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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창조에 영감을 불어넣다  |



H Y O S U N G
N E W



새 로 운 

변 화 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작은 성과들을 

축적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 묵묵히 도약의 에너지를 축적해 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전과 개척의 길을 걸어온 효성이



   새로운 도전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GLOBAL	TECHNOLOGY		
LEADING	NEW	CHANGES

국내 최초의 기업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효성은 수많은 최초의 기술 개발 역사를 써 왔으며, 이를 바탕 

으로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정보통신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세계인의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HISTORY OF ‘THE FIRST’
•GLOB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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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정보통신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세계인의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 국내외 기간산업을 이끌어 온 효성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 온 
기술 개발의 역사입니다.

HISTORY OF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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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역사

20
03
		국

내
최

초
 미

국
금

융
권

 A
TM

 최
고

품
질

 인
증

20
08
		세

계
최

초
 폐

어
망

 리
사

이
클

 원
사

 개
발

20
11
		국

내
최

초
 고

성
능

 탄
소

섬
유

 개
발

20
13
		세

계
최

초
 폴

리
케

톤
 상

용
화

 성
공



   새로운 도전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GLOBAL	TECHNOLOGY		
LEADING	NEW	CHANGES

국내 최초의 기업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효성은 수많은 최초의 기술 개발 역사를 써 왔으며, 이를 바탕 

으로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정보통신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세계인의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GLOBAL 
TECHNOLOGY 

스판덱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 creora®

 효성티앤씨

GIS(가스절연개폐장치) 
세계일류상품 선정 

효성중공업

전 세계 승용차 45%가 
선택한 타이어코드 

효성첨단소재

TEXTILE ENERGY TIRE CORDS

세계 29개국 114개 사업장에서 주력제품의 글로벌 생산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변화를 

선도하는 
기술

시트밸트 원사, 에어백 원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효성첨단소재

세계최초 폴리케톤 상용화  
신소재 POKETONE™

효성화학

미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ATM 시장 점유율 1위 

효성티앤에스

INDUSTRIAL FIBER NEW MATERIALS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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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echnology Leading New Changes 



GLOBAL
TEXTILE

INNOVATIVE 
MATERIALS

ENERGY 
NETWORKS



GLOBAL



TEXTILE

스판덱스 브랜드 creora®

세계일류상품 브랜드 aerocool®

효성티앤씨의 크레오라는 세계 최고의 품질과 최대 생산량으로 스판덱스 세계시장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대 메이커로 성장한 나일론, 폴리에스터 원사와 함께 섬유의 기능성을 혁신

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INNOVATIVE



MATERIALS

자동차 소재 타이어코드, 에어백원단, 시트밸트원사 등

고분자 신소재 POKETONE™, 탄소섬유 TANSOME®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적의 소재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과 꿈의 섬유

로 불리는 ‘탄소섬유’는 세계 산업용 소재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첨단소재입니다. 



ENERGY 



NETWORKS

에너지 송·변전·발전설비

미래전력망시스템

세계 최초로 800kV GIS를 개발한 효성중공업은 스테콤, ESS (전력저장장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의 전력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그린라이프 시대를 한 발 앞서 준비해 온 효성의 중전기기술이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CUSTOMER	&	FIELD	
ORIENTED	MANAGEMENT

효성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효성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주식회사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의 계열사 

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 •효성티앤에스㈜

•효성ITX㈜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갤럭시아디바이스㈜

기타사업 •효성캐피탈㈜

•더클래스 효성㈜

•효성토요타㈜

•더프리미엄효성㈜

•㈜FMK

•효성프리미어모터스㈜

•㈜아승오토모티브그룹

•갤럭시아코퍼레이션㈜

•신화인터텍㈜

•효성티앤씨㈜

•효성트랜스월드㈜

섬유/무역 

산업자재 •효성첨단소재㈜

•Global Safety Textiles (GST)

화학 •효성화학㈜

중공업/건설 •효성중공업㈜

•효성굿스프링스㈜

•진흥기업㈜

지주회사 체계 전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

2017. 12.

지주회사 설립 및 기업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2018. 04.

기업분할

2018. 06.

지주회사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변경상장 및 재상장

2018. 07.

HOLDING COMPANY

㈜효성섬유
•

무역

정보통신

화학산업자재

중공업
•

건설

기타사업



NEW	HYOSUNG		
COMMITMENT	TO	EXCELLENCE

효성의 변화는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기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입니다. 

언제나 두려움 없이 더 나은 내일의 길을 개척해 온 효성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전문성

사업부문별 업종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춘 기업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량을 집중시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효율성

세분화된 시장상황과 분야별 

최적화된 경영과제 설정 및  

빠른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투명성

경영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경영투명성

을 높입니다.   

안정성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사업 및 투자 리스크가 효과적

으로 관리되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

HYOSUNG WAY 는 전세계 모든 효성인이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가치체계입니다. 

고객만족경영

현장중심경영

HYOSUNG 
WAY

최고 책임

혁신

신뢰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안정성

VALUE IN  
NEW HYOSUNG



고객과 함께, 세계와 함께,
여러분 곁의 든든한 동반자 효성입니다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Global Excellence’를 바탕 

으로 전 세계 고객들의 삶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믿음직한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섬유 / 무역  _TEXTILE / TRADING

•중공업 / 건설  _POWER & INDUSTRIAL SYSTEMS / CONSTRUCTION

•산업자재  _INDUSTRIAL MATERIALS

•화학  _CHEMICALS

•정보통신  _INFORMATION & COMMUNICATION

•기타사업  _OTHER AFFILIATED COMPANIES

BUSINES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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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씨㈜ 

•효성트랜스월드㈜

GLOBAL PRODUCTION LINE

터키, 중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의 
지역에 스판덱스 생산라인을 구축 및 
확대하여 수요에 대한 대응력 강화는 
물론 고객으로부터 품질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ECO-FRIENDLY CERTIFICATE

에너지 비용절감, 석유화학원료 소비감소 
등 다양한 환경 친화 효과를 보여주는 
친환경 원사에 대해 전문 인증 기관인 
네덜란드 CONTROL UNION사의 GRS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GLOBAL TRADING SERVICE 

중남미,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과 
같은 신시장 개척과 삼국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수출입 파트너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TEXTILE	/	TRADING
섬유 / 무역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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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섬유기술과 글로벌 무역네트워크로 고객가치를 극대화합니다 

효성티앤씨의 섬유 사업부문은 기술력과 품질, 고객서비스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스판덱스,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원사와 직물, 염색 제품을 공급하며 세계 화섬산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걸쳐 50여 개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무역 사업부문은 철강, 화학분야를 중심으로 유통과 물류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상품 및 신시장을 개척하며 세계무역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효성티앤씨㈜
•스판덱스PU

•나이론 폴리에스터원사PU

•직물염색PU

•철강 Ⅰ, Ⅱ PU

•화학PU

•LED사업단

•세빛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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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판덱스PU

나이론 폴리에스터원사PU

크레오라 (creora®)
•creora® Color+

•creora® Black

•creora® Power Fit

•creora® highclo™

•creora® eco-soft

•creora® STEAMSET+

•creora® Soft Fit

•creora® LUMINOUS

•creora® comfort

•creora® Fit²

•creora® Fresh

•MIPAN regen®

•MIPAN fine & soft

•MIPAN robic

•MIPAN robic-air

•MIPAN aqua-X

•MIPAN fit

•MIPAN rexy

•MIPAN glurex

•MIPAN XF

•MIPAN aeroheat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No.1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대한민국 정부 선정 세계 일류상품 

효성티앤씨는 독자적인 생산기술과 R&D,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바탕으로 스판덱스 세계시장 점유율 No.1 

브랜드 ‘creoraⓇ’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스판덱스 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크레오라 (creoraⓇ)는 최고의 

품질과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섬유 업계의 새로운 지평

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크레오라는 서울, 홍콩, 상하이, 뉴욕, 밀라노 등 주요 패션 도시에 위치한 ‘creoraⓇ 

Fabric Library’를 통해 고객의 원단을 주요 브랜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

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레오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경영의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터키, 베트남, 브라질에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 대륙별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빠른 서비스와 안정적인 제품 공급 기반을 

갖추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레오라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일론과 원단 생산시 다양한 

컬러로 염색이 가능하여 색상발현이 우수하고 세탁견뢰도가 높은 ‘크레오라 컬러플러스 (creoraⓇ Color+)’, 

블랙컬러를 적용한 스판덱스 원착사 (원사생산시 검은색으로 생산되는 스판덱스)로 경쟁사 대비 진하고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 구현이 가능한 ‘크레오라 블랙 (creoraⓇ Black)’, 저온에서 원단제작이 가능하여 촉감

이 부드럽고 에너지를 절감하여 친환경적인 ‘크레오라 에코소프트 (creoraⓇ eco-soft)’, 내염소 기능을  

최고수준으로 강화하여 수영복의 탄력유지 능력이 탁월한 ‘크레오라 하이클로 (creoraⓇ highclo™)’ 냄새의 

근원을 중화시켜 산뜻하고 쾌적한 느낌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크레오라 프레쉬 (creoraⓇ Fresh)’ 등 다양한 

차별화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업체들이 꾸준히 크레오라를 선택하는 이유이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비결입니다.

효성티앤씨는 세계적인 화섬 메이커로, 고객의 높은 가치창출을 위해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 원사를 지속적으로 개발 · 공급하여 전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이론원사사업부
국내 1위 나일론 원사 / 세계 최초 마이크로화이버 개발

국내 1위의 마켓 리더, 나이론원사사업부는 고급 란제리와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및 산업자재용 원사, 토프

론 (TOPLONⓇ)을 근간으로 MIPAN fine & soft (마이크로 세데니어), MIPAN aqua-X (냉감 흡한속건사), 

MIPAN aeroheat (광발열사), MIPAN fit (원적외선사), MIPAN XF (N/P 복합사), MIPAN rexy (편평사), 

MIPAN corona (도전사), MIPAN glurex (본딩사), MIPAN robic (고강력사), MIPAN robic-air (중공사) 등  

다양한 고기능성원사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화이버를 개발하는 등 첨단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용 리사이클 나일론 ‘마이판 리젠 (MIPAN regen)’을 개발, 석유화학원료 소비 

감소와 천연자원 보존,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발생 감소 등 다양한 환경 친화 효과를 거둠으로써 네덜란드 

Control Union사의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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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염색PU

•regen®  •askin

•aerocool  •aerosilver

•prizma •firex 

•xanadu •m2

•cotna •aerogear 

•freshgear •aeroheat ex

•aerolight 

•일반 의류용 직물

•Workwear용 직물

•비의류용 직물

•스판덱스류

•교직물류

•폴리에스터 제품류

폴리에스터원사사업부
국내 최초 페트병 재활용 원사 ‘리젠’ 개발 / m2, 에어로쿨, 아스킨 등 세계 일류 상품 선정

고기능성 제품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진 폴리에스터원사 사업부는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신소재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선정, 세계 일류 상품에 이름을 올린 m2 

(초극세사), 에어로쿨 (흡한속건사), 아스킨 (냉감성과 UV차단효과, 비침방지효과)을 비롯해, 프레시기어 

(땀냄새 제거 원사), 에어로히트 (광발열 원사), 에어로실버 (항균사), 흡한속건 기능의 추가로 겨울철 의복 내 

습기를 조절하여 쾌적함을 느끼게 하는 에어로라이트 (경량중공사), 그리고 흡한속건 기능에 우수한  

염색력과 세탁견뢰도를 추가한 복합기능성 원사 에어로쿨 프리즈마 (고염색 견뢰도사)를 개발했으며 또한, 

신축성이 뛰어나면서도 스판덱스보다 형태 안정성 및 내구성이 향상된 제나두 (잠재권축사)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꾸준히 선보임으로써 고객의 높은 가치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섬유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폐 PET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 (regenⓇ)’을 출시했으며 친환경 인증 전문기관 Control union의 GR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직물유니트
기능성 의류 · 보호복 및 클리너 등 다양한 직물 소재 공급

초극세사를 활용한 클리너 제품 종합 브랜드 ‘FinestarⓇ ’

직물사업부는 원사, 제직, 염색 및 후가공에 이르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추고, 고기능성 및 High tech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일반 의류용 직물과 Workwear용 직물, 비의류용 직물이 

있습니다. 

의류용 직물로는 기능성 원사를 사용한 투습방수, 초경량, 흡한속건, 친환경, 냉감, 경량보온, 신축성  

트리코트, 난연 직물 등을 생산, 판매 중입니다. Workwear용 직물로는 내구성이 우수한 기능성 작업복,  

아라미드 (Aramid), 모다크릴 (Modacrylic) 등의 방염원단 제품이 있으며, 내구성이 우수한 방진복, 고강도 

나일론, 파라-아라미드 (Para-aramid) 원사를 사용한 보호복 및 군용 원단 등을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의류용 직물로는 초극세사를 활용한 클리너 제품 종합 브랜드인 ‘FinestarⓇ ’를 통해 렌즈 · 디스플레이용 

클리너, 반도체 및 기타 전자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Clean room wiper 제품, 가정용 클리너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일론 고강력 원사 ‘Robic™  ’을 사용한 고강력 직물과 보호기능과 내구성이 

우수한 케이스용 직물 ‘Hyskin™  ’을 개발 · 공급하고 있습니다. 

염색유니트
나일론 2way 스판덱스 월 70만 야드 · 월 250만 야드의 염색 가공능력

염색사업부는 국내 염색 가공 산업의 선두 업체로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염색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250만 야드의 염색 가공 능력과 함께 특히 공정이 까다로운 나일론 2way 스판덱스를 월 70만 야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일론 2way 스판덱스를 비롯, 폴리에스테르 2way 스판덱스, 

면 교직물, 폴리에스테르 직물 등에 대한 염색 가공을 중심으로 제품의 기능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버핑 (Buffing), 산포라이징 (Sanforizing) 및 모소 (毛燒) 등 다양한 부가 가공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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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Ⅰ, Ⅱ PU

화학PU

• 철강 Ⅰ : 열연코일, 선재, 냉연코일,  

도금강판, 중 · 후판, 전기강판, 석도강판,  

철강 원부자재, 철강재 가공설비 

• 철강 Ⅱ : 스테인레스 열연코일, 스테인레스 

냉연코일, 스테인레스 선재, 후판,  

봉강 · 형강, 철강 원부자재 등

• 합성섬유원료 : TPA, PET Chip, PSF
• 합성수지 제품 : PP, PE, ABS, PS, PVC 등
• 정밀화학 제품 : MDI, TDI, ECH, BPA, PIA, 

NPG, 질산, 초안 등 
• 광산용 화학제품 및 정광 : 정광(금정광/연정광/ 

아연정광/동정광/안티모니정광), NaCN, Zinc Dust
• 비료 및 기타: AMSUL, UREA, NPK, TiO2 등

세계 각국의 고객과 수출입 파트너 관계 강화로 철강제품의 무역을 선도

철강PU는 포스코를 비롯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에서 부터 철강 관련 원부자재 및 

철강재 가공설비 등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세계 각국의 고객과 수출입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연코일, 선재, 냉연코일, 도금강판, 중 · 후판, 전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코일 · 냉연코일, 스테인레스 선재, 

봉강, 형강, 특수강 등의 철강제품과 철강 관련 원부자재 및 철강재 가공설비를 취급하고 있으며, 철강PU의 

숙련된 인력들은 제품에 대한 전문적 기술정보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계 각국의 고객과 수출입 

파트너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향후 상호 이익 증대와 번영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노력할 것 입니다.

