손해보험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인슈’를 고객 관점의 서비스로 리뉴얼해

담보대출, 개인대출

해왔으며 현재 장기, 자동차, 일반보험

설치 고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구성원의 사고방식부터

등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와 선진화된

한화손해보험은 이와 같은 다각적인

조직문화에 이르기까지 혁신의 일상화를

서비스 제도를 갖추고 고객 가치 증대를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국가

통해 조직의 효율과 생산성 증대를

69,262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주관하는 3대 서비스 품질 인증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 전 부문에 걸친

(CCM 인증, 콜센터 서비스 KS 인증,

성과 및 효율지표를 달성함으로써

한화손해보험은 소비자보호헌장을

한국서비스품질 우수 기업 인증)을 모두

‘수익 창출력이 우수한 보험사’로 발전해

선포하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

획득했습니다.

갈 계획입니다.

2017년 자산총액

중심으로 표준화하는 한편 세부 품질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 가치 중심의

사업부문에서는 장기보험 손해율 개선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전략

및 리스크 기반의 관리 시스템 구축, 보상

목표를 서비스 품질 제고에 두고 고객

프로세스의 고도화, 고수익ㆍ고부가가치

편의 향상을 위해 전화 상담의 업무

계약 신장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범위를 대폭 확대, ‘원 콜(One Call),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및 대체투자 등

스톱(One Stop)’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자산운용 전략을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내부 영업 사원

구사해 건실한 재무 성장을 시현했으며

가치중심 영업, 자산운용 고도화 등

지원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등

이에 따라 2016년 국제적 보험회사

상품 수익성 제고에 집중하고 금융

견실한 손익 구조 확보 노력과 함께,

콜센터 기능의 진화를 추진했습니다.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M. Best

보험회사의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글로벌 사업 지속 확장, 핀테크·빅데이터

사용권 제도 도입 이후 총 15개의 배타적

대응하고자 투자자산 다변화와 리스크

기반의 신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 사업

사용권을 보유, 이를 강점으로 업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역량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현장 영업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문은행 K뱅크 사업 참여, 국내 최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젊고 강한 일류

고객 접점의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규모 핀테크 육성센터인 드림플러스 63/

한화생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독창적인 상품 개발로 업계의 주목을

148,840

대한민국 생명보험산업을 선도해 온 한화생명은

한화손해보험은 총 자산 14조 원대의 중견

국내 대형 생보사 최초 온라인 생명보험 ‘온슈어’

보험사로 고객의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를 론칭하는 등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채널

자산운용처의 다변화를 통해 높은 재무건전성과

다각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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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1962년에 출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www.hanwhawm.com

종합 자산관리 기업입니다. 주식, 채권,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실현하여 신뢰받는 금융투자 파트너가

파생상품 등의 중개 및 인수 업무를

대응해 누구나 쉽고 올바른 주식투자가

될 것입니다.

사업 영역

수행하고,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와

가능하도록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증권 중개 및 인수, 자산관리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초보 주식 투자자에게 꼭

차별화된 시스템과 우수한 인적 경쟁력을

필요한 기능과 정보만을 담은 ‘주식투자

2017년 매출액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금융상품과

스타터, STEPS’는 기존 모바일 트레이딩

16,938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신뢰할

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직관적으로 개선한

수 있는 자산관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간편 투자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에게

오고 있습니다.

크게 호응받으며 업그레이드를 지속하고

2017년 자산총액

자본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 성장하기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64,409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1988년에 설립한 한화자산운용은

오랜 기간 쌓아온 운용 노하우와

한화자산운용은 아시아 선도

www.hanwhafund.com

국내외 주식, 채권부터 MMF, 재간접펀드,

시장의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자산운용사로의 도약을 위하여 전략적인

사회간접자본, 파생상품, 부동산, ETF,

한화자산운용의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특별자산, PEF 등에 이르는 다양한

시스템은 ‘2017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범아시아 시장의 자산(Equity) 및 대체

자산운용

상품군을 갖춘 종합자산운용사입니다.

펀드대상’ 해외주식형부문 최우수상

투자(Alternative Investment)를 전담하는

2017년 말 수탁고는 87조 8,063억

(한화중국본토펀드), ‘2017 헤럴드

싱가포르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원으로, 이는 업계 3위의 위상입니다.

펀드대상’ 최우수 해외펀드

및 선진국 자산을 담당할 뉴욕법인을

(한화중국본토펀드), ‘2017 서울경제

인수한 데 이어, 외자독자회사(WFOE)인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과 운용

대한민국 증권대상’ 해외펀드 최우수상

중국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비즈니스 거점

철학을 바탕으로 상품 개발, 리서치,

(한화중국본토펀드), ‘이코노믹리뷰

마련을 통한 글로벌 전략을 수행하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등 각

2017 상반기 최강 금융상품’

있습니다.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전문성과

(한화에너지인프라MLP 펀드),

노하우를 갖췄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2017 아시아펀드대상’ 국내채권형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1,018
2017년 자산총액

위해 ‘소통’과 ‘곱셈경영’이라는 원칙

한화투자증권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하에 직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직의

트렌드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고객신뢰’를 중심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가치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하고자 합니다.

있습니다. IB·Trading·WM(Wealth

또한 ‘고객과 함께 멀리, 행복 더하고

Management)·Wholesale 부문 등 다양한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안정적이고

고객 및 주주, 직원 등 이해관계자와

다각화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반 성장하며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신규 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확대에도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분야별

단위 : 억 원

2,090

수상 등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고객 만족’과 ‘고객 보호’를 원칙으로 한

소신 있는 운용 철학과 새로운 투자 솔루션으로

한화투자증권의 책임경영과 서비스 혁신은 고객이

‘자산운용의 명가’로 평가받는 한화자산운용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증권사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고

‘아시아 최고의 자산운용사’를 목표로 중장기

있습니다.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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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저축은행
www.hanwhasbank.com

1997년에 설립해 2008년 한화그룹에
편입된 한화저축은행은 건실한 우량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어려운

사업 영역

상황 속에서도 전문화된 영업 조직 및

예금, 기업여신, 개인대출 등

심사 기법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뿐만

금융상품

아니라 내실을 도모하여 저축은행 본연의
서민 금융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있습니다.

429

또한 우량한 중소기업의 수익성 있는

2017년 자산총액

확대하여 고객과 사회에 공헌할 수

단위 : 억 원

6,838

사업을 지원하며,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초우량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개발 및 틈새시장 공략을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한 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저축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과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Services & Leisure
서비스ㆍ레저부문

제공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해 나갈
것입니다.
한화호텔&리조트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63시티
한화역사

한화저축은행은 전문화된 영업 조직과 심사 기법,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을 통해 내실 있는 서민 금융
기관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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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호텔&리조트는 1979년에 설립한

아쿠아리움인 63씨월드의 기술과

Hotel 등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국내 최초 콘도미니엄으로, 1986년

노하우를 적용해 제주, 여수, 일산, 서울

랜드마크

한화가 인수한 이후 비약적으로

등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국

레스토랑은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과

사업 영역

성장했습니다. 리조트부문, 호텔부문,

단위 아쿠아리움 벨트(Aquarium Belt)도

더불어, 세계 유수의 요리 대회에서 수상한

리조트, 호텔, 레저, 푸드 서비스

FC(Food Culture)부문에서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호텔 출신 셰프들이 만든 최상의 메뉴를

