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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첨단소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소재산업의
내일을 선도하며 고객의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기업입니다.

한화첨단소재는 가볍지만 강하고,

역량 있는 소재기업을 찾는 글로벌 리딩기업들의 니즈를

첨단 기능을 갖춘 친환경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전 세계에

이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연구개발 · 생산 ·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첨단소재기업으로서
자동차, IT 기기, 태양광 에너지의
소재 기술 발전을 선도하며,
시장에서 독보적이고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씨앗(Seeds)을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실현해(Materializing) 나갑니다.

We Are
Materializing
Tomorrow
기업과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규정을 적용합니다. 환경 · 안전 및 상생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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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첨단소재 기술기업

매출액

단위: 억 원

통합

한화첨단소재는 자동차소재, 전자소재, 태양광소재 분야에 있어

해외

혁신적인 라인업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포함해 북미, 유럽, 중국 등에

국내

현지 생산 및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0,000
사업영역
한화첨단소재는 더 풍요로운 내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약속합니다.

자동차소재

전자소재

태양광소재

13,000

6,100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 및
성형 부품 사업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등
고기능성 필름 사업

태양광용 고효율
필름소재 사업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

2,200

2005

2010

2015(E)

2020(E)

한화정신인 ‘신용과 의리’는 한화의 경영철학으로, 한화인들이 미래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변함
없는 믿음이며 기업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도전·헌신·정도’의 3대 핵심가치는 비전

2020년까지 3조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중국 등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달성을 위한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한화첨단소재의 지속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을 6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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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솔루션을 창조해
미래 인류의 삶에
더 나은 가치와 더 맑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History & Vision

도전과 혁신의 글로벌 리더
한화첨단소재는 창립 이후 끊임없는 외적 성장과 내적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 핵심 사업인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vision

‘글로벌 첨단소재 기술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중국 등 해외법인을 거점으로

인간과 환경의
가치를 지켜가는
첨단소재 기술기업

글로벌 시장 매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화그룹의 ‘Quality Growth 2020’ 비전 실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동과 창립

성장과 도약

변화와 혁신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1965

1988

2004

2009

한국화성공업 설립
(現 한화첨단소재㈜ 및
한화케미칼㈜)

한양화학㈜,
한국프라스틱공업㈜ 합병

중국 북경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준공

체코 오스트라바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준공

1994

2006

2010

1972

한화종합화학㈜로 사명 변경

미국 앨라바마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준공

태양광소재 사업 시작

2006

터치스크린패널(TSP) 핵심소재
ITO 필름 양산

한국프라스틱공업㈜ 설립

1974
한양화학㈜ 설립

1999
원료부문과 가공부문 분할
(원료부문: 한화석유화학㈜,
가공부문: 한화종합화학㈜)

중국 상해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준공

2007

seeds of tomorrow
Materializing

2013

Catalyst for
Quality

2014

한화종합화학㈜에서
한화L&C로 사명 및 CI 변경

건재 사업부문 매각 후
한화첨단소재로
사명 및 CI 변경

2007

2015

미국 아즈델(Azdel) 인수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
하이코스틱스 인수

고객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rofessional
challenger
Authenticity

‘신용과 의리’의 한화정신을
바탕으로 열정과 헌신의
자세로 고객을 만납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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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최고의 품질, 최상의 솔루션
소재산업의 리더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술 트렌드는 물론 고객의 니즈를 한발 앞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열정과 헌신의 자세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고 품질의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2

자동차소재
automotive MATERIALS BUSINESS

전자소재
electronics MATERIALS BUSINESS

3

태양광소재
solar MATERIALS BUSINESS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 및 성형 부품 사업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등 고기능성 필름 사업

태양광용 고효율 필름소재 사업

한화첨단소재는 1986년 자동차소재 사업에 진출한 이후 차량 내외장재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고강도· 초경

한화첨단소재는 2003년 LinkTron(FCCL) 양산을 시작하며 전자소재

한화첨단소재는 30년 이상의 시트 제조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양광

량 부품소재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GMT, LWRT, EPP, SMC, LFT 등 다양한 자동차용 경량복합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FCCL소재 국산화를 통해 국내

모듈에 사용되는 EvA 시트와 Back 시트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화첨단소재의 StrongLite(GMT)와 SuperLite(LWRT)는

전자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했으며, 자동차 전장용 회로소재로

2010년 태양광산업의 핵심소재인 EvA 시트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입니다. 북미, 유럽, 중국 등에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그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코팅 기술을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외 주요 태양광 모듈 기업들로부터 품질을 인정