Global Network를 통한 시장개발 및 다양한 화학 제품 취급

화학PU는 전 세계로 뻗어있는 효성의 Global network를 통해 취급품목을 다변화하고 고객만족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사업 진출을 위한 화학제품개발 및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농화학제품 등 전통적인 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광을 비롯한 광물자원 등 

기초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학제품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의 수출입

을 확대하고, 삼국간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화학전문 무역회

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세빛섬사업단 한강의 복합 수상문화공간 세빛섬

세계 최초 수상 건축물인 세빛섬을 운영하여 서울과 한강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세빛섬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부체 위에 건물을 짓는 플로팅 형태의 건축물로서 가빛, 채빛, 솔빛의  

3개 섬과 수상 무대 공간인 예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빛섬은 국제회의, 기업행사, 연회, 예식 등의 

MICE 산업 개최에 최적화된 컨벤션홀 및 한강을 조망하며 즐길 수 있는 카페, 이탈리안 레스토랑, 펍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빛섬에는 뷔페 레스토랑인 채빛퀴진 (chavit cuisine)과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커피 & 차, 기념품 샵 등의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빛섬은 전시관, 문화행사 등을 

운영하며 한강의 색다른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강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요트, 튜브스터 등의 수상 레저 시설이 있어 세빛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세빛섬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ED사업단

•LED Application 및 에너지 솔루션

차세대 성장동력 LED 산업 선도 / LED 조명에 기반한 에너지 솔루션 제공

LED사업단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높은 품질의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 LED조명 및 Application 제품을  

전세계에 수출 중으로, 고객의 다양한 사용환경과 요구에 최적화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LED조명에 기반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추진을 통해 고객의 친환경 저탄소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여 효성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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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물류비 절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효성트랜스월드는 컨테이너를 비롯한 벌크, 플랜트 기자재, 프로젝트 화물 등 모든 종류의 화물에 대해  

안정적인 선복 및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물류비 절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경험과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물류컨설팅을 

제공하며 다양하고 고도화된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VOC (Voice of Customer)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혁신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관세청으로부터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화물운송주선업 부문 인증을 획득하여 수출입화물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효성트랜스월드는 전 세계 42개국 130여개 파트너와의 견고한 물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고객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수출 · 입 컨테이너, 벌크, 플랜트 기자재,  

프로젝트 화물 운송 등 해상/항공 물류 

서비스 제공

효성트랜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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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효성굿스프링스㈜

•진흥기업㈜

ENERGY SOLUTION PROVIDER

효성은 송 · 변전 설비사업부문과 함께 
전력감시 제어, 예방진단 등 IT기반 
전력자동화사업 및 스마트그리드 
사업부문을 강화 · 확대하고 있습니다

GREEN ENERGY TECHNOLOGY

프리미엄 효율 전동기, 수소충전소와  
같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녹색기술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GREEN CONSTRUCTION

제철소 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화력발전소 부산물인 플라이애시를 
시멘트와 혼합한 3성분계 결합재를 
개발하여 원재료인 시멘트 사용량을 
절감하고 친환경 자재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OWER	&	INDUSTRIAL	SYSTEMS	/	
CONSTRUCTION

중공업 / 건설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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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력망 시스템과 친환경 건설이 녹색성장을 이끌어 갑니다

효성중공업은 산업 에너지의 핵심인 중전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설비와  

전동기, 기어 등의 회전기기 사업분야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장치 (ESS), 스태콤 (STATCOM),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등 미래 전력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사업, 업무·상업시설, 토목·환경, SOC 사업 등 다양한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전력PU

•기전PU

•풍력사업단

•건설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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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PU

기전PU

• 변압기 (초고압변압기, 배전유입변압기,  

몰드변압기, 분로리액터, 특수변압기)

• 개폐장치 (가스절연계폐장치 (GIS),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 지능형 전자장치 (디지털보호 계전기,  

파워미터, 원격데이터 수집장치)

• 전력IT시스템 (분산제어설비,  

변전소 자동화시스템, ECMS)

•예방진단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 (ESS)

•STATCOM / SVC

• 턴키 솔루션 (AIS / GIS 변전소,  

태양광 발전소)

•전동기

•기어

•발전기

•화학장치

•수소충전소

대한민국 전력 공급에 필요한 핵심제품의 70% 차지

1992년 한국 최초, 세계 6번째, 765kV급 초고압변압기 개발

1999년 세계 최초 800kV급 2점절 초고압 차단기 (GIS) 개발

효성중공업은 지난 반 세기 동안 변압기와 차단기, 전장품을 주력품목으로 공급하며 국내 송 · 변전설비 산업 

을 주도해 왔으며, 국내시장에서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엄격한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유럽, 미주, 중동,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뛰어난 품질과 높은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송 · 변전 설비사업 부문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력PU는 송 · 변전 및 발전분야의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유지 보수 서비스 등 전력설비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 Engineering & 

Solution을 제공하며 완벽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SO 9001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품질보

증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다 첨단화, 지능화 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전력감시 제어시스템, 예방진단 시스템 등 전력 IT기반의 전력자동화사업 및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중국 강소성에 설립한 남통효성변압기유한공사(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Ltd.), 2016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설립한 인도푸네법인(Hyosung T&D India Pvt. Ltd.)

을 통해 글로벌 생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력PU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영업과 관리 부문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국내 1위 전동기 생산 업체

폭 넓은 산업 제품 Line-Up을 통한 최적화된 Solution 제공

기전PU는 전동기, 발전기, 기어 등의 회전기기와 화학장치, 수소충전소 등의 산업기계를 전문으로 생산합

니다. 전동기 부문은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방산용 추진전동기, BLDC 전동기, 원자력 발전소용 

Q-Class 전동기 등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저압 중소형 전동기에서부터 고압 초대형 전동기 및 슈퍼 프리미엄 

효율 전동기, 군사용 전동기, 차세대 방폭형 전동기, 영구자석 전동기까지 세계 시장을 무대로 KS, IEC, 

NEMA, GOST 등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월 4만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어떠한 목적과 

장소에도 최적화된 전동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발전기는 국내외 시장에서 선박용, 스팀터빈용, 수차터빈용, 풍력터빈용, MG-Set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핵심 설비인 ‘연료봉 제어용 MG-Set’를 최초로 국산화

에 성공하여 해외 원자력발전소로도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동력 전달장치인 기어 유닛 (Unit)을 생산

하여 일반 산업 분야, 발전 분야, 해양 분야, 방산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의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제품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함정용 기어박스, 발전 석탄분쇄기용 기어박스, 고속기어 등의 국산화

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산업기계 부문은 석유화학, 오일, 가스 플랜트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인 타워 (Tower)와 컬럼 

(Column), 반응기 (Reactor), 압력용기 (Pressure Vessel), 열교환기 (Heat Exchange) 등을 생산하여 기술

과 품질 및 생산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성자 치료기와 같은 High End 의료기기 관련 장치

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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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단

건설PU

•풍력발전기 (5.5MW/ 2MW/ 750kW)

• 주택분야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테라스하우스)

•건축분야 (업무 · 상업시설, 레저시설)
•토목분야 (도로, 철도, 부지조성, 골프장)
•산업분야 (공장시설, 발전시설, 전력시설)

국책 과제, 5.5MW 해상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2019년 국제인증 취득

국내 최초 750kW, 2MW 급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풍력사업단은 한국 풍력발전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국내 최초로 기어드 타입 (Geared type)의 750kW 풍력 

터빈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독일의 풍력발전 인증 기관인 DEWI-OCC로부터 국내 최초로 

750kW급과 2MW급 기어식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11년부터 2MW 모델의 상용판매를 시작하여 제주도, 강원도(태백 및 평창)에 총 35MW 규모의 육상  

풍력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성공적으로 EPC 역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및 경상도  

일원에 총 100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한국 전라도 

및 제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5.5MW 터빈을 공급할 예정으로 향후 해상풍력 기기 국산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소충전소 사업은 2000년부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 참여해 축척한 CNG 압축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가스 압축 시스템 및 수소 / CNG 충전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기자재 납품뿐만 아니라 고객이 가동하는 플랜트에 최적화된 Solution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로 도약하고자 언제나 고객의 목표와 함께 하고, 국제  

표준 및 산업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기술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빌라형 주거문화 도입

1970년대 한국 최초로 빌라형 주거건물을 도입, 신개념 주거문화를 선보인 건설PU는 주택, 건축, 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시공능력으로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실천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PU는 인간이 머무르는 삶의 터전 곳곳에서 자연과 기술이 조화된 새로운 공간 문화 창조에 힘쓰는 

한편, 환경과의 아름다운 공생을 위해 환경관련 법규와 기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건설PU의 브랜드 ‘해링턴’은 2013년부터 계열사인 진흥기업과 BI를 통합해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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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굿스프링스㈜ 진흥기업㈜

• 펌프사업 : 화력,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용 펌프 / 석유화학, 정유,  

비료플랜트용 펌프 / 담수화 설비용 펌프 / 건물 및 일반 산업용 펌프

•담수사업 : Desalination (RO) System / UF Membrane System

•토목사업 (도로 · 포장, 지하철 · 철도, 교량 · 터널, 부지조성, 보안시설)

• 건축사업 (상업용빌딩 · 오피스, 공동주택, 공공건물, 교육 · 복지시설, 특수시설)

•주택사업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국내 1위 펌프전문 기업 

RO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 국내 1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펌프 및 담수화 설비 공급 전문기업인 효성굿스프링스

는 화력, 복합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 

원유, 화학 및 가스 등 다양한 액질을 처리하는 석유화학, 정유, 비료플랜트, 

건물 및 일반 산업플랜트, 담수플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의 펌프

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펌프 기술, 제품 개발

에 매진해 온 효성굿스프링스는 발전소용 대형, 고압펌프 및 원자력용  

안전등급펌프는 물론 미국석유협회(API)에서 규정하는 석유화학용 펌프 

Full series와 담수플랜트용 고압펌프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용 안전등급 펌프를 생산할 수 있는 

KEPIC 인증과 글로벌 선두 펌프업체들만 취득한 ASME의 ‘N’, ‘NPT’ 인증

을 획득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담수부문에

서는 Containerized RO system을 개발하여 칠레 등 해외 플랜트에 수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재생 담수 플랜트 개발 주관사로 선정되어 국내 

최초 발전소용 해수 담수화 플랜트 개발, 시공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제품의 수주,  

설계, 제작 및 A/S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에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성굿스프링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고객만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펌프 제조 및 담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60년간의 건설 시공 Know-how 바탕, 신뢰받는 건설사로 재도약

토목, 건축 및 주택 사업 중심의 종합 건설회사

1970년대 사우디, 쿠웨이트, 괌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철탑산업 훈장, 

건설수출 10억불 탑 등을 수상하며 한국 대표 건설사로 자리매김한 진흥

기업은 국가 기반 시설인 도로 · 교량 등의 토목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건축사업, 삶의 질을 선도하는 주택사업 등 반세기 

동안 축적된 토목 기술과 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주거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진흥기업은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품질경영, 환경경영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다양한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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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S ONLY MAKER

타이어보강재의 핵심소재인 
섬유타이어코드, 스틸코드, 비드와이어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타이어보강재 
일괄공급체계를 갖춘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GLOBAL PRODUCTION SYSTEM

국내 사업장 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미국, 멕시코, EU 등 최적화된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TREME STRENGTH

강철보다 강한 꿈의 섬유 
‘아라미드(ALKEXⓇ)’와 강철보다 
밀도는 1/4로 낮으면서 10배 
이상의 고강도를 지닌 최첨단 소재 
탄소섬유(TANSOMEⓇ)의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하였습니다.

INDUSTRIAL	MATERIALS
산업자재 사업부문

•효성첨단소재㈜

•Global Safety Textiles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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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첨단소재로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합니다

효성첨단소재는 자동차, 토목·건축, 농업, 군수 등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강도 산업용 원사 및 직물과 강선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코드, 자동차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 원단과 같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제품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신소재의 자체개발 및 상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

•타이어보강재PU

•Technical Yarn PU

•인테리어PU

•아라미드사업단

•탄소재료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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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보강재PU

Technical Yarn PU

•타이어코드

•스틸코드

•비드와이어

• Broad woven coated fabric용  
폴리에스터 원사

•시트벨트용 폴리에스터 원사
• Conveyor belt, Rubber hose, Power 

transmission belt용 폴리에스터 원사
•Sling belt, Strap용 폴리에스터 원사
•에어백용 폴리에스터, 나일론 66 원사
•재봉사용 폴리에스터, 나일론 66 원사

시장 점유율 1위 / 전 세계 승용차 타이어의 45% 공급

타이어보강재PU는 섬유타이어코드와 스틸코드 및 비드와이어까지 타이어에 소요되는 보강소재를 일괄 

공급하는 세계 유일의 종합 타이어보강재 메이커입니다. 특히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는 미쉐린, 굿이어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로부터 우수한 품질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공장 외에 중국과 베트남, 미국, 룩셈부르크 등 세계 각지에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 

안정적인 제품공급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틸코드 부문 역시 미쉐린, 굿이어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마련했으며, 경주공장에 이어 중국 청도와 베트남에 이르는 현지 

생산기지를 확충했습니다. 2018년에도 스틸코드와 비드와이어의 해외공장 증설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글로벌 메이커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트벨트용 원사 시장 점유율 1위 / 국내 산업용 원사 시장 점유율 1위

Technical Yarn (산업용 고강력 원사) 분야 한국 시장 점유율 1위, 자동차 시트벨트용 원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Technical Yarn PU는 자동차용, 산업용, 재봉사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도의 

원사를 최적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성장성이 높은 폴리에스터 소재의 자동차 에어백용 원사를 국내 최초로 개발, 세계 유명 에어백 

원단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주력,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및 베트남에 원사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지 생산과 납품 체계도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PU

•자동차용 카페트 : 플로어 카페트, 보조매트

• 상업용 카페트 : 스완 롤 카페트, 스완 타일  

카페트, 스완 매트

• 카페트용 BCF 원사 :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국내 롤, 타일 카페트 시장 점유율 1위

원사에서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 설비 갖춘 국내 유일의 카페트 전문업체

상업용 및 자동차용 카페트 부문 국내 최고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인테리어PU는 원사에서부터 완제품

에 이르기까지 자체 생산설비를 갖춘 아시아 유일의 카페트 전문업체입니다. 특히 주력 제품인 ‘스완 타일 

카페트’는 환경마크 인증 (한국, 미국)과 KS인증을 획득, 독보적인 품질 우위를 기반으로 상업용 카페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나일론 사각 중공사를 개발하는 등 고객사의 니즈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카페트는 제품 고급화, 차량 정숙도 개선 등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완벽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ISO 9001, ISO 14001, IATF 16949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자동차용 

폴리에스터 Tufted 카페트를 양산하고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자동차용 카페트 시장에 진출 

하는 등 한국 최고를 넘어 해외 카페트 시장을 향한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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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드사업단

탄소재료사업단

ALKEXⓇ

•방탄용

•광케이블 및 로프용

•토목 건축보강용

•복합재료

•MRG용 (호스 및 Belt 보강용, 타이어 보강용)

•Staple (보호복 및 보호 장갑용)

TANSOMEⓇ

• 산업용 (압력용기 용도, 토목건축 용도,  

자동차 부품 용도, 풍력 Blade 용도 등)

• 항공용 (항공기 내외장재, 브레이크  

디스크 등) 

• 스포츠/레저용 (골프채, 낚싯대, 고급  

자전거, 라켓, 고급 레저용 선박 등)

상업화에 성공한 ‘아라미드 섬유’- Solution Provider로의 도약을 지향합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강철보다 강한 꿈의 섬유 - 아라미드 브랜드 ALKEXⓇ ’는 고객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를 돕고 있습니다. 강철보다 5배 강한 강도와 난연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도 자체 난연 특성을 발현하는 

고기능성 수퍼 섬유 ‘ALKEXⓇ ’는 방탄복, 방탄헬멧, 방탄차량의 핵심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와  

산업용도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 라이닝에 사용되는 석면의 대체재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연간 5,000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화섬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군 (High tenacity yarn, High modulus yarn, Staple fiber)과 차별화된 

제품 (Fine denier yarn, Adhesion activated yarn, Hybrid tire cord yarn 등)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고강도, 중탄성 탄소섬유 상업화 성공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량화를 위한 핵심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섬유는 탄소함량이 92% 이상인 섬유소재로서, 강철보다 밀도는 1/4로 낮으면서도 10배 이상의 

고강도를 가지고 있는 최첨단 소재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High performance grade 탄소섬유인 ‘TANSOMEⓇ’은 표준탄성 등급(인장강도 

5.5 GPa, 탄성률 250 GPa 이상)와 중탄성 등급 (인장강도 5.5 GPa, 탄성률 290 GPa 이상)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탄소섬유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Grade 제품으로서, 항공 용도, 각종 

산업분야와 스포츠/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12% 이상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의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현재 연산 2,000톤 규모인 생산능력

을 2020년 4,000톤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2025년까지 업계 최고 수준의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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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에어백 원단 메이커

Flat fabric, Cushion 및 OPW (One Piece Woven)를 생산하는 Global Safety Textiles (GST)는 Autoliv, ZF, 

JSS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 OPW 시장에서 22%의 높은 시장점유율

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에어백 원단 메이커입니다.

GST는 최신식 Weaving, Cutting 공정과 OPW 프로세스 특허권 보유 등 높은 기술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Warping, Weaving, Coating, Cutting, Sewing, Folding 공정까지 에어백 원단·쿠션 생산과정 전체

를 갖춤으로써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GST는 R&D 및  

원단생산을 담당하는 독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남아공, 멕시코 등 4개 대륙, 7개 국가, 

10개 생산기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에어백용 Flat fabric  

(Coated / Uncoated / High-con)

•에어백용 Cushion

• 에어백용 OPW  

(Coated, Laminated, X-tether)

Global Safety Textiles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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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화학㈜

고품질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수지 (PP)의 원료인 
프로필렌을 프로판탈수소공정(DH)을 
도입하여 고순도 프로필렌을 안정적으로 
공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폴리프로필렌(PP)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FILM MARKET EXPANSION

TAC 필름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양산한 전자소재로써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폰 등의 LCD에 사용되고 있으며, 
TAC 필름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필름을 
개발하여 다양한 광학용 필름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품산업을 주도할 핵심소재

폴리케톤 (POKETONE™)은 효성화학이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차세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서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고분자 신소재입니다.

CHEMICALS
화학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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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일상생활에는 언제나 효성의 화학소재기술이 함께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되는 TPA와 세계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R200P를 포함한 폴리프로필렌(PP)을 비롯해 

각종 필름, 불소가스 등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폴리케톤은 고분자 신소재로서 우수한 

물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부품산업을 주도할 핵심소재입니다.

효성화학㈜
•PP/DH PU

•TPA PU

•POK사업단

•Neochem PU

•필름PU

•Optical Film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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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DH PU

TPA PU

•PP (Polypropylene)

•TPA (고순도 테레프탈산)

국제경쟁력 갖춘 폴리프로필렌 수지 ‘토피렌 (TOPILENEⓇ)’

PP-R 파이프용 Grade 세계 시장 1위

효성화학은 5대 범용수지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PP)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토피렌 (TOPILENEⓇ)’을 생산 ·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피렌’은 고분자 첨단기술이 더해진 일본 MITSUI CHEMICAL사 (三井化學)의 HYPOL Process와 미국 

DOW사의 UNIPOL Process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범용 용도는 물론 여러가지 특화된 제품들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프용 랜덤 코폴리머 제품은 World Best 제품으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프로필렌 수지의 주원료인 고순도 프로필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최첨단 

공법을 채택한 프로판 탈수소 공정 (DH)에서 자체 조달함으로써 원료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였습니다. 