영위하며 국내 최고 프리미엄 종합

또한 한화호텔&리조트는 전용 마리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저ㆍ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춘 470실 규모의 해양 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www.hwrc.co.kr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10,901
2017년 자산총액
단위 : 억 원

23,650

리조트부문은 12개 직영 리조트와

빌딩에 입점한 7개의 최고급

한화갤러리아는 명품관을 필두로

한화갤러리아는 ‘No. 1 Premium

유통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백화점

하여 각 지점에는 지역의 패션 변화에

Contents Producer’라는 사업 비전 아래

운영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맞춘 브랜드 구성과 고객 니즈에

기존 유통 기업들과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사업 영역

더불어, 온라인몰과 해외 브랜드 직소싱,

부합하는 식문화 콘텐츠 도입을 통해

생산, 전파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백화점, 패션

독점 브랜드 도입 등 연관 사업도 함께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고객 경험을

있습니다. 하이엔드급 브랜드 확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장 차별화, ‘온리(Only) 브랜드’ 추가

이를 통해 각 지점은 지역을 대표하는

확보 등 차별적 콘텐츠 자산을 보유 및

3,706

현재 한화갤러리아는 자회사인

No.1 백화점으로 견고한 입지를 다져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VIP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을 포함,

나갈 것입니다.

및 고객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

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경기지역의 핵심 상권인

또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2017년 자산총액

특히 서울 핵심 상권인 강남에 위치하고

광교에 신규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머스 환경 구축, 신규 성장 동력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은 전 세계 대표

광교 신규점은 한화갤러리아가 축적한

확보를 위한 준비된 투자를 통해 미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입점한 국내 최고

명품관 운영 노하우 및 프리미엄 역량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준의 명품 백화점입니다.

통해 고객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적극

www.hanwhagalleria.co.kr

2017년 매출액

‘한화리조트/거제 벨버디어’를 거제시에

FC부문은 단체급식, 외식 사업, 식자재

건립 중이며, 2018년 오픈 예정입니다.

공급 등 종합 푸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 사업은 30여 년간의

4,8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국내 최대

한화갤러리아는 1976년 설립한

한화갤러리아

단위 : 억 원

서울, 경기, 충청, 경남 지역에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콘도미니엄 체인을 보유하고

호텔부문은 410개의 객실을 갖춘

단체급식 노하우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있으며, 일본 나가사키의 오션팰리스

더 플라자를 세계적인 럭셔리 부티크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역량을

골프클럽&리조트를 운영 중입니다.

호텔로 성장시켰습니다. 서울의 심장부에

갖추고 있습니다. 외식 사업은 복합다중

한국과 일본에 총 126홀의 프리미엄 골프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유니크한

식음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컨세션

코스를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네트워크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2016년 국내 최초로

영역과 품격 높은 웨딩&연회 서비스,

멤버십인 RCI, 동남아지역 호텔 및 리조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럭셔리 라이프

세련되고 차별화된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

명품관 EAST는 변함없이 고유의 가치를

유치하는 한편 향상된 편의 서비스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 라벨

스타일 브랜드 ‘오토그래프 컬렉션’과

차이니즈 비스트로 ‘티원’ 등을 운영하고

제안하는 하이엔드 명품이 입점해 있으며,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컨벤션

등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제휴를 맺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있습니다. 공인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명품관 WEST는 최신 글로벌 트렌드가

센터, 호텔 등 복합 구성 및 공간 연계를

테마파크 분야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제공 중입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및

식품 분석실 및 엄격한 위생 관리 체계와

반영된 패션 상품과 고품격 식문화

통해 경기도의 대표 랜드마크로 탄생할

갖추고 있습니다. 설악 워터피아와 경주

시설 혁신으로 트립어드바이저 ‘2017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우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계획입니다.

뽀로로 아쿠아 빌리지, 제주 테라피센터,

트래블러스 초이스 호텔 어워드’에서

식자재 공급 능력은 업계 최고 수준을

있습니다.

로얄새들 승마클럽, 춘천 제이드가든 등은

Top 25 럭셔리/서비스 호텔부문에

자랑합니다.

관광 및 레저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선정됐으며,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스퀘어는 아쿠아리움과

아트 등

단위 : 억 원

18,465

‘글로벌 트래블러’에서 선정한 Korea

다양한 콘텐츠와 최상의 서비스를

Best Luxury Hotel 3위, ‘인터내셔널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호텔 어워드’의 2017 Large Hotel & City

동해와 설악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한화리조트/

갤러리아 명품관은 해외 명품과 글로벌 패션

설악 쏘라노는 설악 워터피아, 플라자CC 설악 등

트렌드, 고품격 식문화 등 다양한 프리미엄

동해안을 대표하는 레저 명소와 함께 고객에게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편안한 휴식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가치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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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www.hanwhagalleria.co.kr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한화갤러리아의

갤러리아면세점

자회사로 백화점과 면세점 운영 사업을

핵심지역인 여의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15년 12월 오픈 이후 구찌,

은 서울 서남권의
빌딩에 위치하고

생로랑, 스테파노 리치, 샤넬 코스메틱

사업 영역
백화점, 면세점
2017년 매출액
단위 : 억 원

3,307
단위 : 억 원

4,893

부동산 종합 서비스

구성하고 있으며, 아쿠아플라넷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의

건축ㆍ보안 솔루션 분야의 전문성을

(수족관)과

2017년 매출액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했습니다.

단위 : 억 원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임대차

아트 등

빌딩이 자체

보유한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글로벌

관광과 쇼핑의 편의성을 도모했습니다.

프리미엄 명품을 유치하여 지역 시장
갤러리아면세점

은 향후 단체 관광객을

2,333

적극 유치하고 고객을 다변화하여 여의도

2017년 자산총액

더불어 홈리빙 전문관과 공연장, 대규모

관광 명소화 확대를 통해 서울 대표

단위 : 억 원

식당가(Gourmet World) 등 전 가족·전

면세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810

고객 니즈에 맞는 프리미엄 브랜드 추가
마케팅 강화를 통해 향후 ‘지역 1번 점’을

있는 재생에너지 솔루션 및 통합
보안시스템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있으며, 충청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보강, 고객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 제공,

한화에스테이트가 보유하고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는 종합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와

밀집한 둔산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고객의

건물 관리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규모 아파트가

연령층이 쇼핑에서 여가활동까지 즐길 수

또한, 한화63시티는 자회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등 고객이 선호하는 주요 브랜드 매장을

2017년 자산총액

www.63realty.co.kr

한화63시티는 1986년에 설립한

사업 영역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대전광역시 내

점유율 1위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화63시티

마케팅’, 고객 자산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탄탄한 사업

극대화하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부동산 관리

제공합니다. 특히 서울의 랜드마크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빌딩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

한화63시티는 한화에스테이트와 더불어

기계 설비 및 방재, 소방, 통신 시설,

향후 최고의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미화, 보안 등 부동산 관리에 요구되는

끊임없이 혁신하여 국내 1위 부동산 종합

종합적인 경쟁력을 축적했으며, 건축물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완공 검사에서 시설물 안전 진단, 소방
시설 정밀기능 점검, 인테리어 공사에

한화63시티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이르기까지 종합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넘는 전국 메이저 백화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아면세점