자동차 부품 생산 · 공급 업체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반으로 터치스크린 패널 핵심소재인 SenseTron(ITO 필름)을 개발,

받아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되

전자소재 분야 핵심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는 Back 시트는 모듈 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강화한
다양한 구조의 제품을 출시해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StrongLite
GMT І Glass Fiber Mat Reinforced Thermoplastics

SuperLite
LWRT І Lightweight Reinforced Thermoplastics

SenseTron
ITO film І

EVA Sheet

Indium Tim Oxide film

BuffLite
EPP І Expanded Polypropylene

LinkTron
FCCL І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Back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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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첨단소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로서, 고객사들의 부품 표준화 및 글로벌 소싱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앨라바마와 버지니아, 멕시코, 유럽의 체코와 독일, 중국의 북경과 상해 등에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lob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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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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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r,
Closer

한화첨단소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로서, 고객사들의 부품 표준화 및 글로벌 소싱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앨라바마와 버지니아, 멕시코, 유럽의 체코와 독일, 중국의 북경과 상해 등에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lobal network
2015

plan

Seoul
Sejong

Seoul
Eumseong

Daejeon
Germany (HAGE)

Czech (HAEU)

Monroe (HAUS)

Beijing
Beijing (HABJ)
(HABJ)
Chongqing
Chongqing

Shelby (HAUS)
Shanghai (HASH)

Mexico (HAMX)

Forest (AZDEL)

Opelika (HAUS)

India
Brazil
brazil

Han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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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roe
Shelby

Forest

Opelika
Monterrey

AMERICAs
network
한화첨단소재는 2006년 앨라바마에
자동차 부품소재 생산공장을 준공한 이후

2007년 LWRT 분야 세계 1위의 미국 자동차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아즈델(Azdel)사를
인수했으며, 2014년에는 북미지역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미시건주 몬로(Monroe)에
EPP 생산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를 리터당 23km까지
강화하도록 한 새 연비 기준안을 확정, 발표해
차량 경량화 및 친환경화 분야에서 가장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이러한 시장에서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 및
부품 · 성형 기술 확대를 추진,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남미
최대 자동차 생산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15년 멕시코법인을 신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HAUS미국법인
설립 2006년
위치 Opelika, Shelby, Monroe
생산소재 StrongLite(GMT, BuffLite(EPP 등
생산부품 범퍼빔, 좌석 등받이, 언더커버,
배터리 트레이, 시트쿠션 패널 등

AZDEL아즈델법인
설립 1972년2007년 한화첨단소재 인수
위치 Forest
생산소재 SuperLite(LWRT
적용부품 헤드라이너, 도어 트림, 좌석 백커버,
엔진 커버, 트렁크 사이드 트림, 필러 트림 등

HAMX멕시코법인
설립 2015년
위치 Monterrey
생산소재 StrongLite(GMT), SuperLite(LWRT),

BuffLite(EPP) 등
생산부품 범퍼빔, 패키지 트레이, 헤드라이너,
툴케이스 등

HauS(미국법인) StrongLite 생산시설

Han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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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ydek-Mistek

Dietfurt

EUROPE
network
한화첨단소재는 2009년 체코에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최신 생산설비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완성차기업 및
유럽 완성차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독일
자동차 부품 성형기업인 하이코스틱스

(Heycoustics)사를 인수해
한화첨단소재 독일법인을 출범하고
유럽지역 제품 생산, 개발, 영업기반을
확대했습니다.

HauS(미국법인) SuperLite 생산시설

HaEu(유럽법인) 전경

HAEU유럽법인
설립 2009년
위치 Frydek-Mistek
생산소재 StrongLite(GMT, BuffLite(EPP 등
생산부품 범퍼빔, 좌석 등받이, 언더커버,
범퍼충격흡수장치 등

HAGE독일법인
설립 1992년2015년 한화첨단소재 인수

HauS(미국법인) StrongLite 생산라인

위치 Dietfurt
생산부품 휠 아치라이너, 언더바디실드 등

HaGE(독일법인) 생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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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Shanghai

CHINA
network
한화첨단소재는 2004년과 2006년 각각
중국 북경과 상해에 자동차 부품공장을
준공하며 중국 자동차 시장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응해 왔습니다.
중국 생산법인에서는 GMT, EPP,

LWRT, LFT 등 다양한 경량복합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및 글로벌 완성차기업과
중국 로컬 완성차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 외에도 태양광 및
전자소재 판매 사무소를 상해와 심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aSH(상해법인) 전경