고도의 화학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고순도 TPA 생산

TPA PU는 고기능성 폴리에스터 섬유의 주원료일 뿐 아니라 타이어코드, 페트병, 폴리에스터 필름 등 각종 

산업 및 생활 소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TPA를 연간 42만 톤 규모로 생산 · 공급합니다. 

화섬 산업에서 쌓아온 효성의 화학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설비와 최첨단 공법에 의해 생산되는 고순도 

TPA는 최고의 품질과 안정된 물성으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폴리에스터 관련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OK사업단

•폴리케톤 (POKETONE™)

고분자 주쇄가 모두 Carbon으로 구성된 유일한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탁월한 내충격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연료성, 기체차단성

효성화학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폴리케톤 - 브랜드 POKETONE ™ 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

탄소 (CO)와 석유화학원료인 올레핀 (에틸렌, 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입니다. 

나일론 대비 충격강도는 2배 이상, 내화학성은 30% 이상 우수하며, 내마모성 역시 최고 수준인 폴리아세탈 

(POM) 대비 10배 이상 뛰어나고, 기체 차단성도 현존하는 소재 중 가장 우수한 에틸렌비닐알콜 (EVOH)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2015년 상용화 공장 건설을 완료하여, 연간 5%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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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PU

• 나일론 필름 (식품포장용, 제약용,  

리튬2차전지용)

•폴리에스터 필름 (포장용, 광학용, 산업용)

나일론필름 글로벌 3위 공급 능력 보유 / 글로벌 리더로 도약 

폴리에스터 필름의 Specialty 제품 확대를 통한 Market Leader로의 성장 기반 구축

나일론 필름은 충격강도, 내핀홀성, 인쇄성, 산소차단성이 우수하여 식품 포장, 제약 포장 및 리튬2차전지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필름 PU는 축적된 기술 Know-how를 바탕으로 안정된 품질로 일반포장용 뿐만 

아니라 레토르트용, 제약용, 이접착용, 리튬2차전지용 등 다양한 고기능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구미, 대전에 이어 중국의 가흥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였고, 2018년 가흥공장의 증설을 통해 나일론 

필름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필름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 내열성, 인쇄성이 우수한 소재로 포장용에서부터 전기전자분야까지 

폭넓은 산업영역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혁신을 통해 차량 및 건물 

Window용, 광학용, 전기전자용 등의 고부가치 제품 분야로 진출하여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Neochem PU

Optical Film PU

•삼불화질소 (NF3 )

•20% F2 / N2 혼합가스

•TAC 필름

반도체, Display, Solar 등 첨단제품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NF3 생산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Display, 태양전지 등에 사용하는 산업용 특수가스, 삼불화질소 (NF3 Gas)를 자체적

으로 개발한, Neochem PU는 최신 설비와 화학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Display 시장의 확대 추세에 발맞춰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증설,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

했으며 특수가스 전문 생산업체를 목표로 다양한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광판용 TAC 필름 자체개발 · 생산

TAC 1호기 연간 5,000만m2, 2호기 연간 6,000만m2로 총 11,000만m2 생산능력 보유

Optical Film PU는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LCD 편광판 내의 PVA 편광필름을 보호해주는 

TAC (Tri-Acetyl Cellulose) 필름을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9년 울산에 LCD용 TAC 필름 공장을 건설, 한국 업체 최초로 TAC 필름을 양산 중이며, 2013년 옥산에 

완공된 TAC 2호기 공장 가동으로 연간 1억 1,000만 m2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스플레이 최대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여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자재료 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TAC 필름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필름을 개발하여 다양한 광학용 필름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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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에스㈜ (구, 노틸러스효성㈜)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ITX㈜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갤럭시아디바이스㈜

금융자동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 제조, 
유지보수, 금융VAN, 아웃소싱 서비스 등 
금융 자동화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을 통해 가상공간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효성은 국내 유일하게 FULL 
LINE-UP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융복합 네트워크 솔루션

무선 인프라 관리 및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스마트존 (Smart Zone) 플랫폼 
등의 차별화된 기능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 (Smart City), 스마트 관광사업 등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솔루션 (와이파이 AP)을 
제공합니다.

INFORMATION	&	
COMMUNICATION

정보통신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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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에스㈜
(구, 노틸러스효성㈜)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지점혁신 솔루션 •환류식 지폐 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출금기
•공과금자동수납기  •모출납 자동입출금기
•비디오 뱅킹 솔루션 •Multi-vendor Solution
•Omni-channel Solution •MoniManager
•ATM Total 아웃소싱        •MyCashZone 
•SmileEDI                     

• 데이터센터 인프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 

•인프라 매니지먼트 서비스

•스마트 영상보안 · 분석 솔루션

•산업별 빅데이터 솔루션

국내 ATM 시장 점유율 1위 · 세계 30여 개국 수출

미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ATM 시장 점유율 1위

1979년 출범한 효성티앤에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자동화 종합솔루션’ 

기업을 지향하고 사용자에게는 편리함과 믿음을, 고객에게는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금융 IT산업의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1980년 국내 최초의 컴퓨터 전문공장 설립에 이어 1983년 국내 최대의 

금융자동화기기 전문 연구소를 설립,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투자를 

통한 다양한 솔루션 및 선진 금융서비스 자동화 시스템 개발로 금융산업

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국내 ATM 시장에서 부동의 M/S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효성티앤에스는 

지난 1998년 수출 시작 이래 미국, 인도네시아 ATM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를 차지하는 등 자체 개발한 ATM을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 수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CT 통합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ICT 환경 구축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혁신 지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1985년 국내 최초로 공공, 금융기관에 메인  

프레임과 디스크를 공급하는 IT 전문기업으로 탄생하여, 금융, 제조, 공공, 

통신 등 전 산업분야와 SI 업체 약 1,700여 곳에 IT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급해왔습니다.

업계에서 검증된 신뢰도와 글로벌 기술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스토리지, 

서버 등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이루는 주요 인프라를 비롯해,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 및 서비스를 

공급하며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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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ITX㈜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컨택센터 (Contact Center)

•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정보통신시스템 설계 · 구축 (System Integration)

•시스템 유지보수 (System Management)

•디스플레이 솔루션 (Display Solution)

빅데이터 기술력과 대규모 IT 인프라 보유

IT 서비스부터 CRM 채널 관리까지 고객에게 토탈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효성ITX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IT 서비스 기업

입니다. 

효성ITX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컨택센터 

사업,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고 IT시스템을 설계 · 구축하는  

IT 서비스 사업, 영상기기의 판매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솔루션 사업 등을 통해 기업 비즈니스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IoT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이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고객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 건축경관조명, LED 조명기구 전문제조 기업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LED 디스플레이와 LED 조명 시스템을 개발 · 제조 

하는 LED 응용분야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영상장치로 사용되는 LED 디스플레이 제조, 건축물의 경관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Media Façade) 설계 및 설치, 그리고 가정용 LED 

조명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LED 디스플레이

는 선명하고 깊은 색상 구현과 초대형 3D 화면 최초 구현 등 매년 새로운 

기술과 신뢰성 높은 제품으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면 빌딩들이 화려한 영상을 표출하면서 거대한  

예술작품으로 변모하는 새로운 시 · 공간예술의 한 분야인 미디어 파사드 

설계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개발역량을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Full Line Up 

백색 LED 조명을 생산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어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환경에 최적화된 조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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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갤럭시아디바이스㈜

핀테크 시장의 종합금융플랫폼서비스 선도기업

국내 유일의 통합전자결제 솔루션 원천기술 보유 기업인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는 앞선 기술력과 서비스 경쟁력으로 전자결제, 편의점

선불결제, 모바일커머스 및 금융플랫폼서비스로 온 · 오프라인 결제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발행 · 유통한 노하우와 국내 편의점 

선불결제 시장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상품권 · 쿠폰 교환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모바일 플랫폼인  

‘머니트리 (Money Tree)’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합금융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기기 부품기반, ATM Roller 및 Unit 생산, 광센서, Motor 등  

개발 및 생산

갤럭시아디바이스는 휴대폰용 Button 및 키패드, Rubber와 ATM용  

롤러 및 Unit 등을 공급하는 IT 부품소재 기업입니다. 

Mobile Phone, PDA, Key phone, Remote controller 등의 단말기 및  

다양한 OA기기 상에 위치한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제품의 

설계, 개발, 금형 제작, 제조 (핵심공정 내재화), 품질보증 등 전 부문에 걸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난 30여 년간 삼성전자의 무선, 프린터, 

영상 분야 협력 파트너로 함께 해왔습니다. 아울러 ATM기기 내에서  

지폐를 분리 유도하는 Pick up Roller의 국산화 개발 및 ATM 핵심부품인 

F-Roller, G-Roller의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ATM Machine, 수표입출금기 등 다채로운 곳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의 주요 Unit & Module의 개발 및 생산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사업과 ATM 부품 사업을 필두로 현재 Sensor, Motor 등 신규 

부품 사업으로 진출해 일류 부품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구축

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IoT 산업분야를  

주도할 핵심 부품 발굴과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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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더클래스 효성㈜

•효성토요타㈜

•더프리미엄효성㈜

•㈜FMK

•효성프리미어모터스㈜

•㈜아승오토모티브그룹

•갤럭시아코퍼레이션㈜

•신화인터텍㈜

차별화된 선진 금융기법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효성캐피탈은 할부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대출, 팩토링 금융 등 
차별화된 선진금융 기법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TOTAL SERVICE FOR GLOBAL 
AUTOMOBILE

메르세데스 벤츠, 토요타, 렉서스, 
마세라티, 페라리, 재규어, 랜드로버와 
같은 세계적인 명차에 대한 신차 
상담에서 구매, 금융, A/S, 중고차 
처리까지 품격있고 차별화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IRST SPORTS WARE FOR 
ATHLETES

세계 최초의 운동선수용 기능성 의류로 
시작한 언더아머는 전 세계 스포츠인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서 혁신적인 
소재와 디자인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THER	AFFILIATED		
COMPANIES

기타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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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더클래스 효성㈜

•리스금융 : 설비 리스, 의료기 리스, 수입차 / 국산차 리스 등

•할부금융 : 수입차 / 국산차할부, 중고차할부, 내구재할부, 산업재할부 등

•대출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스탁론, 축산물담보대출 등

•기업금융 : 운영자금대출, CB/BW투자, Project Financing, 팩토링 등

효성캐피탈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리스, 할부, 대출, 

투자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스타리스와의 합병 이후, 국내 설비리스 및 의료기리스 업계 1위

의 업무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입차 및 국산차리스, 중고차할부,  

내구재할부, 주택금융, 스탁론 등의 다양한 개인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운영 자금대출, 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인력 확보, 현대중공업과의 합작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지방 영업 확대, 신IT시스템 구축,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상담센터, 차별화

된 고객서비스 제공,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전 부문에 걸친  

인프라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Total Credit Solution Provider 라는 슬로건

을 내걸고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닌 메르세데스-

벤츠가 선택한 최고의 공식 딜러입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대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끊임 없는 투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서울 강남대로에 자동차 전용 전시장

을 중심으로 분당정자 전시장과 송파 전시장 그리고 안양평촌, 천안, 청주, 

구리, 용인수지,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을 통해 100년을 이어 온 독일의 

고품격 명차 메르세데스-벤츠를 판매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강남대로, 도곡, 서초, 송파, 죽전, 안양평촌, 

천안, 청주, 용인 수지, 구리 서비스 센터를 운영, ‘벤츠를 벤츠답게’ 만드는 

품격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죽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차 상담에서 구매, 금융, A/S, 인증 중고차 매입 및 판매까지 토탈 서비스

를 제공하는 Premium Lifestyle Provider, 더클래스 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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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토요타㈜

㈜FMK

더프리미엄효성㈜

효성프리미어모터스㈜

효성토요타는 TOYOTA 공식 딜러로 2009년 10월 출발하여 단순히 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하고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고객님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효성토요타는 서초 전시장을 중심으로 강서, 평촌의 전시장과 서초, 강서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

이고, TOYOTA 딜러 최초 ‘ kodawari ’ 인증을 획득, CR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성토요타는 고객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다시 선택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FMK는 페라리와 마세라티의 국내 공식수입사로 2007년 6월 설립,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사업

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차별화된 VVIP  

마케팅 활동, 고객서비스 프로그램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MK는 럭셔리 카브랜드로서 쌓아온 역사와 

장인정신, 레이싱 DNA를 기반으로 축적된 최상의 기술력, 이탈리안 특유의 

감성을 담은 문화마케팅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이탈리안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더프리미엄효성은 호남지역에서 렉서스, 토요타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  

토요타자동차 공식딜러입니다. 렉서스는 ‘세계 최고와 어깨를 겨루는 품격

있는 차를 창조한다.’ 는 정신으로 ‘소유의 즐거움’ 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xperience Amazing’ 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지속적인 브랜드가치 

제고와 고객만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는 고객 제일주의 

‘Customer First’ 를 통해 최적화 된 가치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자동차로  

고객의 즐겁고 풍요로운 생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프리미엄

효성은 One-Stop Total Service를 통해 광주, 전주지역의 전시장 및 일반 

정비 (GR) 센터, 호남 최대 규모인 광산 (BP) 서비스센터를 운영 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품격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효성프리미어모터스는 2016년에 출범하여 부산, 울산, 포항 및 순천지역

에서 재규어 랜드로버를 판매하고 있는 공식딜러입니다. 

재규어 랜드로버 고유의 ‘British Luxury’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부산, 영남권 내 브랜드 최대 규모의 종합서비스센터, 신차,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효성프리미어모터스는 고객 제일주의를 원칙으로 재규어 랜드로버 고객

들에게 효성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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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승오토모티브그룹

신화인터텍㈜

갤럭시아코퍼레이션㈜

아승오토모티브그룹은 세계적인 Tuning Brand인 Brabus, ABT, Tech Art 

및 AC Schnitzer 컴플리트카 및 튜닝부품의 국내 유일의 독점 수입사이며, 

세계 최고수준의 고성능차량을 직접 체험 가능한 One stop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2017년에 서울 반포동에 마련하여 국내 자동차 Tuning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LCD TV BLU용 광학필름 및 기능성 Tape 시장의 선두업체

신화인터텍은 1983년 브라운관 TV용 테이프를 양산하면서 디스플레이 

소재사업에 본격 진출하였고 2004년 이후 LCD TV BLU (Back Light Unit)용 

광학 필름 사업을 시작하면서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의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 대만의 LCD 패널 생산기업, 일본

의 SET 메이커, 중화권 6대 SET 메이커, 유럽의 VESTEL 등 전 세계 TV 

메이커 및 LCD 패널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LCD BLU용 광학필름 시장의 

선두업체입니다. 

신화인터텍은 뛰어난 기술 개발력을 바탕으로 광학 필름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트렌드에서

도 선도적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신화인터텍은 현재 국내 및 해외 4개 

사업장을 두어 글로벌 공급능력 확대와 현지화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함

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혁신적인 선행기술의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갤럭시아코퍼레이션은 미국의 스포츠 퍼포먼스 의류 브랜드인 언더아머 

(UNDER ARMOUR)의 국내 정식 유통사입니다. 

언더아머 브랜드 미션 ‘To make all athletes better’ 에 맞는 Athlete 대상 

스포츠마케팅에 치중하여 현재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No 1 브랜드로 국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2011년 청담직영점 오픈을 시작으로 가두점 5개점, 백화점 64개점,  

몰 10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2014년 2월부터 LCD용 필름 뿐만 아니라, 

Mobile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OLED용 고기능성 필름 및 테이프를 삼성

전자에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차세대 아이템인 고색재현 필름, Flexible 

OLED용 필름, 다기능 복합 테이프 등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

니다.



꿈을 실현하는 기술,
효성의 기술력이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효성은 1971년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 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5개의 세계 1위 제품과 

수많은 일류 제품 · 브랜드를 탄생시키며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정보통신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세계인의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기술과 연구 개발에 대한 경험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앞으로도 탐험가 정신으로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의 세계를 개척하겠습니다. 