은 서울과 한강의 상징인

빌딩 내에 위치, 관광·쇼핑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화63시티는 초고층 건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에너지, 기계 설비, 소방
분야를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 노하우를
제공하고 고객의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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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역사
www.hwsd.co.kr

한화역사는 역사 개발 및 운영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전문 기업으로서
1987년 설립했으며 복합 상업 시설과

사업 영역

민자역사가 융합된 선진형 유통ㆍ레저

민자역사 개발, 부동산 관리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중심지인 서울역과 동북부 요충지인

2017년 매출액

청량리역에 역사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단위 : 억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633
2017년 자산총액
단위 : 억 원

4,158

한화역사는 향후 사업성 평가 및 개발

콘셉트 수립 등의 사업 기획 역량을
비롯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임대 마케팅,
공사 관리 및 운영ㆍ관리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복합
상업 시설 개발 및 운영 전문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7만 7,793m2의
청량리역사는 서울 동북부의 중심에 위치하며,
역사 내 백화점, 할인점, 영화관, 식음 시설 등은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 상권으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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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
- 태양광 나눔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태양광 에너지의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한 기후변화 방지 활동부터 사회복지시설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체험교육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에너지 혁명에

사회공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과 재원을 바탕으로 고객과 시민의 컬러풀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합니다. 고객 사랑과 한화인의 재능이 함께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현대인들의

- 문화예술ㆍ스포츠

꿈과 희망, 열정을 응원합니다.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 서울세계불꽃축제 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작

다보스 콩그레스센터 지붕(1,000m2)에 설치된 한화의 태양광 모듈

서울세계불꽃축제

총 640장에 달하는 규모로, 이를 통해 연간 2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 해피선샤인 캠페인

해피선샤인 캠페인

한화 태양의 숲

다보스포럼 친환경화 기여

•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

문화예술 지원

예술의전당이 개최한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현대인들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꿈과 열정을

• 한화ㆍ희망공정 해피선샤인

한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과

한화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한화는 전 세계 정ㆍ재계 리더들이 모여

• 한화 팝&클래식 여행

한화는 문화소외계층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에서는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찾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 한화 태양의 숲

품질을 바탕으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공식 애플리케이션인 ‘트리플래닛’과 협력하여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

• 한화클래식

다양한 문화 나눔을 실천해 사회 문화복지에

• 다보스포럼 태양광 모듈 기증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시설에

‘한화 태양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이용자들이

(다보스포럼) 회의장에 태양광 모듈을 기증하여

•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후원하고

불꽃축제, 불꽃로드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트폰에서 가상나무를 심으면 이와 비례해

다보스포럼의 친환경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화 불꽃로드 캠페인

있는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는 국내 최대

한화가 개최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해피선샤인 캠페인’과 중국 빈곤지역

한화가 직접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으로

한화큐셀이 다보스 시에 기증한 태양광 모듈은

• 한화이글스

클래식 음악 축제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한화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연화 기술을 가진

스포츠단 운영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하는

총 7개의 ‘한화 태양의 숲’이 한국, 중국,

총 340kW의 규모로 연간 20톤에 이르는

• 한화큐셀골프단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기업들이 참여하여 매년 가을, 한강의 밤하늘을

한화는 스포츠를 통해 이웃에게 즐거운 삶의

‘한화ㆍ희망공정 해피선샤인’이 대표적입니다.

몽골에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은 나무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최하는 ‘한화 팝&클래식 여행’, 2013년부터

수놓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

에너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총 50만여 그루, 그 면적은 133만m2에

시작한 고품격 클래식 공연 ‘한화클래식’ 등은

첫 개최 이후 ‘불꽃을 통한 희망 나눔’이라는

1986년 한화이글스를 창단해 국민의 큰 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친환경 에너지의

달합니다. 특히 중국 내 3곳의 숲은 한화가

한화만의 차별화된 메세나 활동입니다.

슬로건으로 매년 100만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속에서 프로야구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과 태양광 발전 원리에 대한 인식

기증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해 키운 묘목을

한화는 클래식의 대중화 및 국내 문화예술

감동, 희망을 전하며 한국의 대표 문화축제로

2011년에는 한화큐셀골프단을 창단하고 국내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활용했으며, ‘한화 태양의 숲’ 은 태양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과

자리 잡았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여유가 없는

최고 대회인 ‘한화클래식’을 매년 개최하는 등

에너지가 사막화 방지에 활용된 최초 사례로서

2011년 한국메세나협회가 주최하는 		

국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한화 불꽃로드

국내 골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UNCCD 총회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메세나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2014년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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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만의 특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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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 인재육성ㆍ자원봉사

환경안전경영

한화는 지난 2007년 창립 55주년을 맞아 한화사회봉사단을 창단한 이래 계열사별로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환경안전 문화를 조성하여 변화하는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화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후원하는 인재육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경영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사업은 창업 이래 한화가 집중해 온 활동입니다.

저탄소형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 ‘융합과학 탐구캠프’

태양광 기업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한화큐셀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와 함께 과학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기업 중 최초로 국제규격(ISO 14067)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
글로벌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 북일학원

미래 인재육성

아동들의 예술적 기량 향상과 창의성 개발을

임직원 자원봉사

•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한화는 우수 인재의 육성이 곧 사회에 공헌하는

지원하는 ‘한화예술더하기’는 그룹 임직원이

한화는 임직원이 함께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

길이라 여기며 창립 초기부터 명문 사학인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

• 한화예술더하기

북일학원을 설립하는 등 인재육성에 적극 힘써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드림플러스

왔습니다.

• 창립기념 릴레이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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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사용량 5만TOE

환경안전경영시스템 운영

기후변화 대응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안전문화 구축

한화는 1991년 국내 기업 최초로 그룹

한화솔라원 (現 한화큐셀)은 전 세계 태양광

한화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 에너지 비용 324억 원 절감

차원의 ‘ECO-2000운동’을 실행하고 2000년

기업 중 최초로 2014년 국제규격(ISO 14067)

구축,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은 한화의 전 사업장이 함께하는 ‘그룹

• 온실가스 17만 톤 감축

환경ㆍ안전ㆍ보건 가치를 핵심 경영이념으로

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경영에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복지 기관의 		

공통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2003년 도입

• 용ㆍ폐수, 폐기물 119만 톤 감축

적용한 환경안전보건방침(ECO-YHES)을 새롭게

있어서 글로벌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사업장 등의 임원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00여 어린이들에게 미술, 음악, 무용 등을

이후 공부방 지원사업, 장애ㆍ비장애 통합

• 한화토탈 ISRS 8등급 획득

선포했습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ㆍ에너지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안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는 우수한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미래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프로그램, 아동ㆍ청소년 예술 교육 등을 진행해

생산성, *LTIR을 비롯한 각종 환경ㆍ안전 성과

전 세계 사업장이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그룹 환경연구소, 각 계열사 본사 및 사업장 간

노벨상 후보를 육성하는 고등학생 과학

2015년부터는 가야금, 사물놀이 등 전통

오고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연도별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동참하고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교차

경진대회로 국가의 우수 과학인재 발굴 및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별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학습형

KPI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7만 톤(소나무 3,400만

확인을 통해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교육기부 활동 및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 지원

그루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이상의 온실가스

절대안전수칙 시행 등 엄격한 안전 규정을

2016년부터는 카이스트와 함께 대전지역

육성하는 ‘드림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룹

배출 감축 성과를 올렸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지표(Leading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 육성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창립일을 기념하는 10월에는 모든 계열사가 각

Indicator) 관리를 통해 사고예방 활동에 적극

프로그램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미래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 나서는 릴레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합니다.