HaSH(상해법인) StrongLite 생산라인

HaSH(상해법인) BuffLite 생산시설

HaSH(상해법인) StrongLite 생산시설

HABJ북경법인
설립 2004년
위치 Beijing
생산소재 StrongLite(GMT, BuffLite(EPP 등
생산부품 범퍼빔, 언더커버, 범퍼충격흡수장치 등

HASH상해법인
설립 2006년
위치 Shanghai
생산소재 StrongLiteGMT, BuffLiteEPP 등
생산부품 범퍼빔, 언더커버, 범퍼충격흡수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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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ejong

한국 음성사업장 Sensetron 생산시설
Daejeon

Eumseong

Korea
network
한화첨단소재의 국내 거점은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와 전자소재를
생산하는 세종 본사를 중심으로
전자소재와 태양광소재를 생산하는
음성사업장, 대전 및 조치원에 연구소와
서울에 영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거점은 ‘글로벌 첨단소재
기술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주요 생산기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소재 및 성형사업의
빠른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제품 차별화 및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사를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한국 음성사업장 Eva 시트 생산시설

세종사업장
설립 1966년2014년 본사 세종 이전
생산소재 StrongLite(GMT, LFT, SuperLite(LWRT),

BuffLite(EPP),
LinkTron(FCCL), SMC
생산부품 범퍼빔, 시트프레임, 언더바디실드,
헤드라이너, 툴박스, 에너지옵저버, 배터리케이스,
연성회로기판 등

음성사업장
설립 2010년
생산소재 EVA 시트, Back 시트,

SenseTron(ITO 필름 등

한국 세종사업장 StrongLite 생산라인

Hanwha
Advanced
Materials

23

Materializing
Networks

Research & Development

경량복합소재 분야 주요 연구과제
세계 자동차 경량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혁신
더 가벼워진 자동차, 더 편리해진 IT 기기, 더 효율적인 태양광에너지 등

경량복합소재센터는 자동차 및 산업용
열가소성ㆍ열경화성 복합소재 연구와 더불어
설계 및 개발 분야 신규 아이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 어디에서나 한화첨단소재의 앞선 소재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경량복합소재의 다양화와 성형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및 아이템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코팅 기술 고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vision
핵심 후방산업인 자동차의 경량화·전장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소재 및 신공법 개발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전자, 에너지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섬유, 레진, 첨가제 소재
개발 다양화

설계 기술 및
성형 기술 개발

이종소재, 플라스틱 간
하이브리드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고기능성 필름 연구

세계가 인정한 첨단 기술 역량

코팅 및 필름재 분야 주요 연구과제

한화첨단소재는 고강도 · 초경량 자동차 부품소재

고기능성필름센터와 인쇄전자기술센터는

분야에 있어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전자소재 관련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내 및 세계에서 기술력을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태양광 효율 향상 등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개발한

차세대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소재를 개발하고

‘차량용 하이브리드 타입 프런트 범퍼빔

있습니다.

개발 기술(2014)’과 ‘차량 경량화 범퍼빔용
열가소성 아라미드 프리프레그 제조 기술(2014)’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각각

vision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핵심 기술 플랫폼 확보 및 미래 트렌드를 선도할 수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있는 기능성 제품 개발

‘SPE(Society of Plastics Engineers) 오토모티브
이노베이션 어워드 시상식(2014)’에서는
바디인테리어부문 ‘Seat Back ’ 위너로 선정되며

코팅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 융복합 공법
개발

글로벌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자동차 충돌 테스트(R-Car test)

주요 후방산업
트렌드에 맞춘
기능성 제품 영역
확장

Eva Sheet QC(Quality Control)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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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

자동차는 더욱 가볍고 안전하게, IT 기기는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태양광 에너지는 더욱 효율적으로 혁신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인간과 환경의 가치를 지켜가는 첨단소재 기술기업으로서
최고 품질의 제품과 연구개발 성과를 제공합니다.

business divisions

Automotive
Materials

HauS(미국법인) SuperLite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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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er,
Stronger

자동차는 더욱 가볍고 안전하게, IT 기기는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태양광 에너지는 더욱 효율적으로 혁신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인간과 환경의 가치를 지켜가는 첨단소재 기술기업으로서
최고 품질의 제품과 연구개발 성과를 제공합니다.