•효성기술원  _R&DB LABS

•중공업연구소  _POWER & INDUSTRIAL SYSTEMS R&D CENTER

•강선연구소  _STEEL WIRE TECHNICAL CENTER

•기술연구소  _TECHNOLOGY R&D CENTER

RESEARCH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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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국내 최초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로 설립된 효성기술원은 1970년대 우리 나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합성섬유 분야의 연구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학원료 및 제품, 신소재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2006년 9월에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중앙연구소와 

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합하여 효성기술원을 출범시켰으며, 2011년도에는 10대 핵심기반기술을 바탕으로 5대 연구 Group으로 개편하여  

그룹의 신사업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효성기술원은 향후 회사 성장의 근간이 될 미래유망 신사업에 대한 연구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분야에 대한 신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조기에 실용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DB	LABS
효성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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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연구성과

•섬유연구 Group (산업용 신섬유, 의류용 기능성 섬유) •중합연구 Group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합물, 촉매)

•필름연구 Group (광학용 필름, 산업용 필름) •기능성재료연구 Group (탄소섬유 및 복합재료, 멤브레인)

•전자재료연구 Group (나노재료) 

2018 R-TPO(Reactor made Thermoplastic Olefin) Grade 개발

2017 PET Recycled 난연사 개발, PET Automotive용 원착사 개발,  

고충격 투명 PP Grade 개발, 가압형 중공사막 환경신기술 인/검증  

획득, NY Green 원착 고강력사 개발, POK평막 모듈 제조 기술 개발,  

NY/PET 멜란지 복합사 개발, Pipe fitting용 PK Grade 개발,  

내마모 기어용 PK Grade 개발, LCD 복합시트용 PET 필름 개발

2016 PET White 원착사 개발, PPR 장기내압성 차별화 제품 개발,  

동절기용 CD 전선관 Grade 개발, 고 Max. DR Spandex 개발,  

POK 산업용 유공압 튜브 Grade 개발, AMC 소재 중공사막 인증 획득

2015 PET 소취섬유 개발, 고경도 Normal AG 필름 개발,  

아라미드 / 방탄 Solution 개발, 고유연/고충격 POK 컴파운드 개발,  

라지토우 탄소섬유 개발, YAG 및 LuAG 형광체 개발, 광발열 섬유 개발,  

PET 고강력 중공사 개발 

2014 차별화 복합사 개발 (원착, CD PCP), 원착Robic 개발,  

고속사출용 약전 PP 개발, 고강성 난연 POK 컴파운드 개발,  

압력용기용 탄소섬유 개발, POK 평막 고온수처리 적용 공정 개발

2013 Solvent free Spandex 개발, PET 발수사 개발, NY66 ATY 원사 개발, 

GF-PPR 개발, 압출코팅용 grade 개발, 세계 최초 신소재 폴리케톤

(POK) 개발 및 상용화, VA 위상차필름개발, 초광폭 TAC 필름 개발, 

LCD 확산판용 PET 필름 개발, Touch screen용 투명도전 필름 개발, 

고강도 중탄성 탄소섬유 개발, 가압형 중공사막 모듈 인증 획득

2012 Diaper OETO용 太 denier스판덱스 원사 개발, 헬스케어/원적외선  

섬유 개발, UHPT용 Rayon-like PET 개발, 고품위염색용 시트벨트  

원사, 아라미드 細 denier 원사 개발, 고광택고강성 PP 개발,  

3D FPR용 TAC 필름 개발, 2차 전지 Cell-Pouch용 NY 필름 개발,  

TV용 저 Haze AG Film 개발, 고내열성 프리프레그 개발,  

침지형 중공사막환경신기술 공정인증 획득, 중직경 CNT 개발

2011 친환경 편광판 보호 필름 기술 개발, TV용 반사방지 필름 개발,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고내열/고신도 스판덱스 개발,  

고기능성 PET 이형단면사 개발, Broad woven용 초저수축사 개발

2010 고내염소성 스판덱스 개발, 고기능성 나일론 이형단면사 개발 

(Aqua-X), 고감성 나일론 이형단면사 개발 (Rexy),  

전자재료용고부가 PP grade 개발, Lap-top용 박막 필름 개발

2009 스포츠웨어용 고발색 PET 원사 (Prizma), LCD 보호필름용 투명PP 

grade, 프로판 탈수소용 고밀도 촉매, 이방도전성필름 (ACF) 소형 

LCD용 Normal grade, 내열/이접착 나일론 필름

2008 보온성 폴리에스터 섬유 (Aerowarm),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장섬유 

(Regen), 파라아라미드 섬유, ARS용 원착사, 300ml 자판기용  

생수병, 2000ml 43g 경량화 생수병

2007 이방성도전필름 (ACF), 난연 Prizma 원사, ARS용 초고강도  

PET원사, Window용 PET필름

2006 폴리에스터 Askin사, 폴리에스터 저수축사, 폴리에스터도전사,  

C&L fabric용 폴리에스터 발수사, 나일론 본딩사 

2005 고순도 불소가스, 폴리에스터 잠재권축 복합사 (Xanadu 55),  

산업용 폴리에스터 난연사, 내알칼리성 스판덱스, 원착 스판덱스 

2004 은나노섬유 ‘마이판 나노 매직실버’, PVA 섬유, High set 스판덱스,  

마이크로 폴리에스터 가공사, Polypropylene 중합용 촉매 

2003 PEN 타이어코드, Lyocell 타이어코드, Zn-free 스판덱스,  

Multi-Layer 방식의 PET 맥주병

2002 형광 스판덱스, 내열 스판덱스, 내염소 스판덱스, 항균 나일론섬유,  

폴리에스터 필름, 나노 복합막

2001 폴리에스터 초극세 섬유 (0.2 데니어), PTT BCF 카페트,  

나일론 필름용 수지

2000 심초형 나일론 축광사, DH 촉매, HIPP, Butene random PP

1999 폴리에스터 극세섬유, 원적외선 나일론 원사

1998 HTS 특수사, Bottle용 CoPEN 수지, 수용성 키토산

1996 에어백용 원사, 합성수지

1994 항균항취 카페트, 중공사막필터 정수기

1993 나일론 중공사, 폐수정화 미생물제 ‘PREMO’

1992 나일론 극세사, 건식 스판덱스

1989 Full-Dull 폴리에스터 원사

1987 나일론 66 수지

1986 폴리에스터 중공사

1984 PP 수지, 에폭시 수지

1983 나일론/폴리에스터 마이크로화이버, 나일론 도전사, 인조스웨이드,  

인조잔디

1980 나일론 6 수지

1978 카페트용 BC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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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국내 최초로 765kV 초고압 변압기와 800kV급 초고압 차단기(Gas Insulation Switchgea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중공업연구소는 1978년 설립 이래 국내 중전기기 기술 개발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최근 

에는 미래 직류 전력망(DC Grid)이라는 전력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ESS, STATCOM, 전압형 HVDC를 개발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제품 / 서비스 / 운영 시스템을 결합한 설비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솔루션 구축 및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POWER	&	INDUSTRIAL	
SYSTEMS	R&D	CENTER
중공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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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연구성과

•전력기기용 해석 프로그램 개발  •STATCOM (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

•ESS (Energy Storage System)  •전압형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ystem)

•전력설비 자산관리솔루션 (AHMS, Asset Health Management Solution)

2018 20MW BTB MMC HVDC 실증사이트 구축 및 실증 시험 완료,  

시험 기술 확보 / 400MVar 급 MMC STATCOM 준공 (한국전력 신영주,  

신충주 변전소) / 국내 최초 154kV 변전소 Asset Management 

Solution 개발(AHMS)/SK에어가스 AM 시스템(154kV 변전소),  

포스코 스마트변전소 AM 시스템 구축(154kV 변전소), 모잠비크  

전력청 AM 시스템 수주(114kV 이상 64개 변전소), 한전 AM 알고리즘 

개발 위탁과제, 철도기술연구원 전기설비 유지보수 고도화 용역 수주 

2017 통합 ESS Control Solution 개발, 김제변전소 옥내형 FR용 48MW 

ESS 스테이션 상업운전, 태양광연계용 ESS (영흥 7MW / 18MWh, 

해남그린 8MW / 33MWh, 삼천포 12.5kW / 32MWh등 50.3MW / 

160MWh 설치)

2016 한전 주파수 조정용 2MW ES PCS 개발 (한전 3차 사업 수주, 김제

변전소 48MW), 에너지 독립섬 MG 시스템 개발 (가파도 3.25MW / 

3MWh, 거차도 250kW/500kWh), 미주향 1MW급 옥외형 PV PCS 

개발 (UL 인증 획득, CEC효율 98%), 154kV급 변압기/GIS용 Asset 

Management Solution 개발 (국내 최초), 저압고출력 315~400Fr.  

유도전동기 개발 (315Fr. 4P IE3 효율인증), IE4급 LS-SynRM 3.7kW 

개발 (세계 최초 직입구동 자기저항형 동기 전동기 개발)

2015 영흥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개발 (국내최초, 4MW P 

CS / 16MWh Battery),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사옥 에너지 절감용 

ESS(1MW PCS / 2MWh Battery), 150MW급 MMC STATCOM KEMA 

인증 획득, IE4 슈퍼프리미엄급 SynRM 전동기 45kW 이하 Line up

2014 신재생 에너지 연계형 MW급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20MW급 VSC HVDC 개발, 150MW급 MMC STATCOM 개발 

2013 도서지역 Off-Grid용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IE4 슈퍼프리미엄급 SynRM 전동기 

2012 1MW급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250kW/500kW PV PCS,  

전기차용 80kW PMSM 전동기 및 드라이버, 전기차 충전 시스템,  

변압기 부분 방전 진단 시스템 

2011 전력저장용 20kW · 800kW PCS, 해군 차세대 중어뢰용 추진 전동기,  

50kW급 EV 구동 모터 (HMC 전기자동차 ‘Ray’ 적용), 변압기유중가스 

진단 솔루션 (HiDGA), IEC-61850 기반의 154kV 주변압기용 IED / 

170kV GIS IED 

2010 60kW급 EV 구동모터 (HMC 전기자동차 ‘Blue-On’ 적용), 잠수함용 

대용량 추진 전동기, 750kW급 DFIG타입 풍력발전 시스템용 PCS 

2009 100MVA STATCOM

2008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 (3kW, 50kW, 250kW), 1kW급PEMFC  

가정용 발전 시스템, 친환경 25.8kV 25kA Dry AirInsulated 

Switchgear (D'AIS) (국내최초), 245kV 40kAMotor Direct Drive 

Mechanism (MDDM) GIS

2007 154kV 가스변압기, 2MW급 풍력발전시스템

2006 10MVA STATCOM, GIS용 부분방전진단 시스템,  

송전급FACTS 기기 핵심부품 국산화 (국내최초)

2005 750kW급 풍력발전시스템, 100kwW급 연료전지용 PCS,  

36kV 31.5kA GIS

2004 245kV 50kA 급 GIS (국내최초), 25.8kV 25kA GIS  

(적용 규격 변경, 국내최초), 24kV 40kA 3000A GIS (국내최초) 

2003 362kV 50kA GIS (국내최초), 154kV 80MVA UPFC (FACTS)  

pilot plant (국내최초)

2002 Substation automation system, 300kV 40kA GIS

2001 154kV 40MVA FACTS용 변압기, 극간콘덴서 불용형170kV  

가스차단기

2000 배전용 디지털 보호계전기

1999 800kV 초고압 차단기, 765kV 변전기기 예방진단 시스템, 200kW  

가스엔진 열병합시스템, 팩키지형 CNG충전시스템, 원자력 발전소용 

Q-class 대용량 전동기, 362kV 63kA 8000A GIS (세계최초)

1995 Gas turbine co-generator, 철도차량용 견인전동기

1992 765kV 변압기 (국내최초)

1987 70kV 31.5kA 1200A GIS

1986 Amorphous transformer (국내최초)

1984 54kV 상분리형 변압기 (3ph 154kV 386MVA)

1982 원자력 발전소용 345kV 변압기 (1ph 345kV 1187MVA/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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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WIRE		
TECHNICAL	CENTER
강선연구소

타이어보강재 (Steel cord, Bead wire) 생산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1986년 설립된 강선연구소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강도 (Ultra-high Tensile Strength) Steel cord 적용을 통한 타이어 경량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타이어의 환경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기초기술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이 연구소를 준공하여 이전하였으며, 

‘Global Excellence’ 달성을 위한 기술확보를 위해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 생산 기지에 Technical Center를 설립하여 글로벌 고객 요구

에 빠르게 대처하는 등 끊임없는 도전을 통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선연구소는 연구 설비 및 고급 연구인력 확보 등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인정하고 체감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에 대한 기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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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연구성과

강선 가공기술 개발 

•철강 재료 열처리 기술

•도금 및 표면처리 기술 

•습식신선 공정조건 설계 및 최적화 

•최적화된 인발공정 설계

•연선 Mechanism 연구

타이어 특화 연구

•친환경 타이어보강재 

•하이브리드 타이어보강재

•차세대 타이어 특성연구

•독자규격 개발

Steel Wire 응용분야 연구

•극세선 Wire 개발 

•특수재료 선재 개발

•산업용 제어 Cable 개발

2017 친환경 타이어용 고강도 아연도금 Steel cord 개발,  

Diamond wire용 극세선경 Steel wire 개발

2016 LTR Carcass용 UT급 극세선경 Steel cord 개발

2015 신개념 타이어 보강재 개발 (Hybrid cord)

2013 Technical Center 중국 분소 설치, 고성능 연선기 개발

2012 세선경 Saw wire 개발, Diamond wire 개발,  

베트남 공장 Beadwire 제조공정 설계 및 최적화

2011 Technical Center 베트남 분소 설치, 중국 청도공장  

Saw wire 제조공정 설계 및 최적화

2010 베트남 공장 Steel cord 제조공정 설계 및 최적화

2009 Mono Wire 개발

2008 중국 남경공장 Steel cord 제조공정 설계 및 최적화

2007 Saw wire 제조공정 설계 및 최적화

2006 UT (Ultra Tensile, 4000 Mpa) Steel cord 개발

2005 습식신선 윤활액 재생방법 개발

2004 중국 청도공장 Steel cord 제조공정 설계 및 최적화

2003 Steel cord 신제조공법 개발, Brass 도금방법 개선

1999 연비 효율이 좋은 NT (Normal Tensile, 2850 Mpa),  

HT (High Tensile, 3300 Mpa),  

ST (Super Tensile, 3650 Mpa) Steel cord개발

1998 Bead wire 신제조공법 개발

1996 Brass 도금효율 향상기술 개발

1987 타이어보강재 제조공정 설계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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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금융자동화기기 전문 연구소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력을 보유하고 자동화기기, 단말, 핵심모듈을 자체 개발하

고 있는 기술연구소는 1983년 설립 이래로 각국의 지폐 감별 기술을 구현하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EMV, EPP, CEN, UL 등 해외 시장에

서 요구하는 다양한 표준규격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금융 IT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소의 목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자동화기기 기술력을 확보, 금융서비스 산업의 안전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TECHNOLOGY	R&D	CENTER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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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연구성과

•ATM 개발 (Mechanism / 전자부 / Software) •Mechatronics, Robotics 신기술 개발

•요소기술 개발 (제어기술, 소자기술, 회로기술)

2018 美 금융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기능을 적용한 Present 

BRM 개발, 지점의 현금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금고를 열지 않고  

현금 보충/회수 가능한 Transit BRM 개발, 美 Retail 시장의 출금기  

카세트를 소형화 하고, 고객 편의성을 증대한 CDU 개발, 현금 수납  

용량을 늘려 기기의 實가동시간을 증가시킬 CCIM 개발, 은행의 ATM 

UI 개선과 Multi-Vendor SW 니즈를 반영한 SW솔루션 (WARP) 개발

2017 리테일 시장 확대를 위한 중고가형 신규 ATM ‘MX2800SE’ 개발,  

내수 Kbank Multi-ATM 개발, 옴니채널 기반 차세대 ATM S/W  

플랫폼 WARP UX/UI 개발, 훼손권 검지 알고리즘 개발, Dual CPU  

제어기술 개발, Linux OS기반 C/XFS 사양 지원 Linux ATM S/W개발

2016 보안성 및 성능이 향상된 Standard ATM ‘MX8600S, MX5600S’  

개발, 최적화된 지점 솔루션 ‘Mini-NBS’개발, 은행 TCO 절감형  

‘Micro ATM’개발, 새로운 디자인의 High end ATM ‘MX7800 Series’ 

개발, 모바일 Retail ATM 관리 솔루션 ‘MoniMobile’개발

2015 내수 Full Function New Branch Solution (신한은행 Digital Kiosk) 

개발, 수출용 입출금기 신제품 (MX7800 Series)개발, 계원용 ATM

을 활용한 New Branch Solution (MS500SE) 개발, Mobile ATM 

Solution (MARS) 개발 

2014 현금/수표 동시 환류기 (CCRM) 개발, 계원용 ATM (TCR)  

Line up 개발 (Under/High Counter), Retail Banking용 신제품  

개발 (NH2600SE, MX5200), 비트코인 ATM 개발, 다파장 감별 기술  

개발, 금속 이물질 감지 기술 개발, Video Banking Solution 개발 

2013 표준 Hybrid ATM 개발, Full Function New Branch Solution  

(Self Service Banking, Video Banking) 개발, 수출 Retail Banking

용 Halo ATM 개발, Global BRM 을탑재한 현금입출금기 (MX8200CL, 

MX8600 등) 개발, 내수시각장애인용 ATM 개발, ATM Multi-Vendor

용 ATM Software ‘MoniPlus 2S’ 개발

2012 New Branch Solution (Self Service Banking, Video Banking) 개발, 

계원용 ATM (TCR) 개발, 내수용 수표/현금입금 통합 모듈 (BRM11)  

개발, 통장자동발행기 개발, 지폐정사 (Fitness Check) 기술/지폐  

시리얼 번호 고속 인식기술 개발, CEN 금고 Line-up 구축 (Grade L, 

Ⅰ, Ⅲ, Ⅳ), ATM Software ‘MoniPlus’ 국제 보안 규격 인증

2011 수출형 수표/현금 입금 통합 모듈 (CCIM) 개발, New Branch Solution 

(Hybrid ATM) 개발, Global BRM을 탑재한 환류식 ATM (8000A, 

8000TA) 개발, 금고 보안성부문 유럽표준 위원회 인증 획득 (CEN 

Grade Ⅲ), 키오스크로봇 한국 마사회 시범 운영

2010 Island (Bunker type) ATM 개발, 차세대 High-End CDU개발,  

금융서비스 로봇 시범 사업자 선정 (지식경제부), I-PBM  

(잉크젯 통장 프린터) 개발, 업계 최초 Windows CE기반  

Embedded 시스템용 NDC Application 개발

2009 국내 최초로 개발한 BRM을 탑재한 차세대 환류식ATM  

(Ubitus 8100) 개발, 유럽중앙은행 지폐감별 인증 획득 

2008 수출형 현금입금모듈 (BNA), 수출형 수표입금모듈 (BCA)개발,  

모출납자동입출금기 개발, 환류식 동전 · 지폐 ATM개발

2007 현금수표자동출금기 신기종 개발 (SCDP2), 금융권 수출용 고성능 

ATM (MX 7600series) 개발, 수표 스캐너 인식입금기 (CSM) 개발

2006 미국 금융권용 고성능 Drive-up ATM 개발,  

중국 ISO시장용 New Lobby ATM (NH 5050) 개발,  

신지폐 대응다기능 ATM (T2 ATM) 개발

2005 멕시코 수출용 공과금수납기 (Bill payment system) 개발,  

중국 수출용 현금자동출금기 (MX 5600) 개발

2004 거래내역 프린터 (A4 size) 개발, 벽면설치형 ATM 개발

2003 벽면 설치형 및 차량운전자 거래용 (Drive-up)  

현금자동출금기 개발, 지로공과금 수납기 개발

2002 고기능 현금자동입출금기 (T1 ATM) 개발, 미국 수출용현금  

자동출금기 (MB 1500) 개발

2001 탁상형 현금자동출금기 신기종 (NanoCash-3000) 개발

2000 탁상형 현금자동출금기 (NanoCash-2000) 개발, VAN CD개발

1999 미국 수출용 현금자동출금기 (MB-3000) 개발

1998 미국 수출용 현금자동출금기 (Mini Bank) 개발

1997 수출형 현금출금Unit (CDU-M) 개발

1996 환류식 현금자동입출금기 (RATM) 개발, 은행 영업점서버  

(Branch processor) 개발

1995 비환류식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개발

1994 현금수표자동출금기 (CD) 개발, 통장프린터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앞장서서 실천합니다

효성은 기업의 이익을 이웃들과 나누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에코시스템 (Creating Social Eco-system)을 구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HYOSUNG CSE (Creating Social Eco-system)

효성은 금전 기부 활동이 대부분이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생태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회적 에코시스템을 

창조(Creating Social Eco-system)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CSR 토대에 CSE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과 시민사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모델을 정립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_ECO-CONSCIOUS MANAGEMENT

•나눔경영  _SHARING-BASED MANAGEMENT

•윤리경영  _ETHICS MANAGEMENT

CREATING 
SOCIAL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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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CONSCIOUS	
MANAGEMENT

깨끗한 환경, 건강한 미래를 위한 효성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빛, 깨끗한 물, 시원한 바람... 우리의 삶은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워 집니다.   