(Ton of Oil Equivalent) 감축

* LTIR(Loss Time Injury Rate)
20만 근로시간당 산재 및 경상해
사고 발생 건수

111

상생경영

인재경영

협력업체는 가족이며 동반자라는 철학을 실천합니다. 중소 협력업체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성장과 자립 기반 확립에 한화가 함께합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현실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혁신하는 미래지향적
조직문화를 추구합니다. 전 세계 우수 인력 고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시대의 열정을 잃지 않는
‘젊은 한화’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구축

글로벌 인재들이 함께 성장하는 한화

한화는 충청남도와 함께 홍성군 죽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국내외 사업장의 다양한 인재들이 ‘젊은 한화’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공동 성장을 위한 약속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사회 성장 지원

• Global Talent Program

한화그룹의 인재상

해외파견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Global Talent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혁신

• 상생펀드 조성

한화는 2009년 이후 매년 약 1,500여 개의

‘신용과 의리’의 한화정신으로 협력업체와의

한화는 농어촌 지역의 숨은 명품을 발굴해

• 해외 연수 프로그램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Program’ 제도와 사원/대리급 우수 인재를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지원하기

• 동반성장 사모펀드 조성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별로 협력사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 핵심 인재 프로그램

통해 최고를 추구하는 도전적인 인재’, ‘회사,

해외 전략지역에 파견하여 해외 사업을 주도할

위해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전사적으로

• 협력사 간담회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및 동반성장협의회 등을 정례화하는

제공, 농어민 소득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

고객, 동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전문가로 양성하는 ‘지역전문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별 근무 환경에

• 에너지 자립섬 조성

한화의 발전에 조력해 온 공로자로서

한편 사업 공동 참여, 기술ㆍ정보 교류, 계약

또한 태양광 연계 ESS(Energy Storage

• 안식월

큰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인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걸맞은 지원 제도를 확립해 일하기 좋은 기업,

협력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행보증 면제 등 협력업체와 ‘함께 멀리’

System) 기술을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 유연근무제와 정시 퇴근

그리고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고위임원을 양성하는 ‘핵심 인재 프로그램’은

가족 친화 기업, 고용 평등 기업 등의 대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의된 이

라는 철학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홍성군 죽도를

• Job Market

공정하게 행동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한화의 성장과 미래를 견인할 제도로 주목받고

인증을 다수 수상했습니다. 2016년 창립

협약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공정거래

협력업체가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에너지 자립섬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사회의

노력합니다. 또한 직급 및 직무별 체계적이고

있습니다. 핵심 인재와 CEO 후보군에게는 해외

64주년을 맞은 한화는 ‘젊은 한화’를 선언하고

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들의 근원적 경쟁력

있는 산업별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관광 자원 활성화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글로벌

및 국내 유수 대학의 MBAㆍEMBA 과정,

승진 시 1개월 안식월 부여, 유연근무제 시행,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 컨설팅, 장비 구입 지원, 안전 관리 및

기여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Sloan Fellows Program, 이공계 석ㆍ박사

경력 관리 지원을 위한 ‘Job Market’ 도입,

또한 매년 약 1,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공정ㆍ환경ㆍ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정 등 한화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정시 퇴근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및 약 2,0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사모펀드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으로 협력사의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

위한 해외 및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조직문화 혁신을 단행, 글로벌 선진 기업에

(PEF)를 조성, 운영해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 및 자기계발 의지가 뛰어난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걸맞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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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을 선발하여 글로벌 사업수행 역량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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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AMERICAS

EUROPE & AFRICA

CHINA

ASIA, MIDDLE EAST & OCEANIA

Brazil Hanwha Techwin (영상보안 장비 판매 및 마케팅)
Canada Hanwha Q CELLS (판매 및 마케팅)
Canada Hanwha Canada Development (태양광 사업 관리)
Chile Hanwha Q CELLS (솔라 다운스트림)
Mexico Hanwha Advanced Materials (경량복합 부품 생산)
USA Hanwha International (무역)
USA Eagle Petroleum (유전 개발)
USA Hanwha TechM (파워트레인 제조 설비)
USA Universal Bearings (베어링 생산)
USA Hanwha Machinery America (공작기계 판매)
USA Hanwha Techwin (영상보안 장비 판매 및 마케팅)
USA Hanwha Power Systems (에너지장비 판매 및 연구개발)
USA Hanwha Azdel (경량복합 소재 생산)
USA Hanwha Advanced Materials (경량복합 소재 및 부품 생산)
USA Hanwha America Development (부동산 개발)
USA Hanwha Q CELLS USA (EPC)
USA Hanwha Q CELLS America (판매 및 마케팅)
USA 174 Power Global Corporation (판매 및 마케팅)
USA Hanwha Life Investment (투자)

Czech Republic Hanwha Advanced Materials

Beijing Hanwha China (그룹사 중국 진출 지원)

(경량복합 소재 및 부품 생산)
France Hanwha Q CELLS (판매 및 마케팅)
Germany Hanwha Europe (무역)
Germany Hanwha TechM (공작기계 판매)
Germany Hanwha
Petrochemical (판매)
Germany Hanwha Advanced Materials (경량복합 부품 생산)
Germany Hanwha Q CELLS GmbH (연구개발)
Germany Hanwha Q CELLS Berlin (판매 및 마케팅, EPC)
Italy Hanwha Power Systems (에너지장비 판매 및 마케팅)
Italy Hanwha Q CELLS (판매 및 마케팅)
Russia Hanwha Power Systems (에너지장비 판매)
Turkey Hanwha Q CELLS (판매 및 마케팅, EPC)
UK Hanwha Techwin (영상보안 장비 판매 및 마케팅)
UK Hanwha Q CELLS (판매 및 마케팅)

Beijing Hanwha Advanced Materials (경량복합 소재 및 부품 생산)
Chongqing Hanwha Advanced Materials

Australia Hanwha Q CELLS (판매 및 마케팅, EPC)
India Hanwha International (무역)
India Hanwha Chemical (판매)
India Hanwha Q CELLS (판매 및 마케팅)
Indonesia Hanwha Life (생명보험)
Japan Hanwha Q CELLS (판매 및 마케팅)
Japan Acropark Golf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
Malaysia Hanwha Chemical (판매 및 마케팅)
Malaysia Hanwha Q CELLS (태양광 셀, 모듈 생산, 연구개발)
Saudi Arabia Hanwha Saudi Contracting (사우디 사업지원)
UAE Hanwha Techwin (영상보안 장비 판매 및 마케팅)
UAE Hanwha Power Systems (에너지장비 판매 및 서비스)
Vietnam Hanwha Techwin (영상보안 장비 생산)
Vietnam Hanwha Life (생명보험)