AUTOMOTIVE
Materials
자동차소재

electronics
Materials

business divisions

ELECTRONICs
MATERIALS

SOLAR
MATERIALS

전자소재

태양광소재

한국 음성사업장 Sensetron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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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빔
한화첨단소재가
완성차 업체와 3년간
개발한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형 범퍼빔은
저중량 고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소재
휠 아치라이너
한화첨단소재의

StrongLite

독일공장에서 생산하는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우수한 흡음 성능이

GMT І Glass Fiber Mat Reinforced Thermoplastics
LFT І Long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s
CFRTPC І Continuous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s

특징입니다.

휠 아치라이너는

Seat cushion panel_GMT, LFT-G

SuperLite

Tool case_EPP

Undercover_GMT /
Underbody_GMT, LWRT

저중량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LWRT І Lightweight Reinforced Thermoplastics

BuffLite

Seat back frame_GMT

발포 폴리프로필렌

EPP І Expanded Polypropylene

IntermLite

세계 자동차산업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Front end carrier_GMT, LFT-G

Auto Interior

연비규제에 따른 차량 경량화 추세 확대, 그에 따른 소재 경쟁 심화,
자동차 전장 부품의 확대 추세 및 고객사들의 글로벌 소싱 요구 증가 속에서

SMC

Headliner_LWRT

한화첨단소재는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 및 부품 글로벌 No.1 기업’ 이라는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Bumper core_EPP

Sheet Molding Compound

사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1986년 자동차 부품소재 사업에 진출한 이후 다양한 경량화 부품소재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품질개선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물론, 고강
도· 초경량 부품소재 분야의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산업의 트렌드
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GMT, LWRT, EPP, SMC, LFT 등 다양한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를
보유,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StrongLite(GMT,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와 SuperLite(LWRT,
저중량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는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입니다.
한화첨단소재의 차별화된 경쟁력 중 하나는 부품의 설계 및 해석 능력으로 , 차량 경량화를
위해 글로벌 완성차기업들과 신차 설계 단계부터 소재와 부품성형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자동차 경량복합소재 및 부품 개발 기술 연구개발
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개발에 성공,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
준원으로부터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차량용 하이브리드 타입 프런트 범퍼빔 개발 기술’과
‘차량 경량화 범퍼빔용 열가소성 아라미드 프리프레그 제조 기술’ 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도 글
로벌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화첨단소재는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멕시코 등에 해외법인을 설립,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자동차 부품 생산ㆍ공급
업체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고객사들의 부품 표준화 및 글로벌 소싱 요구에 능동적

Tailgate_LFT-G, SMC, GMT

Bumper core_EPP

Instrument panel_A/I

Bumper beam_GMT

Stiffener_GMT, LFT-G

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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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GE(독일법인)

2

HauS(미국법인)
StrongLite 생산시설

한국 세종사업장
SuperLite 생산시설

2015년 한화첨단소재가 하이코스틱스를 인수해

한화첨단소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의 세종사업장은 소재 생산에서 제품 개발,

생산하며 유럽의 차량 경량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있는 미국에 4개의 생산 거점을 두고 있으며,

성형 공급까지 이어지는 토탈솔루션 기반을 구축하고

자동화 생산 설비를 기반으로 최고 품질의 자동차용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SuperLite의 소재 글로벌

경량복합소재 및 부품을 생산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해

확장을 위한 아시아지역 생산 거점으로서의

나가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설립한 독일법인에서는 흡음 성능이 우수한
휠 아치라이너, 연비개선을 돕는 언더바디실드 등을

StrongLite

StrongLite І GMT І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GMT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70%를

1995년 첫 양산을 시작한 StrongLite는 2009년부터 줄곧 세계 GMT 시장의 70%를 점유하

차지하는 판상 형태의 복합소재입니다.

고 있을 만큼 기술력과 품질을 모두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StrongLite 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결합력이 우수하고, 강도는 스틸과 거의

(PP)에 유리섬유 매트가 강화재로 보강된 판상 형태의 복합소재로서 결합력이 우수하고, 강도는

같으면서도 중량은 20-25% 정도 가볍습니다.