효성은 이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어제보다 풍요롭고 더 깨끗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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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는 환경은 지구의 생명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 

시킨 프리미엄 효율 전동기, 고효율 펌프,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 CNG 충전설비, LED, 저온 

가공 원사 등 저탄소 녹생성장시대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자연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지구의 건강을 

살리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되찾기 위한 친환경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폐수처리, 메탄가스 

재활용, 친환경 원사 등 친환경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CO2 저감, 고효율 에너지
폐기물 정화 및 리싸이클

•리사이클 원사 리젠

•저온 세팅성 스판덱스 섬유

•에너지 저장장치

•친환경 CGIS (DAIS)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프리미엄 효율 전동기

•고효율 펌프

•수소 / CNG 충전설비

•폐수처리 설비

•LED

그린경영
기반조성

녹색사업
수행강화

녹색구매
확대

기후변화
대응선도

녹색
기업이미지

구축신성장동력
창출

효성 그린경영
Vision 2020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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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BASED	
MANAGEMENT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효성이 실천합니다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과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의 3대 과제인 취약 계층지원, 문화예술후원, 호국보훈을 중심으로 효성이 펼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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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경영 취약계층 지원 

지역나눔

•사랑의 쌀, 김장김치, 생필품 나눔 

•마포구 희망나눔 페스티벌 후원 

장애 어린이 / 저소득층 지원

•효성나눔봉사단 운영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여성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굿윌스토어 은평점, 세빛섬점 지원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지원 

글로벌 나눔

•베트남 무료진료 사업 (미소원정대) 

•해외 소외지역 아동 결연사업 

기타

•신입사원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나눔 / 독거노인 가정 돌봄 봉사활동 등)

•재난지역 복구 성금 (태풍, 산불, 화재 등)

•노을공원 숲 가꾸기 후원

문화예술후원

•장애 어린이 음악교육 

•폭력예방 뮤지컬 후원

•장애예술가 지원

•배리어프리 영화제작 후원

호국보훈

•6.25 참전용사 후원 (나라사랑 보금자리) 

•1사1묘역 봉사활동 (서울, 대전, 영천)

•군부대 북카페 기증

•건군기념 뮤지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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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신뢰는 제1의 경영원칙입니다

정도를 지키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Global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6968 | 

윤리경영 법규 및 규정 준수

“ 법규와 회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국가정책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와 사회 윤리규범을 준수합니다.

• 회사의 경영방침과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 건전한 이윤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공동일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고객 존중 경영

“ 기업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건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킵니다.

주주 중시 경영

“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며, 주주로부터의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 가치창출을 통해 경영성과를 높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증대합니다.

• 주주 및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합니다.

•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전한 이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임직원 존중 경영

“ 임직원 개개인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 임직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킵니다.

• 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 학벌, 지역, 성별,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 책임 경영

“ 기업은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성장하여야 합니다.”

•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환경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갑니다

효성은 생산 제품의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 12개국 35개 생산법인에서 주력제품의 글로벌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케팅, 생산기술, 서비스 등의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영능력을 강화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것입니다.



•연혁  _BRIEF HISTORY

•글로벌 네트워크  _GLOBAL NETWORK

ABOUT 
HYO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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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도전정신으로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효성은 한국경제 발전의 선두에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기간산업을 이끌어 온 효성의 역사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숱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 온 기업의 역사이며 한국 경제발전을 관통하는 커다란 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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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9 지주사 체제 전환 완료, 전주 탄소섬유 공장 증설, 

생산기술센터 설립

2018 인도 스판덱스 공장 착공, 베트남 바리우붕따우성 PP/DH 공장 착공, 

베트남 광남성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 ㈜효성, 존속법인 및 4개 사업

회사로 분할

2017 베트남 타이어보강재 공장 증설, 베트남과 프로판 탈수소 공장,  

PP 생산공장, LPG 저장소 건립 MOU 체결

2016 인도 차단기 공장 준공, 중국 취조우시 NF3 공장 착공,  

중국 청도 자동차용 카페트 공장 완공

2015 용연 폴리케톤 및 DH-2 공장 준공, 전주 탄소특화창업 보육센터 개소, 

효성 동나이법인 설립, 국내 최초 인도 및 파나마에 스태콤 수주

2014 현대차 미래형 컨셉카에 탄소섬유공급,  

알제리 1억불 규모 변전소 수주, 전북 창조경제센터 오픈, 세빛섬 개장

2013 모잠비크 태양광 발전소 수주, GWP 선포식 개최,  

효성나눔봉사단 출범, 탄소섬유 상용화 및 전주공장 준공,  

세계최초 신소재 폴리케톤 상용화 성공

2012 카타르 전력망 공사 계약 체결, TAC필름 증설,  

해상풍력 20M 전압형 HVDC 국책 과제 개발자 선정

2011 브라질 스판덱스공장 준공, 굿이어와 스틸코드 장기공급계약 체결 및 

글로벌 공장 2곳 인수, 세계적 에어백 직물 업체 글로벌 세이프티  

텍스타일스 (GST) 인수

2010 베트남 스틸코드 공장 준공, 브라질 스판덱스공장 설립 MOU 체결,  

카타르 전력망 사업 계약 체결, 국내 최초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

2009 Hyosung Way 발표, 아라미드 섬유 공장 준공,  

TAC 필름공장 준공, 스타리스㈜와 효성캐피탈 합병,  

2MW/ 750kW 풍력발전 시스템 DEWI-OCC국제인증,  

효성토요타 출범, 친환경 리싸이클 원사 GRS 인증

2008 터키 스판덱스 공장 준공, 중국 남통효성변압기유한공사 공장 증설, 

진흥기업㈜ 인수

2007 용연 NF3 공장 준공, 베트남 스판덱스/타이어코드 공장 준공,  

페트병 무균 충전 설비 신설, 태양광 발전소 1차 준공,  

㈜효성 매출 5조원 돌파

2006 굿이어와 타이어코드 장기공급 계약 체결 및 글로벌 공장 4곳 인수, 

독일 아그파 포토 생산설비 인수, 남통우방변압기유한공사 인수,  

동국무역 중국 스판덱스 공장 인수

2005 미쉐린과 스틸코드 장기공급계약 체결 및 미국 공장 인수,  

중국 가흥 나일론필름 공장 준공

2004 중국 주해 스판덱스 공장 준공, 중국 보정 배전변압기 공장준공,  

중국 가흥 타이어코드 공장 준공, 중국 서북전망공사와 초고압  

차단기 공급계약 체결, 구미1공장 나일론필름 공장 증설

2003 더클래스 효성㈜ 설립, 중국 광동성 효성광동안륜 유한공사 설립,  

중국 절강성 효성박막 (가흥) 유한공사 설립

2002 미쉐린과 타이어코드 장기공급계약 체결 및 미국 공장 인수,  

에어로쿨 세계일류상품 선정 

2001 선진경영시스템 ERP 도입, 중국 스판덱스 공장 준공,  

북경코카콜라와 페트병 장기 공급계약 체결

2000 구미 스판덱스 공장 준공

1999 효성컴퓨터, 초고압가스절연개폐장치,  

폴리에스터원사 (에어로쿨) 국산신기술 (KT) 마크 획득

1998 T&C, 물산, 생활산업, 중공업이 ㈜효성으로 합병,  

800kV 2Pole GIS 세계 최초 개발

1996 대전 나일론필름 공장 준공

1995 중국 페트병 공장, 대전 타일카페트 공장 준공

1992 안양공장 스판덱스 생산 개시

1990 스판덱스 사업 진출

1989 PP 및 프로필렌 사업 진출, 효성에바라㈜ 설립

1986 사무용 신기종 컴퓨터 POWER-5800 개발

1983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를 결합한 Microfiber원사 개발

1979 언양공장 페트병 최초 생산 개시

1977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준공

1975 한영공업 (효성중공업 전신) 인수

1973 동양폴리에스터㈜, 동양염공㈜ 설립

1972 타이어코드지 동남아지역에 첫 수출

1971 기술연구소 설립

1968 울산공장 준공

1966 동양나이론㈜ 설립

1957 효성물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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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된 전략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여개 사업장에서 2만여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는 효성은 오랜 기간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는 해외에서 70%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도 효성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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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효성의 글로벌 경쟁력은 탁월한 기술력과 더불어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빠르고 안정적

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지화된 전략적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효성은 일찍이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매진해 왔으며, 고객별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 R&D 네트워크

5 개 연구소 28 개 무역법인 29 개 무역사무소

국내 해외

생산 네트워크

국내 해외

16 개 공장 35 개 제조법인

Total 29 개 국가 114 개 사업장

15 개국 77 개 사업장

아시아

KORE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U.A.E.

VIETNAM QATAR

SAUDI ARABIA

10 개국 18 개 사업장

유럽 & 아프리카

GERMANY ITALY

LUXEMBOURG POLAND

ROMANIA RUSSIA

SPAIN TURKEY

UK SOUTH AFRICA

4 개국 19 개 사업장

북중남미

USA BRAZIL

MEXICO PAN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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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공장

세종공장

대전공장

전주공장

구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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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장

울산공장
강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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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연구소

Chaonan

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PITTSBURGH (USA)

HICO America Sales and 
Technology, Inc.

북미/중남미_

SOUTH HILL (USA)

GST LLC - South Hill

ENSENADA (MEXICO)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S.A. de C.V.

IRVING (USA)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DECATUR (USA)

Hyosung USA, Inc. (Decatur Plant)

TORREON (MEXICO)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SANTA CATARINA (BRAZIL)

COLMAR-BERG (LUXEMBOURG)

Hyosung Luxembourg S.A.

유럽_

MAULBURG (GERMANY)

GST GmbH - Maulburg

MILANO (ITALY)

Hyosung Europe S.R.L.

BAD S!CKINGEN (GERMANY)

GST GmbH - Bad S'ckingen

ISTANBUL (TURKEY)

Hyosung Istanbul Tekstil Ltd Sti

MURG (GERMANY)

GST GmbH - Murg

HAMMARSDALE (SOUTH AFRICA)

GST Automotive Safety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아프리카_

아시아_

JIAXING (CHINA)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DONG NAI (VIETNAM)

Hyosung Vietnam Co., Ltd. 
Hyosung Dong Nai Co., Ltd.

PUNE (INDIA)

Hyosung T&D India Pvt. Ltd.,

ZHANGJIAGANG (CHINA)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

QINGDAO (CHINA)

4개국 19개 사업장
USA  
BRAZIL
MEXICO  
PANAMA

북중남미

10개국 18개 사업장
GERMANY ITALY
LUXEMBOURG POLAND
ROMANIA RUSSIA
SPAIN TURKEY
UK      SOUTH AFRICA

유럽 & 아프리카

15개국 77개 사업장
KORE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U.A.E. 
VIETNAM QATAR 
SAUDI ARABIA 

아시아

NANTONG (CHINA)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CHANGSHU (CHINA)

GST Automotive Safety 
(Changshu) Co., Ltd.

SIGHISOARA (ROMANIA)

GST Automotive Safety RO S.R.L. 
GST Safety Textiles RO S.R.L.

CZESTOCHOWA (POLAND)

GST Automotive Safety Poland Sp. z o.o.

섬유_

울산공장 

나일론/폴리에스터 칩, 나일론원사

구미공장 

스판덱스, 폴리에스터원사,
폴리에스터 칩

대구공장 

염색가공

중공업_

창원공장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세종공장 

용접기, 태양광 인버터

효성굿스프링스 창원공장 

펌프

울산공장 

타이어코드지, 산업용원사,
아라미드, PET BCF

안양공장 

롤 카페트, 자동차용 카페트, 
나일론 BCF

경주공장 

스틸코드

대전공장 

타일 카페트, PP BCF

전주공장 

탄소섬유

산업자재_

대전공장 

Nylon필름

화학_

용연공장 
PP/DH, TPA, 폴리케톤, NF3, 
TAC필름, PET필름

구미공장 

PET필름, Nylon필름

옥산공장 

TAC필름 

정보통신_

효성티앤에스 구미공장  

금융자동화기기

GUANGDONG (CHINA)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ZHUHAI (CHINA)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Sao Paulo

Santa Catarina

Panama

Mexico City

Ensenada
Decatur

South Hill

Miamisburg

Charlotte
L.A.

Pittsburgh

Irving

Torreon

Hammarsdale

Johanesburg

Moscow

Doha
Riyadh Dubai

Mumbai Pune

Chennai

Aurangabad

Bangkok Quang Nam

Yangon

Kuala Lumpur

Jakarta

Manila

Taipei

Zhuhai Kaohsiung

Osaka
Tokyo

Seoul

Singapore

Hochiminh

Guangdong
Zhongshan

Guangzhou

Dongguan

Abu Dhabi

Barcelona
Madrid

Milano

Maulburg
Murg

Bad S'ckingen

CzestochowaFrankfurt
Manchester

Colmar-berg

IstanbulTekirdag

AlbestiSighisoara

Qingdao

Beijing

JiaxingShaoxing

Nantong

Shanghai
Changshu

Dong Nai

Vung Tau

Quzhou

Zhangjiagang

Hongkong

Huizhou

Fujian
QuanzhouGurgaon

서울 : 마포·청담·방배·수서·반포사옥, 기술연구소

옥산공장

세종공장

대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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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장

대구공장

용연공장

경주공장

울산공장
강선연구소

창원공장
중공업연구소

안양공장
효성기술원
중공업연구소

Chaonan

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PITTSBURGH (USA)

HICO America Sales and 
Technology, Inc.

북미/중남미_

SOUTH HILL (USA)

GST LLC - South Hill

ENSENADA (MEXICO)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S.A. de C.V.

IRVING (USA)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DECATUR (USA)

Hyosung USA, Inc. (Decatur Plant)

TORREON (MEXICO)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SANTA CATARINA (BRAZIL)

COLMAR-BERG (LUXEMBOURG)

Hyosung Luxembourg S.A.

유럽_

MAULBURG (GERMANY)

GST GmbH - Maulburg

MILANO (ITALY)

Hyosung Europe S.R.L.

BAD S!CKINGEN (GERMANY)

GST GmbH - Bad S'ckingen

ISTANBUL (TURKEY)

Hyosung Istanbul Tekstil Ltd Sti

MURG (GERMANY)

GST GmbH - Murg

HAMMARSDALE (SOUTH AFRICA)

GST Automotive Safety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아프리카_

아시아_

JIAXING (CHINA)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DONG NAI (VIETNAM)

Hyosung Vietnam Co., Ltd. 
Hyosung Dong Nai Co., Ltd.

PUNE (INDIA)

Hyosung T&D India Pvt. Ltd.,

ZHANGJIAGANG (CHINA)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

QINGDAO (CHINA)

4개국 19개 사업장
USA  
BRAZIL
MEXICO  
PANAMA

북중남미

10개국 18개 사업장
GERMANY ITALY
LUXEMBOURG POLAND
ROMANIA RUSSIA
SPAIN TURKEY
UK      SOUTH AFRICA

유럽 & 아프리카

15개국 77개 사업장
KORE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U.A.E. 
VIETNAM QATAR 
SAUDI ARABIA 

아시아

NANTONG (CHINA)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CHANGSHU (CHINA)

GST Automotive Safety 
(Changshu) Co., Ltd.