(경량복합 부품 생산)
Beijing Hanwha Q CELLS (판매 및 마케팅)
Dongguan Hanwha
Engineering Plastic (폴리프로필렌 생산)
Hangzhzou Sino-Korea Life (생명보험)
Hong Kong Hanwha Corporation (무역)
Lianyungang Hanwha Q CELLS Technology (태양광 잉곳, 생산)
Ningbo Hanwha Chemical (PVC 생산)
Qidong Hanwha Q CELLS (태양광 셀, 모듈 생산, 연구개발)
Shanghai Hanwha International (무역)
Shanghai Hanwha Power Systems (에너지장비 판매 및 마케팅)
Shanghai Hanwha Chemical (무역)
Shanghai Hanwha
Petrochemical Trading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판매)
Shanghai Hanwha Advanced Materials (경량복합 소재 및 부품 생산)
Shanghai Hanwha Q CELLS (판매 및 마케팅)
Suzhou Hanwha TechM (공작기계 및 파워트레인 제조 설비)
Tianjin Hanwha Techwin (영상보안 장비 생산 및 판매)

• Bakersfield

• Monterrey

• Aix-en-Provence

• Moscow

• Cyberjaya

• Bremen

• Santiago

• Athens

• Stuttgart

• Ho Chi Minh

•Chongqing
Beijing
•Guangzhou
Chongqing

• Seoul

70개의 국내 계열사와 325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한화는 급변하는

• Cerritos

• São Paulo

• Warsaw

• Jakarta

•Dongguan
Dongguan

• Tokyo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앞서 대응하고

• Chicago

• Berlin

• Kuala Lumpur

•Shenzhen
Guangzhou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 Forest

• Bitterfeld-Wolfen

• Al Khobar

• Manila

•Beijing
Hangzhou

• Perth

• Franklin

• Bolzano

• Almaty

• Muara Teweh

•Tianjin
Hong Kong

• Sydney

• Hawaii

• Budapest

• Baghdad

• Mumbai

•Lianyungang
Lianyungang

글로벌 사업 확장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고객들에게 더 나은 기술과 제품,

• Irvine

• Chertsey

• Bismayah City

• New Delhi

•Hangzhou
Ningb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 Monroe

• Dietfurt

• Doha

• Samut Prakan

•Suzhou
Quidong

노력하겠습니다.

• New York

• Eschborn

• Dubai

• Singapore

•Ningbo
Shanghai

• Opelika

• Frýdek-Místek

• Kuwait City

• Taipei

• Pontiac

• Istanbul

• Tehran

• Shenzhen
•Shanghai
Tianjin

• Saipan

• London

• Modi’inMaccabim-Re’ut

• Yangon

•Qidong
Zhangjiagang

* 2017년 12월 말 기준

• Shelby

• Nagasaki

• Bangkok

• Teaneck

• Johannesburg

• London

• Nairobi

•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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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금융

서비스ㆍ레 저

CHINA

Hanwha Techwin (Tianjin)
Co., Ltd.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8층

한화생명보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www.hwrc.co.kr

Hanwha China

www.hanwhalife.com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Tel 82.2.6050.2400
Fax 82.2.6050.0888

Tel 82.2.789.6114
Fax 82.2.784.7217

Tel 82.1588.2299
Fax 82.2.789.5484

No. 11 Weiliu Road, Microelectronic Industrial Park, Jingang
Road, Tianjin 300385, China
Tel 86.22.2388.7788 (8700)
Fax 86.22.2388.7788 (8505)

Tel 82.2.729.1881
Fax 82.2.752.3475

한화첨단소재

한화손해보험㈜

㈜한화갤러리아

www.hwam.co.kr

www.hwgeneralins.com

www.hanwhagalleria.co.kr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79-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금융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Tel 82.44.279.8400
Fax 82.44.279.8809

Tel 82.1566.8000
Fax 82.2.316.8443

한화큐셀㈜

한화투자증권㈜

www.hanwhagalleria.co.kr

한화디펜스㈜

www.hanwha-qcells.com

www.hanwhawm.com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1

www.hanwha-defense.co.kr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금융센터

Tel 82.42.480.5000
Fax 82.42.480.5544

Tel 82.2.3772.7000
Fax 82.2.3772.7099

㈜한화63시티

제 조ㆍ건 설
㈜한화

www.hanwhacorp.co.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www.hanwhaaerospace.co.kr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Tel 055.260.2114
Fax 055.260.223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96 한화빌딩

Tel. 82.2.729.5500
Fax. 82.2.729.5820

www.yncc.co.kr

Tel 82.2.410.7114
Fax 82.2.414.0025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Tel 82.2.729.2336
Fax 82.2.729.3313

www.63realty.co.kr

한화에너지㈜
한화시스템㈜

hec.hanwha.co.kr

한화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www.hanwhasystems.com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www.hanwhafund.com

Tel 82.2.789.6363
Fax 82.2.789.5678

Tel 82.2.729.3030
Fax 82.2.729.4800

Tel 82.44.850.3500
Fax 82.44.850.3599

Tel 82.2.6950.0000
Fax 82.2.6950.0009

한화테크윈㈜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한화역사㈜

www.hwsd.co.kr
㈜한화건설

㈜한화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05

www.hwenc.co.kr

www.hanwhasbank.com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9

Tel 82.2.390.4000
Fax 82.2.390.4004

Tel 82.32.657.5000
Fax 82.32.666.9970

㈜한화이글스

Tel 82.2.2055.6000
Fax 82.2.2055.5770

한화정밀기계㈜

www.hanwhaprecisionmachinery.co.kr

㈜한화도시개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9번길 6

www.hcd21.co.kr

Tel 82.70.7147.8701
Fax 82.31.8018.372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15층

한화파워시스템㈜

www.hanwhapowersystems.co.kr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Tel 82.70.7147.8000
Fax 82.31.8018.3881
한화케미칼㈜

hcc.hanwha.co.kr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Tel 82.2.729.2700
Fax 82.2.729.2999

Tel 82.31.8014.7000
Fax 82.31.8014.7009

Unit 2201, 22/F, Golden Centre
188 Des Voeux Road Central
Hong Kong
Tel 852. 2169.0617
Fax 852.2529.4678

200233 20/F, New Caohejing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A
No391, Guiping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427.1155
Fax 86.21.5423.5122

Hanwha International
(Shanghai) Co., Ltd.

Hanwha Chemical
(Shanghai) Co., Ltd.

Hanwha (H.K.) Co., Ltd.

21F, New Caohejing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A, No. 391 Guiping
Road, Shanghai, 200233, China
Tel 86.21.5401.6089
Fax 86.21.3209.2312

www.hanwhaeagles.co.kr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종합운동장 내 한화이글스 사무실)

Tel 82.42.630.8200
Fax 82.42.632.2929
학교법인 북일학원

www.bugil.hs.kr

Shanghai Representative Office
21F, New Caohejing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A, No. 391 Guiping
Road, Shanghai, 200233, China
Tel : 86.21.5401.6089
Hanwha TechM (Suzhou)
Co., Ltd.

North Side of Sigang Segment
Zhangyang Road, Zhangjiagang
Economic and Technology
Development Zone, Zhangjiagang
Jiangsu 215600, China
Tel 86.512.8959.8910
Fax 86.512.8959.836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산11-1

Tel 82.41.520.8866
Fax 82.41.520.8889

Hanwha Corporation

Beijing Representative Office
27F, Taikang Financial Tower
No. 38 Yard East 3rd Ring North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6, China
Tel 86.10.6583.7971
Fax 86.10.6583.7999
Hanwha Corporation

한화종합화학㈜

hgc.hanwha.com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71

Tel 82.52.278.6000
Fax 82.52.278.6340
한화토탈㈜

www.hanwha-total.com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Tel 82.41.660.6114
Fax 82.41.681.4812

Hanwha Power Systems
(Shanghai) Co., Ltd.