70 %
세계 시장점유율

스틸과 거의 같으면서도 중량은 20-25% 정도 가볍습니다.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 충돌 에너지
흡수성도 우수합니다. 조립성이 뛰어나고 가공 생산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용이해 첨단
자동차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하부를 보호하고
소음을 줄여주는 언더커버를 포함해 고강도 플라스틱 범퍼, 의자 등받이(Seat Back Frame)와
같이 스틸을 대체하는 구조 부품에 적용되어 차량 경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SuperLite І LWRT І 저중량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SuperLite

2

SuperLite는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제품으로서 저압에서 열성형이

뛰어난 흡음 및 충격 흡수력을 가진

가능한 시트 형태의 복합소재입니다. 중량 대비 우수한 강도와 뛰어난 소음흡수 기능, 동시 트리밍

고강도 · 저중량 복합소재로서 LWRT 분야에서

(Trimming) 성형과 같은 장점이 있어 승용차 및 레저용 차량의 헤드라이너, 햇빛가리개, 언더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체 하부 보호 및 외관 고급화, 공력성능 향상

No.1
세계 시장점유율

으로 인한 연비개선, 흡음 등에 효과가 있어 대형 세단 및 중소형 세단, SUv 차량의 언더바디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BuffLite І EPP І 발포 폴리프로필렌
BuffLite는 폴리프로필렌을 발포해 범퍼 코어, 툴케이스 등의 소재로 만드는 경량· 친환경 제품
입니다. 유연성과 내약품성, 반복완충성 등이 우수해 기존의 EPS(Expandable Polystyrene)

BuffLite
자동차 부품이나 포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와 같은 범용소재를 대체할 첨단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1990년 EPP 시장
에 진출했으며 현재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발포체 강성이 우수

소재로서 반복완충성, 유연성, 내약품성이

하고 제품 경량화에도 적합해 자동차소재로 적용 중이며, 나아가 내부 대전방지제를 첨가한

우수하며,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포장용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No.3
세계 시장점유율

IntermLite І Auto Interior
대한민국 최초로 PvC를 생산한 한화첨단소재는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전 차종에
적용되는 내장용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자동차 내장재용 PMC(Powder

Slush Molding Compound) 생산력을 기반으로 성형이 용이해 우수한 디자인이 가능한 친
환경 TPO(Thermoplastic Polyolefin)와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등을 생산
하며, 시트형 고급 소재를 다각화해 차종별 디자인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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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재

LinkTron

LinkTron

연성동박적층판

FCCL І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Indium Tim Oxide film

SenseTron
ITO 필름
ITO Film І Indium Tim Oxide film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한화첨단소재는 2003년 회로소재 사업에 진출한 이후 2013년
터치스크린패널 사업에 진출해 FCCL, ITO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과 안정적인 생산성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한화첨단소재는 주력 사업 영역인 자동차소재 분야와 연계해 자동차 전장용
회로소재 등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LinkTron
각종 스마트 기기에 필수적인

고기능성 필름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평판

FCCL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파차폐 필름,
자동차용 조명, 변속기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다각화,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포장 · 의료 등 적용성이 광범위하고 디지털 디바이스의 혁신과 차량

Diversity
애플리케이션 라인업 확장

전장화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갖춘 전자소재 개발에 대한 요구는 점
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고기능성 필름 시장 영역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커버레이
필름(절연 필름), FCCL, 본딩 시트(접착 시트), EMI Shield 필름(전자파차폐 필름) 등의 회로
소재와 ITO 필름 등의 터치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로소재인 LinkTron(FCCL, 연성동박적층판)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정밀 전자

SenseTron
터치스크린패널 핵심소재인 ITO 필름
독자 개발에 성공, 관련 기술을 국산화했으며,

제품의 핵심 부품소재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 최신형 스마트폰의 액정표시장치, 서브 PBA, 카
메라 모듈, 터치스크린패널 등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연성회로기판용 핵심소재로 적용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이온, 저유전율 커버레이 필름 및 전자파차폐 필름 등의 고기

혁신을 통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능성 제품군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전장용, 조명 애플리케이션을 다각화해 세계 IT 시장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High Quality
독자 기술력과 최고 품질

터치소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Dry Coating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SenseTron(ITO
필름)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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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기준의 품질관리

2

한국 세종사업장
Linktron 생산시설

한국 음성사업장
Sensetron 생산시설

한국의 세종사업장에서 생산하는 LinkTron은

SenseTron은 엄격한

정밀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소재로,

클린룸 환경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의 모든 제품은
엄격한 글로벌 기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에서
생산됩니다.

IT 기기 및 자동차 전장화 회로소재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inkTron І FCCL І 연성동박적층판

1

LinkTron(FCCL)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정밀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소재로서 경박단소
화, 고밀도화, 유연성, 굴곡성, 반복성이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에 필수적인 연성회로기판용
LinkTron

주요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가 2003년 독자 개발한 LinkTron은 뛰어난
작업성과 내열성, 내굴곡성, 내약품성,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빠르게 시장의 리더로 자리 잡
았습니다.