SIGHISOARA (ROMANIA)

GST Automotive Safety RO S.R.L. 
GST Safety Textiles RO S.R.L.

CZESTOCHOWA (POLAND)

GST Automotive Safety Poland Sp. z o.o.

섬유_

울산공장 

나일론/폴리에스터 칩, 나일론원사

구미공장 

스판덱스, 폴리에스터원사,
폴리에스터 칩

대구공장 

염색가공

중공업_

창원공장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세종공장 

용접기, 태양광 인버터

효성굿스프링스 창원공장 

펌프

울산공장 

타이어코드지, 산업용원사,
아라미드, PET BCF

안양공장 

롤 카페트, 자동차용 카페트, 
나일론 BCF

경주공장 

스틸코드

대전공장 

타일 카페트, PP BCF

전주공장 

탄소섬유

산업자재_

대전공장 

Nylon필름

화학_

용연공장 
PP/DH, TPA, 폴리케톤, NF3, 
TAC필름, PET필름

구미공장 

PET필름, Nylon필름

옥산공장 

TAC필름 

정보통신_

효성티앤에스 구미공장  

금융자동화기기

GUANGDONG (CHINA)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ZHUHAI (CHINA)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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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o Paulo

Santa Catarina

Panama

Mexico City

Ensenada
Decatur

South Hill

Miamisburg

Charlotte
L.A.

Pittsburgh

Irving

Torreon

Hammarsdale

Johanesburg

Moscow

Doha
Riyadh Dubai

Mumbai Pune

Chennai

Aurangabad

Bangkok Quang Nam

Yangon

Kuala Lumpur

Jakarta

Manila

Taipei

Zhuhai Kaohsiung

Osaka
Tokyo

Seoul

Singapore

Hochiminh

Guangdong
Zhongshan

Guangzhou

Dongguan

Abu Dhabi

Barcelona
Madrid

Milano

Maulburg
Murg

Bad S'ckingen

CzestochowaFrankfurt
Manchester

Colmar-berg

IstanbulTekirdag

AlbestiSighisoara

Qingdao

Beijing

JiaxingShaoxing

Nantong

Shanghai
Changshu

Dong Nai

Vung Tau

Quzhou

Zhangjiagang

Hongkong

Huizhou

Fujian
QuanzhouGurgaon

서울 : 마포·청담·방배·수서·반포사옥,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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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장

대전공장

전주공장

구미공장

대구공장

용연공장

경주공장

울산공장
강선연구소

창원공장
중공업연구소

안양공장
효성기술원
중공업연구소

Chaonan

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PITTSBURGH (USA)

HICO America Sales and 
Technology, Inc.

북미/중남미_

SOUTH HILL (USA)

GST LLC - South Hill

ENSENADA (MEXICO)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S.A. de C.V.

IRVING (USA)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DECATUR (USA)

Hyosung USA, Inc. (Decatur Plant)

TORREON (MEXICO)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SANTA CATARINA (BRAZIL)

COLMAR-BERG (LUXEMBOURG)

Hyosung Luxembourg S.A.

유럽_

MAULBURG (GERMANY)

GST GmbH - Maulburg

MILANO (ITALY)

Hyosung Europe S.R.L.

BAD S!CKINGEN (GERMANY)

GST GmbH - Bad S'ckingen

ISTANBUL (TURKEY)

Hyosung Istanbul Tekstil Ltd Sti

MURG (GERMANY)

GST GmbH - Murg

HAMMARSDALE (SOUTH AFRICA)

GST Automotive Safety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아프리카_

아시아_

JIAXING (CHINA)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DONG NAI (VIETNAM)

Hyosung Vietnam Co., Ltd. 
Hyosung Dong Nai Co., Ltd.

PUNE (INDIA)

Hyosung T&D India Pvt. Ltd.,

ZHANGJIAGANG (CHINA)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

QINGDAO (CHINA)

4개국 19개 사업장
USA  
BRAZIL
MEXICO  
PANAMA

북중남미

10개국 18개 사업장
GERMANY ITALY
LUXEMBOURG POLAND
ROMANIA RUSSIA
SPAIN TURKEY
UK      SOUTH AFRICA

유럽 & 아프리카

15개국 77개 사업장
KORE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U.A.E. 
VIETNAM QATAR 
SAUDI ARABIA 

아시아

NANTONG (CHINA)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CHANGSHU (CHINA)

GST Automotive Safety 
(Changshu) Co., Ltd.

SIGHISOARA (ROMANIA)

GST Automotive Safety RO S.R.L. 
GST Safety Textiles RO S.R.L.

CZESTOCHOWA (POLAND)

GST Automotive Safety Poland Sp. z o.o.

섬유_

울산공장 

나일론/폴리에스터 칩, 나일론원사

구미공장 

스판덱스, 폴리에스터원사,
폴리에스터 칩

대구공장 

염색가공

중공업_

창원공장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세종공장 

용접기, 태양광 인버터

효성굿스프링스 창원공장 

펌프

울산공장 

타이어코드지, 산업용원사,
아라미드, PET BCF

안양공장 

롤 카페트, 자동차용 카페트, 
나일론 BCF

경주공장 

스틸코드

대전공장 

타일 카페트, PP BCF

전주공장 

탄소섬유

산업자재_

대전공장 

Nylon필름

화학_

용연공장 
PP/DH, TPA, 폴리케톤, NF3, 
TAC필름, PET필름

구미공장 

PET필름, Nylon필름

옥산공장 

TAC필름 

정보통신_

효성티앤에스 구미공장  

금융자동화기기

GUANGDONG (CHINA)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ZHUHAI (CHINA)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Sao Paulo

Santa Catarina

Panama

Mexico City

Ensenada
Decatur

South Hill

Miamisburg

Charlotte
L.A.

Pittsburgh

Irving

Torreon

Hammarsdale

Johanesburg

Moscow

Doha
Riyadh Dubai

Mumbai Pune

Chennai

Aurangabad

Bangkok Quang Nam

Yangon

Kuala Lumpur

Jakarta

Manila

Taipei

Zhuhai Kaohsiung

Osaka
Tokyo

Seoul

Singapore

Hochiminh

Guangdong
Zhongshan

Guangzhou

Dongguan

Abu Dhabi

Barcelona
Madrid

Milano

Maulburg
Murg

Bad S'ckingen

CzestochowaFrankfurt
Manchester

Colmar-berg

IstanbulTekirdag

AlbestiSighisoara

Qingdao

Beijing

JiaxingShaoxing

Nantong

Shanghai
Changshu

Dong Nai

Vung Tau

Quzhou

Zhangjiagang

Hongkong

Huizhou

Fujian
QuanzhouGurgaon

서울 : 마포·청담·방배·수서·반포사옥,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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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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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PITTSBURGH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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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nc.

북미/중남미_

SOUTH HILL (USA)

GST LLC - South Hill

ENSENADA (MEXICO)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S.A. de C.V.

IRVING (USA)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DECATUR (USA)

Hyosung USA, Inc. (Decatur Plant)

TORREON (MEXICO)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SANTA CATARINA (BRAZIL)

COLMAR-BERG (LUXEMBOURG)

Hyosung Luxembourg S.A.

유럽_

MAULBURG (GERMANY)

GST GmbH - Maulburg

MILANO (ITALY)

Hyosung Europe S.R.L.

BAD S!CKINGEN (GERMANY)

GST GmbH - Bad S'ckingen

ISTANBUL (TURKEY)

Hyosung Istanbul Tekstil Ltd Sti

MURG (GERMANY)

GST GmbH - Murg

HAMMARSDALE (SOUTH AFRICA)

GST Automotive Safety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아프리카_

아시아_

JIAXING (CHINA)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DONG NAI (VIETNAM)

Hyosung Vietnam Co., Ltd. 
Hyosung Dong Nai Co., Ltd.

PUNE (INDIA)

Hyosung T&D India Pvt. Ltd.,

ZHANGJIAGANG (CHINA)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

QINGDAO (CHINA)

4개국 19개 사업장
USA  
BRAZIL
MEXICO  
PANAMA

북중남미

10개국 18개 사업장
GERMANY ITALY
LUXEMBOURG POLAND
ROMANIA RUSSIA
SPAIN TURKEY
UK      SOUTH AFRICA

유럽 & 아프리카

15개국 77개 사업장
KORE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U.A.E. 
VIETNAM QATAR 
SAUDI ARABIA 

아시아

NANTONG (CHINA)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CHANGSHU (CHINA)

GST Automotive Safety 
(Changshu) Co., Ltd.

SIGHISOARA (ROMANIA)

GST Automotive Safety RO S.R.L. 
GST Safety Textiles RO S.R.L.

CZESTOCHOWA (POLAND)

GST Automotive Safety Poland Sp. z o.o.

섬유_

울산공장 

나일론/폴리에스터 칩, 나일론원사

구미공장 

스판덱스, 폴리에스터원사,
폴리에스터 칩

대구공장 

염색가공

중공업_

창원공장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세종공장 

용접기, 태양광 인버터

효성굿스프링스 창원공장 

펌프

울산공장 

타이어코드지, 산업용원사,
아라미드, PET BCF

안양공장 

롤 카페트, 자동차용 카페트, 
나일론 BCF

경주공장 

스틸코드

대전공장 

타일 카페트, PP BCF

전주공장 

탄소섬유

산업자재_

대전공장 

Nylon필름

화학_

용연공장 
PP/DH, TPA, 폴리케톤, NF3, 
TAC필름, PET필름

구미공장 

PET필름, Nylon필름

옥산공장 

TAC필름 

정보통신_

효성티앤에스 구미공장  

금융자동화기기

GUANGDONG (CHINA)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ZHUHAI (CHINA)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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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무역법인

29
무역사무소

Sao Paulo

Santa Catarina

Panama

Mexico City

Ensenada
Decatur

South Hill

Miamisburg

Charlotte
L.A.

Pittsburgh

Irving

Torreon

Hammarsdale

Johanesburg

Moscow

Doha
Riyadh Dubai

Mumbai Pune

Chennai

Aurangabad

Bangkok Quang Nam

Yangon

Kuala Lumpur

Jakarta

Manila

Taipei

Zhuhai Kaohsiung

Osaka
Tokyo

Seoul

Singapore

Hochiminh

Guangdong
Zhongshan

Guangzhou

Dongguan

Abu Dhabi

Barcelona
Madrid

Milano

Maulburg
Murg

Bad S'ckingen

CzestochowaFrankfurt
Manchester

Colmar-berg

IstanbulTekirdag

AlbestiSighisoara

Qingdao

Beijing

JiaxingShaoxing

Nantong

Shanghai
Changshu

Dong Nai

Vung Tau

Quzhou

Zhangjiagang

Hongkong

Huizhou

Fujian
QuanzhouGurgaon

서울 : 마포·청담·방배·수서·반포사옥, 기술연구소

옥산공장

세종공장

대전공장

전주공장

구미공장

대구공장

용연공장

경주공장

울산공장
강선연구소

창원공장
중공업연구소

안양공장
효성기술원
중공업연구소

Chaonan

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PITTSBURGH (USA)

HICO America Sales and 
Technology, Inc.

북미/중남미_

SOUTH HILL (USA)

GST LLC - South Hill

ENSENADA (MEXICO)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S.A. de C.V.

IRVING (USA)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DECATUR (USA)

Hyosung USA, Inc. (Decatur Plant)

TORREON (MEXICO)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SANTA CATARINA (BRAZIL)

COLMAR-BERG (LUXEMBOURG)

Hyosung Luxembourg S.A.

유럽_

MAULBURG (GERMANY)

GST GmbH - Maulburg

MILANO (ITALY)

Hyosung Europe S.R.L.

BAD S!CKINGEN (GERMANY)

GST GmbH - Bad S'ckingen

ISTANBUL (TURKEY)

Hyosung Istanbul Tekstil Ltd Sti

MURG (GERMANY)

GST GmbH - Murg

HAMMARSDALE (SOUTH AFRICA)

GST Automotive Safety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아프리카_

아시아_

JIAXING (CHINA)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DONG NAI (VIETNAM)

Hyosung Vietnam Co., Ltd. 
Hyosung Dong Nai Co., Ltd.

PUNE (INDIA)

Hyosung T&D India Pvt. Ltd.,

ZHANGJIAGANG (CHINA)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

QINGDAO (CHINA)

4개국 19개 사업장
USA  
BRAZIL
MEXICO  
PANAMA

북중남미

10개국 18개 사업장
GERMANY ITALY
LUXEMBOURG POLAND
ROMANIA RUSSIA
SPAIN TURKEY
UK      SOUTH AFRICA

유럽 & 아프리카

15개국 77개 사업장
KORE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U.A.E. 
VIETNAM QATAR 
SAUDI ARABIA 

아시아

NANTONG (CHINA)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CHANGSHU (CHINA)

GST Automotive Safety 
(Changshu) Co., Ltd.

SIGHISOARA (ROMANIA)

GST Automotive Safety RO S.R.L. 
GST Safety Textiles RO S.R.L.

CZESTOCHOWA (POLAND)

GST Automotive Safety Poland Sp. z o.o.

섬유_

울산공장 

나일론/폴리에스터 칩, 나일론원사

구미공장 

스판덱스, 폴리에스터원사,
폴리에스터 칩

대구공장 

염색가공

중공업_

창원공장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세종공장 

용접기, 태양광 인버터

효성굿스프링스 창원공장 

펌프

울산공장 

타이어코드지, 산업용원사,
아라미드, PET BCF

안양공장 

롤 카페트, 자동차용 카페트, 
나일론 BCF

경주공장 

스틸코드

대전공장 

타일 카페트, PP BCF

전주공장 

탄소섬유

산업자재_

대전공장 

Nylon필름

화학_

용연공장 
PP/DH, TPA, 폴리케톤, NF3, 
TAC필름, PET필름

구미공장 

PET필름, Nylon필름

옥산공장 

TAC필름 

정보통신_

효성티앤에스 구미공장  

금융자동화기기

GUANGDONG (CHINA)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ZHUHAI (CHINA)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Sao Paulo

Santa Catarina

Panama

Mexico City

Ensenada
Decatur

South Hill

Miamisburg

Charlotte
L.A.

Pittsburgh

Irving

Torreon

Hammarsdale

Johanesburg

Moscow

Doha
Riyadh Dubai

Mumbai Pune

Chennai

Aurangabad

Bangkok Quang Nam

Yangon

Kuala Lumpur

Jakarta

Manila

Taipei

Zhuhai Kaohsiung

Osaka
Tokyo

Seoul

Singapore

Hochiminh

Guangdong
Zhongshan

Guangzhou

Dongguan

Abu Dhabi

Barcelona
Madrid

Milano

Maulburg
Murg

Bad S'ckingen

CzestochowaFrankfurt
Manchester

Colmar-berg

IstanbulTekirdag

AlbestiSighisoara

Qingdao

Beijing

JiaxingShaoxing

Nantong

Shanghai
Changshu

Dong Nai

Vung Tau

Quzhou

Zhangjiagang

Hongkong

Huizhou

Fujian
QuanzhouGurgaon

서울 : 마포·청담·방배·수서·반포사옥, 기술연구소

옥산공장

세종공장

대전공장

전주공장

구미공장

대구공장

용연공장

경주공장

울산공장
강선연구소

창원공장
중공업연구소

안양공장
효성기술원
중공업연구소

Chaonan

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PITTSBURGH (USA)

HICO America Sales and 
Technology, Inc.

북미/중남미_

SOUTH HILL (USA)

GST LLC - South Hill

ENSENADA (MEXICO)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S.A. de C.V.

IRVING (USA)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DECATUR (USA)

Hyosung USA, Inc. (Decatur Plant)

TORREON (MEXICO)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SANTA CATARINA (BRAZIL)

COLMAR-BERG (LUXEMBOURG)

Hyosung Luxembourg S.A.

유럽_

MAULBURG (GERMANY)

GST GmbH - Maulburg

MILANO (ITALY)

Hyosung Europe S.R.L.

BAD S!CKINGEN (GERMANY)

GST GmbH - Bad S'ckingen

ISTANBUL (TURKEY)

Hyosung Istanbul Tekstil Ltd Sti

MURG (GERMANY)

GST GmbH - Murg

HAMMARSDALE (SOUTH AFRICA)

GST Automotive Safety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아프리카_

아시아_

JIAXING (CHINA)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DONG NAI (VIETNAM)

Hyosung Vietnam Co., Ltd. 
Hyosung Dong Nai Co., Ltd.

PUNE (INDIA)

Hyosung T&D India Pvt. Ltd.,

ZHANGJIAGANG (CHINA)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

QINGDAO (CHINA)

4개국 19개 사업장
USA  
BRAZIL
MEXICO  
PANAMA

북중남미

10개국 18개 사업장
GERMANY ITALY
LUXEMBOURG POLAND
ROMANIA RUSSIA
SPAIN TURKEY
UK      SOUTH AFRICA

유럽 & 아프리카

15개국 77개 사업장
KORE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U.A.E. 
VIETNAM QATAR 
SAUDI ARABIA 

아시아

NANTONG (CHINA)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CHANGSHU (CHINA)

GST Automotive Safety 
(Changshu) Co., Ltd.

SIGHISOARA (ROMANIA)

GST Automotive Safety RO S.R.L. 
GST Safety Textiles RO S.R.L.

CZESTOCHOWA (POLAND)

GST Automotive Safety Poland Sp. z o.o.