RM 2106, New Caohejing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A
No. 391, Guiping Road, Xuhui
District, Shanghai 200233, China
Tel 86.21.6278.5556
Fax 86.21.6278.8728

Guangzhou Representative
Office
Fortune Plaza, West Tower
RM 1903 #114-118
Tiyudong Road, Guangzhou, China
Tel 86.20.3893.1567
Fax 86.20.3893.2760

Hanwha Chemical
(Ningbo) Co., Ltd.

No. 55, Huandao North Road
Daxie Development Zone
Ningbo, Zhejiang 315812, China
Tel 86.574.8677.8013
Fax 86.574.8675.1067
Hanwha Chemical
Corporation

Beijing Representative Office
27F, Taikang Financial Tower
No.38 Yard East 3rd Ring North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10.6583.7973
Fax 86.10.6583.7999
Hanwha Chemical
Corporation

Shanghai Representative Office
RM 2106, New Caohejing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A
No. 391, Guiping Road, Xuhui
District, Shanghai, 200233, China
Tel 86.21.6278.5556
Fax 86.21.6278.8728

Hanwha Q CELLS
(Shanghai) Co., Ltd.

RM 812, Taikang Financial Tower
38# Yard East 3rd ring North Road
Chaoyang, Beijing 100026, China
Tel 86.10.8587.9660
Fax 86.10.8587.9600

RM 207-210, Techwork, No. 2889
Jinke Road, Pudong New Area
Shanghai, 201206, China
Tel 86.21.6858.7519
Fax 86.21.6858.7520

Hanwha
Petrochemical
Trading (Shanghai)

Hanwha Q CELLS
(Qidong) Co., Ltd.

Room 1701, Tower A, Dawning
Centre, No.500 HongBaoShi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1103, China
Tel 86.21.3209.8060
Fax 86.21.3252.2286

888 Linyang Road, Qidong
Jiangsu 226200, China
Tel 86.513.8360.6222
Fax 86.513.8360.6376

Hanwha
Petrochemical
Trading (Shenzhen)

66 Dapu Road
Lianyungang ECO & TECH.
Development Zone, Lianyungang
Jiangsu 222069, China
Tel 86.518.8115.1111
Fax 86.518.8115.1211

RM 2304, Excellence
Time Square Building
No. 4068 Yitian Road
Futian, Shenzhen 518048, China
Tel 86.755.2399.6516
Fax 86.755.2399.6510

Hanwha (H.K.) Co., Ltd.

www.hanwhatechwin.co.kr
Tel 82.2.729.2900
Fax 82.2.729.2904

27F Taikang Finacial Tower
No.38 Yard East 3rd Ring North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6, China
Tel 86.10.6583.7777
Fax 86.10.6517.7919

Hanwha
Petrochemical
Trading (Beijing)

Hanwha
Advanced Materials
(Beijing) Co., Ltd.

Zhongguancun Science Park
(East Sector), Changping Zone
4 Lixiang Road
Beijing 102200, China
Tel 86.10.6073.5435
Fax 86.10.6073.5459
Hanwha
Advanced Materials
(Shanghai) Co., Ltd.

Jiading Industrial Zone
1201 Xingrong Road
Shanghai 201807, China
Tel 86.21.3996.3996
Fax 86.21.3996.3911, 3922
Hanwha
Advanced Materials
(Chongqing) Co., Ltd.

19 YingLong Road, Longxing Town,
Yubei District, Chongqing, China
Tel 86.023.8856.7758

Hanwha Q CELLS
Technology Co., Ltd.

Sino-Korea Life
Insurance Co., Ltd.
24F, TowerA UDC Building
8 Xin Ye Road, QianJiang CBD
Hangzhou 310016, China
Tel 86.571.8583.7888
Fax 86.571.8583.8999
Hanwha Life

(A Liaison Office in
Hong Kong)
Unit 2709, 27F, The Center
99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Tel 852.2169.0612
Fax 852.2529.4698
Hanwha Life

Beijing Representative Office
27F Taikang Finacial Tower
No.38 Yard East 3rd Ring North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6, China
Tel 86.10.6583.7900
Fax 86.10.6583.7925

Hanwha Chemical
Corporation

Guangzhou Representative
Office
RM 1905, West Tower
Fortune Plaza No. 116-118
Tiyudong Road, Guangzhou, China
Tel 86.20.3893.1553
Fax 86.20.3893.1546
Dongguan Hanwha
Engineering Plastic

HuPan Park, Matigang Village
DaLingShan Town, Dongguan City
Guangdong 523000, China
Tel 86.769.8278.1999
Fax 86.769.8278.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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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A PA N

SOUTHEAST ASIA &
MIDDLE EAST

Hanwha Chemical
Corporation

Tokyo Office
9F, Hanwha Building, 10-1
Shiba 4-chome Minato-ku
Tokyo 108-0014, Japan
Tel 81.3.5441.5976
Hanwha

Hanwha International (S)
Pte. Ltd.

4 Shenton Way
#15-05/06 SGX 2 Center
Singapore 068807
Tel 65.6227.2754
Fax 65.6227.9337

Petrochemical

Japan Branch
1F, Hanwha Building, 10-1
Shiba-4Chome, Minato-ku, Tokyo
108-0014, Japan
Tel 81.3.6369.6067
Fax 81.3.6369.6066
Hanwha Q CELLS Japan
Co., Ltd.

8F, Hanwha Building, 10-1
Shiba 4-chome, Minato-ku
Tokyo 108, Japan
Tel 81.3.5441.5900
Fax 81.3.5441.5921
Hanwha Life

Tokyo Representative Office
9F, Hanwha Building 10-1
Shiba 4-chome, Minato-ku
Tokyo 108-0014, Japan
Tel 81.3.5441.5906
Fax 81.3.5441.5921
Acropark Golf Corp.
Tonegou 95, Kinkaitso, Nagasakisi
Nagasakiken, Japan
Tel 81.95.884.3737
Fax 81.95.884.2535

Hanwha Mining Services
Singapore Pte. Ltd.

8 Cross St. #10-00 65
PWC Building, Singapore
Tel 65.8332.4313
Hanwha International
India Pvt. Ltd.

No. 35, 3F, Maker Chamber III
Nariman Point, Mumbai 400 021
India
Tel 91.22.2204.3718
Fax 91.22.2204.0281
NBL (PT. NANTOY BARA LESTARI)
Jl.Semoga Indah No. 69 RT. 14RW.
04 Kelurahan, Lanjas Muara Teweh
Indonesia
Tel 62.21.6288585
PT. Hanwha Mining Services
Indonesia

Citicon Tower JI. Letjen S Parman
Kav. 72, 11F, Unite F2 RT.RW. Subdistrict of Slipi District of Palmerah
West Jakarta DKI Jakarta Raya
11410 Indonesia
Tel 62.21.2930.8840
Hanwha Corporation

Taiwan Branch
8F-4, 207, Tun-Hwan Road
Taipei, Taiwan
Tel 886.22.547.3355
Fax 886.22.546.9955
Hanwha Corporation

Yangon Representative Office
No.33 (A), Pyay road, 7 mile
Mayangone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01.664.335
Hanwha Corporation

Jakarta Representative Office
S. Widjojo Building, 9F
J.L. Jend. Sudirman 71
Jakarta 12190, Indonesia
Tel 62.21.520.5815
Fax 62.21.520.5810
Hanwha Corporation

Ho Chi Minh
Representative Office
Unit 704 , 7F Sailing Tower, 111A
Pasteur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822.7301
Fax 84.8.382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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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Corporation

Manila Representative Office
7th Ave., Corner 32nd St.
Fort Bonifacio, Global city
Taguing, Philippines
Tel 63.2.812.1366
Fax 63.2.946.2837
S&P World Networks DMCC
2408, JBC5, Jumeirah Lakes Towers
Dubai, UAE
Tel 82.2.729.3492

Hanwha Power Systems
Service Middle East LLC

P.O.Box 2621, 5th Floor Guardian
Towers, Danet Abu Dhabi, U.A.E
Tel 971.4.447.8610
Fax 971.4.447.8666
Hanwha Chemical
Malaysia Sdn. Bhd.