SenseTron І ITO Film І ito 필름
스마트 기기의 주요 부품인 ITO 필름 분야에 2013년 진출, SenseTron(ITO 필름)이라는 브랜드
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트렌드에 맞는 기술 개발
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MI Shield Film І 전자파차폐 필름
EMI Shield 필름은 카메라의 모듈이나 미세패턴 부위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를 차단하여
부품의 신호전달능력과 오작동을 방지하는 필름입니다. 한화첨단소재는 현재 국내 유일의

EMI Shield 필름 양산 기업입니다.

2

Sense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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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 시트

Back 시트

태양광소재

EVA Sheet
Back Sheet

EVA Sheet

한화첨단소재는 30년 이상의 시트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양광 모듈에

Eva 시트 & Back 시트

사용되는 EvA 시트와 Back 시트 기술을 독자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고품질의 태양광 셀을 외부 충격

back Sheet

우수한 기계적 물성과 내화학성이 필요한

으로부터 보호하고, 태양광을 원활하게 흡수해 발전 효율을 장기간 유지, 보호하는 것이 EvA

카렌다 공법을 적용한 품질을 바탕으로

시트와 Back 시트의 역할입니다. 한화첨단소재는 2010년 제품 개발 및 양산에 성공했으며, 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의 음성사업장에 3.5GW 규모의 EvA 시트와 Back 시트 생산 설비를 구축, 중국, 유럽, 미국,

Long-term
Reliability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일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EVA Sheet І Eva 시트
25년 이상의 장기 내구성과 광학 특성이 요구되는 태양광소재는 고품질의 원료와 생산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화첨단소재는 태양전지용 EvA 원료 시장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한화그룹
의 역량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수급하고, 높은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카렌다 공법을 적용

에틸렌 및 EvA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한화그룹의 네트워크를

해 세계 각국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통해 원료부터 시트까지 안정적인 제품
수직계열화를 구축했습니다.

Back Sheet І Back 시트

Vertical
Integration

하는 소재입니다. 절연, 방습 기능으로 태양광 모듈의 성능을 유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저항으로

원자재 - 필름 수직계열화

광 모듈의 효율을 최고로 유지합니다.

태양광 모듈 후면에 들어가는 Back 시트는 가혹한 기후 조건 및 외부충격으로부터 모듈을 보호
인한 전력 손실을 예방합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완벽한 전기 절연성과 우수한 내구성으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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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첨단소재는 ‘함께 멀리’라는 한화그룹의 철학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구체화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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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rusted,
Sustainable

한화첨단소재는 ‘함께 멀리’라는 한화그룹의 철학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구체화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Health,
Environment,
Safety
환경ㆍ안전경영

Ethics &
Shared Growth
윤리ㆍ상생경영

Social responsibility

Personnel
development

SOCIAL
CONTRIBUTIONs

인재 육성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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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Environment, Safety

SOCIAL
CONTRIBUTIONs

환경ㆍ안전경영

사회공헌

엄격한 사내 기준과 예방 시스템을 통해

한화첨단소재는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무재해, 친환경 사업장을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영 원칙

환경관리

안전 및 보건 관리

철학 및 운영 원칙

자원봉사

재능기부 및 가족 참여 프로그램

한화첨단소재는 1991년부터 시행해 온 환경보전 운

한화첨단소재의 모든 사업장은 환경경영 시스템인

한화첨단소재는 ‘환경· 안전 작업허가제도’와 ‘안전수준

한화첨단소재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세종본사 사회봉사단은 2002년부터 지역사회 소외

‘한화와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캠프’는 세종 및 음성

동인 ‘ECO-2000 운동’을 통해 무재해, 친환경 사업장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경부로부터 녹색

Level-Up 실행 전략’ 운영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멀리’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다양한 사회공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

사업장 인근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초청해 다양한 과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계승하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2012년 녹색경영 최우수 사

있습니다. 수시 점검 이외에도 매년 1회 이상 환경 · 안전

헌 활동을 펼쳐 나눔을 실천합니다. 사업장별로는 ‘한화

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학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미래 세대 친환경 에너

고 발전시키고자 보건과 안전 관련 규범을 확대한 ECO-

업장 및 2013년 온실가스저감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됐

전문가들이 전사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들은 지

첨단소재 봉사단’을 구성, 전 임직원이 연 2회 이상 자

위해 연간 1인 평균 16시간씩 결연을 맺은 시설을 정기

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할

YHES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 환경, 안전을 기

으며, 2014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한 환경정보

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중점검 체계를

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화첨단소재만의 특화

업가치의 중요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지역 단

바탕으로 세종사업장은 무재해 5배수를 달성(2014년)