섬유_

울산공장 

나일론/폴리에스터 칩, 나일론원사

구미공장 

스판덱스, 폴리에스터원사,
폴리에스터 칩

대구공장 

염색가공

중공업_

창원공장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세종공장 

용접기, 태양광 인버터

효성굿스프링스 창원공장 

펌프

울산공장 

타이어코드지, 산업용원사,
아라미드, PET BCF

안양공장 

롤 카페트, 자동차용 카페트, 
나일론 BCF

경주공장 

스틸코드

대전공장 

타일 카페트, PP BCF

전주공장 

탄소섬유

산업자재_

대전공장 

Nylon필름

화학_

용연공장 
PP/DH, TPA, 폴리케톤, NF3, 
TAC필름, PET필름

구미공장 

PET필름, Nylon필름

옥산공장 

TAC필름 

정보통신_

효성티앤에스 구미공장  

금융자동화기기

GUANGDONG (CHINA)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ZHUHAI (CHINA)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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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o Paulo

Santa Catarina

Panama

Mexico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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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tur

South Hill

Miami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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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ittsbu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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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e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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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S'ck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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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dao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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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마포·청담·방배·수서·반포사옥, 기술연구소

옥산공장

세종공장

대전공장

전주공장

구미공장

대구공장

용연공장

경주공장

울산공장
강선연구소

창원공장
중공업연구소

안양공장
효성기술원
중공업연구소

Chaonan

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PITTSBURGH (USA)

HICO America Sales and 
Technology, Inc.

북미/중남미_

SOUTH HILL (USA)

GST LLC - South Hill

ENSENADA (MEXICO)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S.A. de C.V.

IRVING (USA)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DECATUR (USA)

Hyosung USA, Inc. (Decatur Plant)

TORREON (MEXICO)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SANTA CATARINA (BRAZIL)

COLMAR-BERG (LUXEMBOURG)

Hyosung Luxembourg S.A.

유럽_

MAULBURG (GERMANY)

GST GmbH - Maulburg

MILANO (ITALY)

Hyosung Europe S.R.L.

BAD S!CKINGEN (GERMANY)

GST GmbH - Bad S'ckingen

ISTANBUL (TURKEY)

Hyosung Istanbul Tekstil Ltd Sti

MURG (GERMANY)

GST GmbH - Murg

HAMMARSDALE (SOUTH AFRICA)

GST Automotive Safety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아프리카_

아시아_

JIAXING (CHINA)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DONG NAI (VIETNAM)

Hyosung Vietnam Co., Ltd. 
Hyosung Dong Nai Co., Ltd.

PUNE (INDIA)

Hyosung T&D India Pvt. Ltd.,

ZHANGJIAGANG (CHINA)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

QINGDAO (CHINA)

4개국 19개 사업장
USA  
BRAZIL
MEXICO  
PANAMA

북중남미

10개국 18개 사업장
GERMANY ITALY
LUXEMBOURG POLAND
ROMANIA RUSSIA
SPAIN TURKEY
UK      SOUTH AFRICA

유럽 & 아프리카

15개국 77개 사업장
KORE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U.A.E. 
VIETNAM QATAR 
SAUDI ARABIA 

아시아

NANTONG (CHINA)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CHANGSHU (CHINA)

GST Automotive Safety 
(Changshu) Co., Ltd.

SIGHISOARA (ROMANIA)

GST Automotive Safety RO S.R.L. 
GST Safety Textiles RO S.R.L.

CZESTOCHOWA (POLAND)

GST Automotive Safety Poland Sp. z o.o.

섬유_

울산공장 

나일론/폴리에스터 칩, 나일론원사

구미공장 

스판덱스, 폴리에스터원사,
폴리에스터 칩

대구공장 

염색가공

중공업_

창원공장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세종공장 

용접기, 태양광 인버터

효성굿스프링스 창원공장 

펌프

울산공장 

타이어코드지, 산업용원사,
아라미드, PET BCF

안양공장 

롤 카페트, 자동차용 카페트, 
나일론 BCF

경주공장 

스틸코드

대전공장 

타일 카페트, PP BCF

전주공장 

탄소섬유

산업자재_

대전공장 

Nylon필름

화학_

용연공장 
PP/DH, TPA, 폴리케톤, NF3, 
TAC필름, PET필름

구미공장 

PET필름, Nylon필름

옥산공장 

TAC필름 

정보통신_

효성티앤에스 구미공장  

금융자동화기기

GUANGDONG (CHINA)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ZHUHAI (CHINA)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국내 사업장 16
공장

5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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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S'ck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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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dao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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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마포·청담·방배·수서·반포사옥, 기술연구소

옥산공장

세종공장

대전공장

전주공장

구미공장

대구공장

용연공장

경주공장

울산공장
강선연구소

창원공장
중공업연구소

안양공장
효성기술원
중공업연구소

Chaonan

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PITTSBURGH (USA)

HICO America Sales and 
Technology, Inc.

북미/중남미_

SOUTH HILL (USA)

GST LLC - South Hill

ENSENADA (MEXICO)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S.A. de C.V.

IRVING (USA)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DECATUR (USA)

Hyosung USA, Inc. (Decatur Plant)

TORREON (MEXICO)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SANTA CATARINA (BRAZIL)

COLMAR-BERG (LUXEMBOURG)

Hyosung Luxembourg S.A.

유럽_

MAULBURG (GERMANY)

GST GmbH - Maulburg

MILANO (ITALY)

Hyosung Europe S.R.L.

BAD S!CKINGEN (GERMANY)

GST GmbH - Bad S'ckingen

ISTANBUL (TURKEY)

Hyosung Istanbul Tekstil Ltd Sti

MURG (GERMANY)

GST GmbH - Murg

HAMMARSDALE (SOUTH AFRICA)

GST Automotive Safety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아프리카_

아시아_

JIAXING (CHINA)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DONG NAI (VIETNAM)

Hyosung Vietnam Co., Ltd. 
Hyosung Dong Nai Co., Ltd.

PUNE (INDIA)

Hyosung T&D India Pvt. Ltd.,

ZHANGJIAGANG (CHINA)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

QINGDAO (CHINA)

4개국 19개 사업장
USA  
BRAZIL
MEXICO  
PANAMA

북중남미

10개국 18개 사업장
GERMANY ITALY
LUXEMBOURG POLAND
ROMANIA RUSSIA
SPAIN TURKEY
UK      SOUTH AFRICA

유럽 & 아프리카

15개국 77개 사업장
KORE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AIWAN 
THAILAND U.A.E. 
VIETNAM QATAR 
SAUDI ARABIA 

아시아

NANTONG (CHINA)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CHANGSHU (CHINA)

GST Automotive Safety 
(Changshu) Co., Ltd.

SIGHISOARA (ROMANIA)

GST Automotive Safety RO S.R.L. 
GST Safety Textiles RO S.R.L.

CZESTOCHOWA (POLAND)

GST Automotive Safety Poland Sp. z o.o.

섬유_

울산공장 

나일론/폴리에스터 칩, 나일론원사

구미공장 

스판덱스, 폴리에스터원사,
폴리에스터 칩

대구공장 

염색가공

중공업_

창원공장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세종공장 

용접기, 태양광 인버터

효성굿스프링스 창원공장 

펌프

울산공장 

타이어코드지, 산업용원사,
아라미드, PET BCF

안양공장 

롤 카페트, 자동차용 카페트, 
나일론 BCF

경주공장 

스틸코드

대전공장 

타일 카페트, PP BCF

전주공장 

탄소섬유

산업자재_

대전공장 

Nylon필름

화학_

용연공장 
PP/DH, TPA, 폴리케톤, NF3, 
TAC필름, PET필름

구미공장 

PET필름, Nylon필름

옥산공장 

TAC필름 

정보통신_

효성티앤에스 구미공장  

금융자동화기기

GUANGDONG (CHINA)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ZHUHAI (CHINA)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섬유 / 무역

효성티앤씨㈜    www.hyosungtnc.com

섬유 본사 

(0414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T. 02-707-7000 F. 02-707-7799

울산공장

(44781) 울산시 남구 납도로 30 (매암동)

T. 052-278-7000 F. 052-261-6180

안양공장

(14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호계동)

T. 031-428-1000 F. 031-452-4175

구미공장

(39404)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108 (시미동)

T. 054-470-9114 F. 054-470-9019

대구공장

(42701)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55길 45 (장동)

T. 053-589-7084 F. 053-589-7000

대구영업소

(41931)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488 601호 

(동산동, 섬유회관)

T. 053-251-2525 F. 053-252-4135

부산영업소

(473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6층 601호

T. 051-634-4111 F. 051-643-9837

무역 본사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동)

T. 02-707-7114  F. 02-707-8517

광주냉동창고

(12767)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536-7 (삼동)

T. 031-763-3611  F. 031-763-3615

세빛섬      www.somesevit.co.kr

(06500)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세빛섬

T. 1566-3433  F. 02-3477-5809

효성트랜스월드㈜     www.hyosungtransworld.co.kr

서울사무소

(0416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A동 3층  

(도화동, 효성해링턴스퀘어) 

T. 02-707-8709  F. 02-707-8796

중공업 / 건설

효성중공업㈜      www.hyosungheavyindustries.com

중공업 본사 

(0414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T. 02-707-7000  F. 02-707-7799

창원공장

(5152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1 (내동)

T. 055-268-8000  F. 055-268-9029

세종공장

(3005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공단로 142 (연기리)

T. 044-860-3114  F. 044-860-3113

건설 본사

(06714)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9 (방배동)

T. 02-707-5928  F. 02-707-4401

효성굿스프링스㈜     www.hsgoodsprings.com

본사

(0414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T. 02-707-7000  F. 02-3279-8200

창원공장

(51559)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303 (웅남동)

T. 055-279-7607  F. 055-281-0092

울산영업소

(44667) 울산 남구 대공원로 241, 405호 (신정동)

T. 052-273-5400  F. 052-273-5410

여수영업소

(59638) 전남 여수시 대통3길 77 (화장동)

T. 061-692-6152 F. 061-692-6154

대산영업소

(31710)  충남 당진시 유곡 2길 9, 5층 (현대프라자)

T. 041-352-8237 F. 041-352-8297

진흥기업㈜     www.chinhung.co.kr

서울사무소

(04332)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27 (후암동)

T. 02-772-1200  F. 02-754-2972

산업자재

효성첨단소재㈜     www.hyosungadvancedmaterials.com

본사  

(0414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T. 02-707-7000 F. 02-707-7799

울산공장

(44781) 울산시 남구 납도로 30 (매암동)

T. 052-278-7000 F. 052-261-6180

안양공장

(14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호계동)

T. 031-428-1000 F. 031-452-4175

경주공장

(38209)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190

T. 052-255-5114 F. 052-262-5150

대전공장

(34302) 대전시 대덕구 문평서로 18번길 90 (문평동)

T. 042-932-6187~9 F. 042-932-8270

전주공장

(54849)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6 (동산동)

T. 063-281-5425 F. 063-281-5413

화학

효성화학㈜      www.hyosungchemical.com

본사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동)

T. 02-2146-5500  F. 02-707-7799

용연 1공장

(44784) 울산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66 (성암동)

T. 052-208-9000  F. 052-208-9220

용연 2공장

(44784) 울산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65 (성암동)

T. 052-208-9000  F. 052-208-9999

용연 3공장

(44784) 울산시 남구 용연로 130 (용연동)

T. 052-208-9000 F. 052-208-9720

대전공장

(34325) 대전시 대덕구 신일서로17번길 85 (신일동)

T. 042-349-9606 F. 042-349-9611

국내 사업장

BUSINESS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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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장

(39404)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108 (시미동)

T. 054-470-9009 F. 054-470-9019

옥산공장

(281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로 99 (호죽리)

T. 043-249-3600  F. 043-249-3899

정보통신

효성티앤에스㈜     www.hyosung-tns.co.kr

본사

(06349)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수서동)

T. 02-6181-2114  F. 02-6181-2222

구미공장

(39416)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179-15 (구포동)

T. 054-470-3114  F. 054-470-3019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www.his21.co.kr

본사  

(06071)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8층  

(청담동, 청담빌딩)

T. 02-510-0300  F. 02-547-9998

부산사무소

(48058)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303호  

(우동, KNN타워)

T. 051-784-7811, 7813 F. 051-463-7805

대구사무소

(41252)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47  

(신천동, 전문건설회관 3층)

T. 053-426-9800  F. 053-426-9830

서부사무소

(35233)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59 고운손빌딩 702호

T. 042-485-4856  F. 042-484-0366

광주사무소

(61947) 광주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층  

(치평동, 제갈량빌딩)

T. 062-385-2193  F. 062-385-2194

수원사무소

(1667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82-1  3층  

(매탄동, R7빌딩)

T. 031-216-8717~8  F. 031-216-8719

효성 ITX㈜     www.hyosungitx.com

본사

(0721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5

층 (양평동4가)

T. 02-2102-8400  F. 02-2102-8424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www.galaxialed.com

본사

(1664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번길 50 (고색동)

T. 031-8060-8908  F. 031-278-2214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www.galaxiacommunications.co.kr

본사

(06349)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수서동)

T. 1566-0123  F. 02-512-1759

갤럭시아디바이스㈜     www.galaxiadevice.com

본사

(1664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번길 50 (고색동)

T. 031-548-9329  F. 031-548-9626

기타사업

효성캐피탈㈜     www.hyosung-capital.co.kr

본사

(06054)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06 (논현동)

T. 1588-9688  F. 02-511-3318

부산지점

(47606)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빌딩 

7층 (연산동)

T. 051-605-3920  F. 051-819-0680

대구지점

(42117)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8 삼희빌딩

3층 (범어동)

T. 053-749-3943  F. 053-742-8517

더클래스 효성㈜     www.theclasshyosung.com

본사

(06258)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도곡동)

T. 02-575-7500  F. 02-575-7530

효성토요타㈜     www.hyosungtoyota.com

본사

(0667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코스모빌딩 1층 (서초동)

T. 02-520-5500  F. 02-520-5599

더프리미엄효성㈜     www.hyosunglexus.com

본사

(61965)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881 (쌍촌동)

T. 062-384-7733  F. 062-384-7722

㈜FMK     www.ferrari.co.kr / www.maserati.co.kr

본사

(06062)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56 백영청담빌딩 

2층 (청담동)

T. 02-3433-0808  F. 02-515-3547

효성프리미어모터스㈜      

www.hyosung.landroverkorea.co.kr

본사

(47512) 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97 (거제동)

T. 051-250-1400  F. 051-250-1401

㈜아승오토모티브그룹     www.asag.co.kr

본사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효성빌딩 

1층 (반포동)

T. 02-554-8296  F. 02-508-8139

갤럭시아코퍼레이션㈜  www.galaxiacorp.com

본사

(06071)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청담빌딩  

10층 (청담동)

T. 1577-6991  F. 02-3496-8449

신화인터텍㈜   www.shinwha.com

(3125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봉로 308

T. 041-590-3300

효성인력개발원

안양

(14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호계동)

T. 031-428-1251~64  F. 031-452-8176

창녕

(50321)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환곡어도로 38 (용석리)

T. 055-533-7890  F. 055-533-7699

R&D

효성기술원

(14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호계동)

T. 031-428-1000  F. 031-454-0089

중공업연구소 (안양)

(14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호계동)

T. 031-428-1000  F. 031-596-1699

중공업연구소 (창원)

(5152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1 (내동)

T. 055-268-8000  F. 055-268-9029

강선연구소

(44781) 울산시 남구 납도로 30 (매암동)

T. 052-278-7741  F. 052-278-7749

기술연구소

(06349)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수서동)

T. 02-6181-2114  F. 02-618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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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CHINA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No.1888, Dongfanglu, Jiaxing Economic 

Development Zone, Jiaxing, Zhejiang, China

T. 86-573-8222-8307 F. 86-573-8222-8305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No.399, Zhongshan West Road, Jiaxing Gangqu 

(Zhapu), Zhejiang, China 

T. 86-573-8558-7227 F. 86-573-8558-7204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Yunhailu, Jiaxing Economic Development Zone, 

Jiaxing, Zhejiang, China

T. 86-573-8222-6503 F. 86-573-8222-6101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No.1888, Dongfanglu, Jiaxing Economic 

Development Zone, Jiaxing, Zhejiang, China

T. 86-573-8222-8304 F. 86-573-8222-8305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Beijing Branch Company

Room No.501 5/F, Scitech Tower, No.22 JianGuo 

Men Wai Street, Beijing, China (100004)

T. 86-10-6512-9692 F. 86-10-6512-0031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Guangzhou Branch Company

Unit 1501-1502, C, R&F New World Center, 307 

Guangzhou Da Dao Zhong, Guangzhou, China 

(510600)

T. 86-20-3765-7458 F. 86-20-3765-7481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Shanghai Branch Company

Room No.1115, Shanghai International Trading 

Center No.2201, Yan An Xi Road, Shanghai, China

T. 86-21-6209-0123 F. 86-21-6209-3008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No.8603, Zhuhai Road, Pingsha Industrial Zone, 

Zhuhai, Guangdong, China

T. 86-756-772-6001 F. 86-756-772-6009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Haicheng Industrial Area, Airport Road, Sanzao, 

Jinwan, Zhuhai, Guangdong, China

T. 86-756-772-6001 F. 86-756-772-6009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No.8 Xiaoxing Road, National high and New 

Technology Development Zone, Quzhou, 

ZheJiang, China

T. 86-570-805-1100 F. 86-570-805-1116

Hyosung New Material & HighTech (Quzhou) Co., Ltd.