22.04 Level 22 Menara Citibank
165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2161.8001

Hanwha Corporation

Almaty Representative Office
Nurly Tau Business Center 4A, 10F
RM 48, 7 Alfarabi Prospect Almaty
050059, Republic of Kazakhstan
Tel 7.727.311.0273, 0274
Fax 7.727.311.0275
Hanwha Corporation

Tehran Representative Office
No.4, 4th floor, Sayeh Building
Opposite Mellat Park Vali e Asr Ave.
Tehran-Iran
Tel 98.21.2265.8780
Hanwha Techwin

Singapore Branch
4 Shenton Way #15-06
SGX Centre 2, 068807, Singapore
Tel 65.6221.7512
Fax 65.6227.9337
P&W NGPF Manufacturing
Company Singapore Pte Ltd.
51 Seletar Aerospace View
797506, Singapore
Tel 65.6461.9700
Fax 65.6461.9705
Hanwha Techwin 		

Middle East FZE.
JAFZA View LOB 18, 20th Floor
Jebel Ali Free Zone, Dubai
United Arab Emirates
Tel 971.4.447.8601
Fax 971.4.447.8666
Hanwha Techwin

Dubai Branch
P.O.Box 121151
8F, RM 805
Arenco Tower, Media City
Dubai, U.A.E
Tel 971.4.447.8602 (Security)
Tel 971.4.447.8610
(Energy equipment)
Fax 971.4.447.8666
Hanwha Techwin

QFC Branch
1046, Shoumouch Towers
10th floor, Tower B, C-Ring Road
Al SADD, Doha, Qatar
Tel 974.4007.5130
Fax 974.4007.5001

Hanwha Chemical
(Thailand) Co., Ltd.

Hanwha Q CELLS Corp.

New Delhi Liaison Office
Office No. 434, Level 4, Rectangle 1
Commercial complex D.4
Saket, New Delhi, India 110017
Tel 91.11.6654.4759
Fax 91.11.6654.4052
Hanwha E&C

Kuwait Representative Office
23F, Al-Madeena 2
Plot 42, Block 11
Fahed Al-Salem Street, Qibla
Kuwait City, Kuwait
Tel : 82.2.729.2477

www.hanwhath.com
377 Moo 17, Bangna-Trad Road
Bangsaothong, Bangsaothong
Samut Prakan 10540, Thailand
Tel 66.2.315.3204
Fax 66.2.315.3591

Hanwha E&C

Hanwha Chemical
India Pvt. Ltd

Tawasul Al-Ezdihar Co.,Ltd.
Bismayah New City
Project Site, Tawasul Al-Ezdihar
Office, Iraq
Tel 82.2.729.3038

Unit No.105 - 106, Rectangle 1
D-4, Disticrt Centre, Saket
New Delhi-110017, India
Tel 91.11.4308.5500
Hanwha

Petrochemical

Singapore Branch
048581 16 Raffles Quay
#14-03A Hong Leong Building
Singapore
Tel 65.6223.5288
Fax 65.6223.1828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Lot 1, Jalan SP 2, Seksyen 2
Selangor Science Park 2, Cyberjaya
Selangor 63300, Malaysia
Tel 60.3.83.15.00.00
Fax 60.3.83.20.26.60
Hanwha Q CELLS
Solar Power

Upper Penthouse, Wisma RKT No. 2
Jalan Raja Abdullah
Off Jalan Suitan Ismail 5030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83.15.00.00
Fax 60.3.83.20.26.60
Hanwha Q CELLS
(Thailand) Co., Ltd.

5F, 87 M.Thai Tower All
Seasons Place, Wireless Road
Lumpini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Tel 66.2.6543181
Fax 66.2.6543182
Hanwha Q CELLS GmbH

Representative Office
9 Daphna St. Modiin 71705, Israel
Tel 972 .77.915.9192
Fax 972.8.975.9192

Iraq Representative Office
Harlow Riverside, Villa 775
Street 32, District 925, East Karrada
Baghdad, Iraq
Tel : 82.2.729.4150

Hanwha Saudi
Contracting Co., Ltd.

Delmon Building M Floor
Prince Sultan Road Al-Khobar
Kingdom of Saudi Arabia		
P.O.Box 31156 Al-Khobar 31952
Tel 82.2.729.5824
Hanwha Life Insurance
Vietnam Ltd.

14F, Fideco Tower
81.85 Ham Nghi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4.9100
Fax 84.8.3914.9101
PT. Hanwha Life
Insurance Indonesia

Ratu Plaza, Jl. Jend.
Sudirman Kav. 9
Jakarta Pusat 10270
Indonesia
Tel 62.21.8378.0882
Fax 62.21.8372.0883

AMERICAS &
OCEANIA
Hanwha International LLC

300 Frank W. Burr Blvd.
Suite #52 Teaneck
NJ 07666, USA
Tel 1.609.655.2500(775)
Eagle Petroleum LLC
Triangle Building, Suite 220
5201 California Avenue
Bakersfield, CA 93309, USA
Tel 1.661.873.4688
Hanwha International LLC

LA Office
6000 Phyllis Drive, Cypress
CA 90630, USA
Tel. 1. 562.745.7199
Hanwha International
Peru S.A.C.

Av.Javier Prado Este 560 Off. 2003
San Isidro. Lima-Peru
Tel. 51.637.2390
Hanwha Resources
(Canada) Ltd.

1200 Waterfront Centre
200 Burrard St.
PO Box 48600 Vancouver, Canada
BC V7X 1T2
Hanwha Mining Services
Chile SPA

Cerro El Plomo 5630,
Piso 9 Las Condes
Santiago, Chile
Tel 56.2.2666.4231
Hanwha Mining Services
Australia Pty Ltd.

179 St Georges Terrace Perth
WA 6000, Australia
Tel 61.8.6181.0300
Hanwha
Machinery America Inc.

9750 South Oakwood Park Drive
Franklin, WI 53132, USA
Tel 1.414.421.2300
Hanwha TechM USA LLC

1500 East Highwood, Pontiac
MI 48340, USA
Tel 1.248.588.1242
Fax 1.248.588.1246
Universal Bearings LLC
431 N Birkey St.
Bremen, IN 46506, USA
Tel 1.574.546.2261(265)
Hanwha Techwin America

5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07666, USA
Tel 1.877.213.1222
Fax 1.201.373.0124

Hanwha Techwin
Automation Americas, Inc

Hanwha Q CELLS
Canada Inc.