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니다. 또한, 지역사회 관공서 및 복지시설들과 업무협약

된 재능기부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체와 연계한 1사1하천 운동과 1사1산 가꾸기 운동을

했으며,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증진 우

기부하고, 이 기부금에 비례해 회사가 지원하는 매칭

을 체결하고, 인적· 물적 지원활동은 물론, 지역 내 상생

및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통해 사업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수 사업장 인증(2011년)’을,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으로

그랜트 제도를 통해 ‘밝은 세상 만들기 기금’을 조성,

문화 전파활동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 친화적 프로그램

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활동, 환경정화수 및 정원

부터 ‘공정안전관리(PSM) 최우수(P) 등급(2012년)’을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

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수 심기 활동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

받았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

장을 초 · 중· 고· 대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환경교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11월,

육장으로 개방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대주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유대관계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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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ㆍ상생경영

인재육성

한화첨단소재는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의사결정 및 활동이

회사는 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직원은 글로벌 첨단소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일궈나가는 선순환을 지향합니다. 미래지향, 혁신지향의 인재가
한화첨단소재의 내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의 인재상

임직원 및 소재 전문가 교육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한화첨단소재의 다양한 동반성장 지원활동 프로그

한화첨단소재는 ‘미래지향’, ‘혁신지향’의 인재를 양성

한화첨단소재는 직무 및 직급에 최적화된 20가지 이

한화첨단소재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제도를 통해 성

램은 ‘함께 멀리’라는 한화그룹의 철학처럼 협력업

합니다. ‘미래지향’의 인재는 ‘강한 정신력과 열정을 바

상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수립,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취 동기를 부여합니다. 계열사 전 직원이 직급이 아닌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체를 가족이자 동반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탕으로 책임감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업무에 몰입

자기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계층별로는 신입

직무를 우선으로 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정, 선포했으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

결성해 금융지원, 기술 · 환경·안전지원, 교육·훈련지

것입니다.

하는’, ‘해외문화에 대한 이해와 열린 마인드로 글로벌

사원 입문 · 육성, 신임팀장, 신임임원, 경력임직원 등으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 또한 연공서열

윤리경영

동반성장

한화첨단소재는 임직원의 윤리적인 사고와 행동이

한화첨단소재는 2009년부터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고객과 협력업체, 주주의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데

체결해 협력업체들과 장기적이며 우호적인 협력관계

인식을 함께하고 2003년 윤리헌장 및 행동지침을 제
리헌장은 고객가치 창조, 협력업체 가치 창조, 임직원의

원, 총괄지원 등 세분화된 상생활동을 추진하고 있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인재를 뜻합니다. 또한 ‘혁신지

로 세분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 직무 과정과 온라

의 틀에서 벗어나 성과와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권익 보호,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국가와 사회의 가치

습니다. 금융지원부문에 있어서는 명절 전 구매대금

향’의 인재는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

인 교육도 병행합니다. 리더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임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창조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부당

조기지급 등 협력업체들의 재정 안정을 위한 다양한

내는’,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감동을 이끌어내는’, ‘적극

리더십 과정, 신임팀장코칭 과정, 경영역량 과정, 문제

제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WITH(Woman In To-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동지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환경·

적인 자세와 행동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인재입니다.

해결교육 과정 등을 운영 중이며, 글로벌 전문가를 육

gether Hanwha) 일-가정양립지원제도’는 여성

안전지원부문에서는 협력업체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한화그룹의 핵심가치인 도전 · 헌신 · 정도를 바탕으로

성하기 위해 어학집중교육, 주재원 과정, 글로벌 역량

직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칩니다.

창의적인 인재의 조기 발굴 및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집중육성 과정, 지역전문가 과정 등을 개설하고 있습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

교육 · 훈련지원부문에서는 중소 협력업체의 품질개

임직원이 직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니다. 특히 해외유학과 연수 등을 원하는 임직원을 대

생활안정 지원, 회사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을 다각도

선과 신기술 획득 등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

지원합니다.