No.10 Xiaoxing Road, National high and New 

Technology Development Zone, Quzhou, 

ZheJiang, China

T. 86-570-805-1100 F. 86-570-805-1116

Hyosung Steel Cord (Qingdao) Co., Ltd.

No.15, Huanghe West Road, Qingdao Economic 

and Development Zone, Shandong, China

T. 86-532-8683-9010 F. 86-532-8683-9011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No.88 Xiaoxing Avenue, Haian Development Zone, 

Nantong City, Jiangsu Province, China

T. 86-513-8883-2852 F. 86-513-8881-6379

Hyosung Spandex Corporation Chaoyang Office

1-2 #, 15 Building , Jiasheng  International Trade 

City, Xiashan Town, Chaonan District, Shantou, 

China

T. 86-180-3327-2687 F. 86-754-8211-4561

Hyosung Spandex Corporation Dongguan Office

Rm903 of Unit 2, 11th Tai Shang Building, 

Dongcheng District, Dongguan, China

T. 86-769-2231-0520 F. 86-769-2231-5606

 Hyosung Spandex Corporation Fujian Office

Rm 722-728 of 1 Building, Taihe Square, Baodao 

Road, Shishi, China

T. 86-595-8308-2283 F. 86-595-8308-2283

Hyosung Spandex Corporation Guangzhou Office

1502#,  C Building, R&F New World Center, No. 

307, Guangzhou Dadao Road, Guangzhou, China 

T. 020-3763-9635 F. 86-020-3763-9625

Hyosung Spandex Corporation Shanghai Office

7C51#, Shimao Trade City, No.2299, Yan’an West 

Road, Shanghai, China

T. 86-21-6236-3322 F. 86-21-6236-1126

Hyosung Spandex Corporation Shaoxing Office

Rm 1304, Changlong Building, Keqiao Town, 

Shaoxing, China

T. 86-575-8413-5861 F. 86-575-8413-5860

Hyosung Spandex Corporation Zhangjiagang Office

A-6058# Guotai Times Square, Renmin Road, 

Zhangjiagang, China

T. 86-512-5879-7829 F. 86-512-5879-7826

Hyosung Spandex Corporation Zhongshan Office

Unit 02 of 28th Floor, Li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No.16, Three Road, Zhongshan, China

T. 86-760-8622-1256 F. 86-760-8622-1256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North of Yanjiang Road, Jinfeng Town 

Zhangjiagang, Jiangsu, China (215625)

T. 86-512-5856-5187 F. 86-512-5855-3404

Hyosung Financial System Co., Ltd.

No.10 Taihao Road, Sandong Digital Industrial 

park, Sandong Town, Huizhou City, Guangdong, 

Province, P.R.China     

T. 86-752-716-3700 F. 86-752-716-3701

Hyosung Financial System (Huizhou) Co., Ltd. 

Beijing Branch

Room 709, Building No.8, No.4 Wangjing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100102

T. 86-10-6439-0837

GST Automotive Safety (Changshu) Co., Ltd.

No.8 Yinhai Road, Changshu New &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215533, Jiangsu, China     

T. 86-0512-52982158   

HONG KONG

Hyosung International (HK) Ltd.

Suite 3510,35/F., Tower 6, The Gateway, 9 Canton 

Road, Tsimshatsui, Kowloon, Hong Kong 

T. 852-2845-6778 F. 852-2845-5752

GST China Investment Limited

c/o Skylight Services Company, PO Box 95050, 

TST Kowloon, Hong Kong

T. 852–3188–5950 

INDIA

Hyosung T&D India Pvt. Ltd.

Plot No. Ip-11, Khed City, Village Nimgaon, Khed 

Taluka, Pune – 410505, Maharashtra, India

T. 91-21-3563-1700

Hyosung India Pvt. Ltd.

Plot No. 1, Sector 11, Auric City, Shendra, 

Aurangabad, Aurangabad, Maharashtra, India, 

431007

T. 91-12440-12255 F. 91-12440-10017  

Hyosung Corporation India Pvt. Ltd. (Chennai)

Level 5, Prestige Palladium Bayan, No : 129 – 140, 

Greams Road, Chennai 600006, India

해외 사업장

BUSINESS	DIRECTORY

82 | 



Hyosung Corporation India Pvt. Ltd. (Haryana)

2nd Floor, Building No 8, Tower B, DLF Cyber City, 

Phase II, Gurgaon, Haryana, India     

T. 91-124-6267777 F. 91-124-6267700

Hyosung Corporation India Pvt. Ltd. (Mumbai)

805, C Wing, 08th Floor, ONE BKC, Plot No C-66, 

G Block, Bandra-Kurla Complex, Bandra – East, 

Mumbai – 400 051, India

Hyosung Corporation India Pvt. Ltd. (Pune)

Suite 661 , Level 6 Pentagon Tower 2, Magarpatta 

City, Hadapsar, Pune, Maharashtra 411028

T. 91-020-4014-7889

Hyosung TNS India Office (Mumbai)

C – 805, 8th Floor, ONE BKC, Plot C-66, G Block, 

Bandra-Kurla Complex, Bandra (East), Mumbai – 

400 051, India

T. 91- 22-6236-9205  

Hyosung TNS India Office (Chennai)

Primus Building, Door No SP-7A, 1ST and 2ND 

Floor, Guindy Industrial Estate, Chennai, 

Tamil Nadu -600032, India 

T. 91-44-4004-0496

INDONESIA

PT Hyosung Jakarta

Gedung Menara Mandiri II 18 Floor, Jl. Jend. 

Sudirman Kav. 54-55, Jakarta 12190, Indonesia

T. 62-21-526-6475~76   F. 62-21-526-6473

Hyosung TNS Indonesia Office

32th Floor Office 8. Ji. Senopati Raya No. 8b 

Kebayoran Baru Jakarta 12190, Indonesia     

T. 62-21-2933-2891~2 F. 62-21-2933-2893

JAPAN

Hyosung Japan

SVAX TT Building 6/F, 11-15, 3-Chome, Toranomon 

Minato-ku, Tokyo, Japan

T. 81-3-3432-1005 F. 81-3-3459-9300

Hyosung Japan Osaka Branch

8th Floor Sun Mullion NBF Tower, 6-12, Minami-

Honmachi 2-Chome, Chuo-ku, Osaka, Japan     

T. 81-6-6253-3500 F. 81-6-6253-3501

Hyosung TNC Corporation (Kuala Lumpur Office)

Suite 23-01, Level 23 Wisma Goldhill, No.67, Jalan 

Raja Chulan, 50200 Kuala lumpur, Malaysia     

T. 60-3-2031-2416 F. 60-3-2031-2417

MYANMAR

Hyosung Corporation Yangon Representative office

Condo F, Rm-304, Kaba Aye Villa Residence, 

Mayangone Township, Yangon, Myanmar     

T. 95-1-660927, 707915

Hyosung TNC Corporation Yangon branch office

Condo F, Rm-304, Kaba Aye Villa Residence, 

Mayangone Township, Yangon, Myanmar

T. 95-1-660927, 707915

Hyosung TNC Manila Office

11/F Unit 1112, Ayala Tower 1, Ayala Triangle, Ayala 

Avenue, Makati City, Philippines

T. 632-848-6204 F. 632-848-6208

QATAR

Hyosung Heavy Industries Corporation Qatar Office

Amwal Tower 12th Floor, Office No. 1201, 

Ambassadors Street, Westbay, Doha,Qatar

T. 974-4421-1092 F. 974-4483-7029

SAUDI ARABIA 

Hyosung Heavy Industries Corporation  

Saudi Arabia Office

P.O BOX 2807 Jareer Street, Malaz, Riyadh, 

Kingdom of Saudi Arabia (12836-7151)

T. 966-11-473-5480 F. 966-11-292-1178

SINGAPORE

Hyosung Singapore Pte, Ltd.

5 Temasek Boulevard, #08-03 Suntec Tower Five 

Singapore 038985

T. 65-6337-2079 F. 65-6339-4504

TAIWAN

Hyosung TNC (Taiwan) Corporation

1714, 17/F, International Trade Building, No.333, 

Sec1, Keelung Road, Taipei 110, Taiwan, R.O.C. 

T. 886-2-2758-4636 F. 886-2-2729-6410

Hyosung TNC (Taiwan) Corporation Kaohsiung Office

7F-6, No.251, Min Chuan 1st Road, Kaohsiung, 

Taiwan, R.O.C.

T. 886-7-226-2021 F. 886-7-226-8530

THAILAND

Hyosung TNC Corporation (Bangkok Office)

14FL. Room No. 1404, One Pacific Place 142 

Sukhumvit Road, Bangkok, Thailand

T. 66-2-653-2031~3 F. 66-2-653-2030

U.A.E.

Hyosung Heavy Industries Corporation  

Abu Dhabi Office

P.O Box 133662, Office No. 326 A&B, Al Fahim 

Building, Street No.10, Plot M4, Musaffah Industrial 

Area, Abu Dhabi, U.A.E

T. 971-2-550-2866

Hyosung TNC Corporation Dubai Office

P.O.Box 15287, Office No.804, Green Tower, 

Riggat Al Buteen Street , Deira, Dubai, U.A.E.

T. 971-4-221-8483 F. 971-4-227-5183

VIETNAM

Hyosung Vietnam Co., Ltd.

N2 Street, Nhon Trach 5 Industrial Zone, Dong Nai 

Province, Vietnam

T. 84-251-3566-000 F. 84-251-3569-448 

Hyosung Dong Nai Co., Ltd.

N3 Street, Nhon Trach 5 Industrial Zone, Dong Nai 

Province, Vietnam

T. 84-251-3566-000 F. 84-251-3569-448 

Hyosung Dong Nai Co., Ltd. (Hochiminh Trading)

L07-06, Vincom Center, 72 Le Thanh Ton, District 

1, Hochiminh City, Vietnam     

T. 84-28-3825-1617 F. 84-28-3823-1971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Lot 01CN – 08CN, Cai Mep Industrial Zone, Tan 

Phuoc Ward, Phu My Town, Ba Ria Vung Tau 

Province, Vietnam

T. 84-254-3937-949 F. 84-254-3937-849 

Hyosung Quang Nam Co.,Ltd.

Lot D6, Tam Thang industrial zone, Binh Nam 

ward, Thang Binh district, Quang Nam province, 

Vietnam

T. 84-235-3691-555 F. 84-235-3691-222 

Hyosung Vina Construction Company Limited

Suite #021, 17th Floor, Empress Tower, 138-142 

Hai Ba Trung Street, Dakao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 84-283-8233-116 F. 84-283-8233-117 

유럽

GERMANY

Hyosung TNC Corporation Frankfurt Office

Siemensstr. 14, 61352 Bad Homburg, Germany

T. 49-(0)6172-85532-20 F. 49-(0)06172-8553290

GST Global GmbH

Höllsteiner Str. 25, DE-79689 Maulburg, Germany 

T. 49–7622-688-460

GST GmbH – Maulburg

Höllsteiner Straße 25, DE-79689, Maulburg, 

Germany      

T. 49-7622-68846

GST GmbH - Murg

Murgtalstraße 29, DE-79730, Murg, Germany

T. 49-7622-68846

GST GmbH - Bad Säckingen

Trottäcker 46, DE-79713, Bad Säckingen, Germany 

T. 49-7622-68846

ITALY

Hyosung Europe S.R.L.

Via del Tecchione 34, 20098 San Giuliano 

Milanese (MI), ltaly

T. 39-02-9886-251 F. 39-02-9828-2481

LUXEMBOURG

Hyosung Luxembourg S.A.

6, Rue de L’Industrie L-7737 Colmar-Berg, 

Luxembourg

T. 352-26817-601 F. 352-2681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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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GST Automotive Safety Poland Sp.z o.o.   

Ul. Legionow 202/210, Pl-42-200, Czestochowa, 

Poland     

T. 48-34-3775-100

ROMANIA

GST Automotive Safety RO S.R.L.

Str. Mihai Viteazu nr 92 RO-545400 Sighisoara, 

Romania 

T. 40-265-774550

GST Safety Textiles RO S.R.L.

Calea Baratilor Sala De Sedinte, nr. 17, COM. 

Albesti, Jud. Mures, Romania

T. 40–265-774-550

RUSSIA

Hyosung Russia LLC.

Prospect Vernadskogo 6, Business Center 5th 

Floor, Moscow, 119311

T. 7-495-510-6131

SPAIN

Hyosung Corporation Barcelona Office

Calle Caravel·la la Ni  a, 12, 7º-B, 08017 – 

Barcelona, Spain

T. 34-93-430-7735 F. 34-93-410-1737

Hyosung Corporation Madrid Office

Calle Orense 68, 1Plta, 28020, Madrid, Spain

T. 34-911-094-832 

TURKEY

Hyosung Istanbul Tekstil Ltd Sti

C.O.S.B. Karaagac mah. 13, Sk. No: 1-3A  Kapaklı, 

Tekirdag, Turkey Zip code:59510

T. 90-282-758-3070 F. 90-282-758-3300

Hyosung Corporation Istanbul Office

Buyukdere Caddesi Noramin Is Merkezi NO :237 

Kat:3 Daire:301, ZIP code:34398 Maslak Istanbul, 

Turkey    

T. 90-212-284-1601 F. 90-212-284-1609

UK 

Hyosung Heavy Industries UK Branch

Suite 1, Parkway 5, Parkway Business Centre, 

Princess Rd, Manchester M14 7HR, UK

T. 44-161-226-9559

아프리카

SOUTH AFRICA

GST Automotive Safety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19 Kelly Road, Hammarsdale, 3700, Kwazulu Natal, 

South Africa     

T. 27-317-361-016

Hyosung South Africa (Pty) Ltd.

6th Floor, Fredman Towers, 13 Fredman Drive, 

Sandton, Johannesburg, Gauteng, Republic of 

South Africa.     

T. 27-(0)72-723-0477

북미

U.S.A

Hyosung Holdings U.S.A., Inc. (Headquarter)

15801 Brixham Hill Avenue, Suite 575 Charlotte, 

NC 28277, U.S.A.

T. 1-704-790-6110 F. 1-704-790-6109   

Hyosung Holdings U.S.A., Inc. (LA Office)

34 Executive Park Ste. 275 Irvine, CA 92620

T. 949-336-5290 F. 949-333-3332

Hyosung U.S.A., Inc. (Headquarter)

15801 Brixham Hill Avenue, Suite 575 Charlotte, 

NC 28277, U.S.A.

T. 1-704-790-6100 F. 1-704-790-6119

Hyosung U.S.A., Inc. (Decatur Plant)      

500 19th Avenue SE, Decatur, AL 35601, U.S.A.

T. 1-256-340-2284 F. 1-256-340-2213

Hyosung U.S.A., Inc. (L.A. Office) 

910 Columbia Street, Brea, CA 92821, U.S.A. 

T. 1-714-989-8900 F. 1-714-989-8901

GST LLC - South Hill  

1556 Montgomery Street, South Hill, VA 23970, 

U.S.A.  

T. 1–434-447-7629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LLC. 

1556 Montgomery Street, South Hill, VA 23970, 

U.S.A. 

T. 1–434-865-2004

GST U.S.A., Holdings, Inc.

1556 Montgomery Street, South Hill, VA 23970, 

U.S.A.     

T. 1–434-865-2004

HICO America Sales and Technology, Inc.

Three Penn Center West, Suite 300, Pittsburgh, 

PA 15276, U.S.A.

T. 1-412-787-1170 F. 1-412-787-2270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6641 N. Belt Line Road, Suite 100, Irving, TX 

75063, U.S.A.

T. 1-972-350-7600 F. 1-972-956-9096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Global Software 

Center (Ohio, USA) 

2835 Miami Village Drive, Suite 110, Miamisburg, 

OH 45332, U.S.A

T. 1-937-203-4900

남미

BRAZIL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BR 101, Km 69, Bairro Rainha, Araquari, CEP 

89245-000, Santa Catarina, Brasil

T. 55-47-3025-9600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Sao Paulo Trading)

Av. Eng. Luis Carlos Berrini,1297 Conj 142, Sao 

Paulo/SP – CEP 04571-010, Brasil     

T. 55-11-5185-4200

Hyosung Do Brasil Importadora E Exportadora Ltda.

Av. Eng. Luis Carlos Berrini, 1297 Conj 142, 

Brooklin, Edificio Sudameris, Sao Paulo, Brasil     

T. 55-11-5185-4200     

MEXICO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S.A. de C.V.

Av. Pedro Loyola #1063-A Col. Carlos Pacheco, 

22890, Ensenada B.C. Mexico

T. 52–646-172-3600

Hyosung Mexico S. de R.L. de C.V. 

Blvd. Industria de la Transformacion #450 Parque 

PYMES Col. Industrial Mieleras Torreon Coahuila 

Mexico C.P. 27400

T. 52-871-222-8400

Hyosung Mexico City S.A. de C.V.

Paseo de Tamarindos 90, Torre 1, Piso10, Col. 

Bosques de las Lomas, C.P. 05120, Mexico D.F., 

Mexico     

T. 52-55-5250-2790 F. 52-55-5540-2078

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Blvd.  Industria de la Transformacion #450 Parque 

PYMES Col. Industrial Mieleras Torreon Coahuila 

Mexico C.P. 27400

T. 52-871-222-8400

PANAMA

Hyosung TNC Corporation Panama Office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Piso 8, AVE.Manuel 

Espinosa Bantista Bella Vista, Apdo.0819-06390,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T. 507-214-8968 F. 507-214-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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