17835 Sky Park Circle Suite E, Irvine
CA 92614, USA
Tel 1.949.222.2265

2860 Innovation Drive London
Ontario N6M 0C5, Canada
Tel 1.519.457.8325
Fax 1.519.457.9641

Hanwha Techwin Do Brasil

Av. das Nações Unidas
nº 14.401 - 3° Flow - São Paulo – SP
– CEP 04794 – 000
Tel 55.11.98368.3424

Hanwha Q CELLS Chile SPA

Hanwha power systems
Americas Inc.

Hanwha Q CELLS
Australia Pty. Ltd.

11700 Katy Freeway, Suite 650
Houston TX 77079, USA
Tel 1.281.599.3377 ext.220
Fax 1.281.599.7734

Suite 1, Level 1
15 Blue Street, North Sydney
NSW 2060, Australia
Tel 61.2.9016.3033
Fax 61.2.9016.3032

Enrique Foster Sur, 39. Planta 12
Las Condes, Santiago, Chile
Tel 562.2378.7734

Hanwha Azdel Inc.

2000 Enterprise Drive
Forest, VA 24551, USA
Tel 1.434.386.4081
Fax 1.434.385.6532
Hanwha
Advanced Materials
America LLC

4400 Northpark Drive
Opelika, AL 36801, USA
Tel 1.334.741.7725
Fax 1.334.741.7796
• Shelby Plant
925 Washburn Switch Road
Shelby, NC 28150, USA
Tel 1.704.434.2271
Fax 1.704.434.7465
• Monroe Plant
1530 E Front St. Monroe
MI 48161, USA
Tel 1.734.457.5600
Fax 1.734.457.9894
Hanwha
Advanced Materials
Mexico S. De R.L. De C.V.

Prolongación Avenida Tecnológico
#1345 Fraccionamiento Monterrey
Technology Park Ciénega de
Flores, NL. 65550, Mexico
Tel 52.81.5000.9243

Hanwha Q CELLS
Solar Technology Australia
Pty. Ltd.

Suite 1, Level 1
15 Blue Street, North Sydney
NSW 2060, Australia
Tel 61.2.8363.9888
Fax 61.2.8363.9889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225 N. Columbus Drive, Suite 100
Chicago, IL 60610, USA
Tel 1.312.469.8093
Fax 1.312.255.8280
Hanwha Hawaii, LLC

841 Bishop St. Suite 1601
Honolulu, Hawaii, USA
Tel 1.80.469.4875
Hanwha Canada
Development

2860 Innovation Drive London
Ontario, Canada
Hanwha Life Investment
(USA) Ltd.

Suite 2860, 575 Lexington Avenue
New York, NY 10022, USA
Tel 1.201.308.7944
Fax 1.212.308.7502
Hanwha Life

Hanwha Q CELLS
America Inc.

300 Spectrum Center Drive
Suite 1250, Irvine, CA 92618, USA
Tel 1.949.748.5996
Hanwha Q CELLS
USA Corp.

300 Spectrum Center Drive
Suite 1250, Irvine, CA 92618, USA
Tel 1.949.748.5996

New York Representative Office
Suite 2860, 575 Lexington Avenue
New York, NY 10022, USA
Tel 1.212.308.3690
Fax 1.212.308.7502
World Corporation
P.O. Box 500066
Saipan, MP 96950, USA
Tel 1.670.234.5900
Fax 1.670.234.5909

174 Power Global Corporation
300 Spectrum Center Drive
Suite 1250, Irvine, CA 92618, USA
Tel 1.949.748.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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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Hanwha Europe GmbH

www.hanwha.de
Kolner Strabe 10
65760 Eschborn, Germany
Tel 49.0171.791.7364
Hanwha Europe GmbH

Hanwha

Petrochemical

Europe Branch
Kölner Straße 10b, 65760
Eschborn, Germany
Tel 49.6196.779.5217
Hanwha
Advanced Materials
Europe, s.r.o.

Warsaw Representative Office
Curtis Plaza 18 Wolska Str.
02-675, Warsaw, Poland
Tel 48.660.282.940

Priborska 208, 739 42 Frydek
Mistek Chlebovice, Czech Republic
Tel 420.552.304.608
Fax 420.552.304.619

Hanwha Corporation

Hanwha
Advanced Materials
Germany GmbH

Istanbul Representative Office
Maslak Mah. A.O.S 55 Sk.No:2 42
Maslak A Blok D/228 (904)
İstanbul, Turkey
Tel 90.212.481.4271
Fax 90.212.482.7987
Hanwha Europe GmbH

Budapest Representative Office
Dayka Gabor U.3,
Rubin Business Center RM 204
1118, Budapest, Hungary
Tel 36.1.319.3237
Fax 36.1.319.3234
Hanwha Corporation

Athens Representative Office
Rizariou 2A and Mikras Asias 66
Chalandri, Athens 15233, Greece
Tel 30.210.685.8280
Fax 30.210.685.8240
Hanwha Corporation

Moscow Representative Office
Leninsky Prospekt 113 / 1
Park Place Business Center
Office 212D
Moscow 117198, Russia
Tel 7.495.662.3001, 3002
Fax 7.495.662.3003
Hanwha Techwin
Europe Ltd.

Heriot House Heriot Road
Chertsey Surrey
KT16 9DT, UK
Tel 44.0.1932.82.8100
Fax 44.0.1932.82.8101
Hanwha Power Systems

Milan Branch
Via de Vizzi 93/95, Cinisello
Balsamo 20092, Milan, Italy
Tel 39.02.8410.2196
Hanwha Power Systems

Moscow Office
206, 40-4, Bolshaya Ordynka Str.
BC Legion-I, Moscow 119017
Russia
Tel 7.499.750.1733

Hanwha Life Co., Ltd.

6th Floor, City Tower
40 Basinghall St.
London EC2V 5DE, UK
Tel 44.207.826.4021
Fax 44.207.7826.4029

AFRICA
Hanwha Corporation

Nairobi Representative Office
X2, Kamirembe place, Ring Road
Kilimani, Nairobi, Kenya
Tel 254.774.592.169

Industriestraße 27
92345 Dietfurt, Germany
Tel 49.8464.6423.0
Fax 49.8464.6423.44
Hanwha Q CELLS GmbH

www.q-cells.com
Sonnenallee17-21
06766 Bitterfeld-Wolfen, Germany
Tel 49.3493.6699.0
Fax 49.3494.6699.199
Hanwha Q CELLS

Berlin Representative Office
Lorenzweg 5, 12099
Berlin, Germany
Tel 49.3493.6699.0
Fax 49.3494.6699.23000
Hanwha Q CELLS

France Office
Immeuble le CALYPSO
25, Rue de la petite Duranne
13100 AIX EN PROVENCE, France
Tel 33.6.46.88.48.18
Hanwha Q CELLS

UK Office
Level 6, City Tower
40 Basinghall St.
London EC2V 5DE, UK
Tel 44.7717.538494
Hanwha Q CELLS

Italy Office
Via Leonardo Da Vinci 12
39100 Bolzano, Italy
Tel 49.3494.6699.0
Fax 49.3494.6699.199
Hanwha Q CELLS Turkey

www.q-cells.com
Ayazağa Yolu
Eski Büyükdere Cad. No. 7
Giz 2000 Plaza
Maslak - Istanbul, Turkey
Tel 90.(0).212.290.7200
Fax 90.(0).212.29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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