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해외 유명 대학의 MBA 과

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 프로그램인 지역전문가과정은 한화첨단소재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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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Group

끊임없는 혁신으로
내일을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한화그룹은 1952년 창립 이후 제조·건설, 금융, 서비스 · 레저의 사업부문에서
견고한 성장을 다져온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산 규모 기준 국내 9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52개 계열사, 해외 146개 네트워크를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위산업, 화학, 첨단소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Top-tier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reas
2015년 6월 기준

제조· 건설

금융

서비스· 레저

㈜한화

한화생명

한화호텔&리조트

한화테크윈

한화손해보험

한화갤러리아

한화탈레스

한화투자증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케미칼

한화자산운용

한화63시티

한화종합화학
한화토탈

한화인베스트먼트

한화S&C

한화저축은행

한화역사

한화화인케미칼

한컴

한화건설
한화큐셀
한화큐셀코리아
한화첨단소재
한화에너지
여천NCC
한화도시개발

한화는 제조· 건설부문에서는 방산 및 화학, 태양광 계열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Strength in
Numbers

해외 건설 분야에서도 신뢰와 기술로 제2중동붐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기준

금융부문은 국내 2위의 생명보험사를 비롯, 손해보험, 자산운용 분야에서
토탈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설을 보유한
서비스· 레저부문은 프리미엄 백화점과 호텔, 리조트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62

년 역사

52

국내
계열사

146

글로벌
네트워크

9

th
국내
재계순위

한화그룹은 1952년 화약사업을

한화그룹은 국내 52개 계열사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한화그룹의 총 자산은 137조 원

근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두고 있으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미주 등 전 세계에서 태양광, 금융,

으로(금융자산 포함) 대한민국 9위의

사업보국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육성하기 위한 첨단사업에

화학, 소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및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전략 투자를 계속하며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세계를

방산 분야에서는 국내 1위의 위상을

이바지해 왔으며, 제조 · 건설,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점으로 한 성장을 거듭합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 레저부문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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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고객과 만납니다

Seoul
Sejong

Eumseong

Daejeon
Czech (HAEU)
Germany (HAGE)

Monroe (HAUS)
Beijing (HABJ)

Forest (AZDEL)

Shelby (HAUS)
Chongqing

Shanghai (HASH)

Mexico (HAMX)

Opelika (HAUS)

India
2015

Brazil

plan

KOREA

AMERICAS

China

Europe

한화첨단소재 세종본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Hanwha Advanced Materials

Hanwha Advanced Materials

Hanwha Advanced Materials

America LLC (HAUS)
4400 Northpark Drive,
Opelika, AL 36801, USA
Tel: 1-334-741-7725
Fax: 1-334-741-7796

Beijing Co.,Ltd. (HABJ)
Zhongguancun Science Park
(East Sector), Changping Zone
4 Lixiang Road,
Beijing 102200, China
Tel: 86-10-6073-5435
Fax: 86-10-6073-5459

Europe, s.r.o. (HAEU)
Priborska 208, 739 42 Frydek Mistek
Chlebovice, Czech Republic
Tel: 420-552-304-608
Fax: 420-552-304-619

금호안골길 79-20

Tel: 044-279-8400
Fax: 044-279-8809
한화첨단소재 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Tel: 02-729-5700
Fax: 02-729-1461
한화첨단소재 음성사업장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329번지
Tel: 043-880-2000
Fax: 043-880-2109
한화첨단소재 대전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76

Tel: 042-865-6908
Fax: 042-865-6530
경량복합소재개발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공단로 155

Tel: 044-410-3000

Shelby Plant (HAUS)
925 Washburn Switch Rd,
Shelby, NC 28150, USA
Tel: 1-704-434-2271
Fax: 1-704-434-7465
Monroe Plant (HAUS)
1530 E Front St, Monroe,
MI 48161, USA
Tel: 1-734-457-5600
Fax: 1-734-457-9894
Hanwha AZDEL, Inc. (AZDEL)

2000 Enterprise Drive,
Forest, vA 24551, USA
Tel: 1-434-386-4081
Fax: 1-434-386-6532
Hanwha Advanced Materials

Mexico S. De R.L. De C.V. (HAMX)
Prolongación Avenida Tecnológico
#1345 Fraccionamiento Monterrey
Technology Park Ciénega de Flores,
NL. 65550 Mexico
Tel: 52-81-5000-9243

Hanwha Advanced Materials

Shanghai Co., Ltd. (HASH)
Jiading Industrial Zone,
1201 Xingrong Road,
Shanghai 201807, China
Tel: 86-21-3996-3996
Fax: 86-21-3996-3911, 3922

Hanwha Advanced Materials

Germany GmbH (HAGE)
Industriestraße 27,
92345 Dietfurt, Germany
Tel: 49-8464-6423-0
Fax: 49-8464-6423-44

한화첨단소재는 멈추지 않는 도전과 헌신, 열정으로
인간과 환경의 가치를 지켜가는 첨단소재 기술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www.hw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