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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극히 일부입니다. 

신념이 있기에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가치와 드넓은 가능성의 세계,

모두가 꿈꾸고 희망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사람과 기술을 잇는 글로벌 로드-

화승은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화승의 세계



WHOLE WORLD

5.1억 평방km의 면적 위에 5대양 6대주, 

230여개의 나라들과 70억의 사람들 - 

그러나 화승이 보는 세계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창업 이래 거시적인 안목으로 혁신을 거듭해 온 화승은 

세계 속에서 더욱 가치있는 미래를 경영합니다.  

화승과 세계의 시너지

HWASEUNG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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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은 1953년 설립된 이래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품, 소재, 신발ODM, 화학, 종합무역 등 사업부문을 두고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화승은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류와 미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GLOBAL STANDARD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 성장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만나는 화승 

가치를 만드는 화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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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사업

웨더스트립, 호스분야 국내 점유율 1위로서

글로벌 BIG3 진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재 사업

국내1위 고무소재기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상품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화학 사업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미래형 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신발ODM 사업

세계적인 브랜드에 한발 앞선 트렌드를 담아

월드 베스트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무역 사업

21세기 전략 사업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사업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승 사업영역



l    HWASEUNG AUTO BIZ R&D CENTER   l  
1991년 설립된 (주)화승R&A 기술연구소는 자동차용 고무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고강도 PVA 

섬유소재로 인해 신기술 실용화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값진 연구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화학 분야의 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l    HSI C&D CENTER   l  
(주)화승인더스트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된 중앙연구소로 기술의 상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기술 개발로 최상의 솔루션을 제시하며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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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하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첨단의 연구개발은 세계 일류기업을 향한 초석입니다. 

사람과 기술을 잇는 글로벌 그룹 화승은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R&D를 한곳에 집중하며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시도하는 한편 신제품, 신소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글로벌 화승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HWASEUNG BROCHURE _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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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전 사업영역의 계열사를 두고 

세계를 향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CHINA
유럽시장에서 브랜드파워를 인정받으며 

유럽과 중동의 영업기반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Middle East & EUROPE

품질우위를 인정받으며 미국 Big3 

자동차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MERICAS

HSDT

HSAH  HSAA  HSAU

 HSNA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머징 마켓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AFRICA

HSAB

HSAM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 다양한 사업이

진출해있는 화승의 전략적인 생산기지입니다. 

Southeast ASIA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증설하여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South AMERICAS

HSTR

FRANKFURT OFFICE

HSB  HSD

 HSS HSTN  HST  HSR  HSP

QINGDAO OFFICE  HSQ

 HSC

 

 CFCC

DETROIT OFFICE

HWI
HII

HS VINA  HVC  HVT  CC VINA  
HSPL  IBS(HSL  HSG)

HSI AUTO
HSMI
HSNI

GLOBAL HWA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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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자동차 부품사업의 대표기업으로 자동차용 고압호

스, 저압호스, 웨더스트립 제품분야에서 국내 1위를 확고

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기술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현대, 

기아, 쌍용자동차는 물론 FCA, GM, BMW 등 세계 유수

의 완성차 메이커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더스트립은 정부의 차세대 세

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승R&A는 세계 거점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글

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해외협력사와 전략적 교류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

니다.

웨더스트립

HWASEUNG AUTO BIZ R&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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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PARTS

자동차부품 사업군은 

웨더스트립, 호스분야 점유율 1위로서 

중국, 미국, 남미, 인도, 터키 등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BIG3 진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사업

AUTOMOTIVE
PARTS

중국

HST

HSB

HSC

미국·남미

HSAH

HSAA

HSAU

HSAM

HSAB

인도

HSI AUTO

터키

HSTR

(주)화승T&C

(주)화승R&A



FLUID SYSTEM _ HOSES 

SEALING SYSTEM _  WEATHERSTRIP 

고무 성형기술에 있어서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화승R&A는 미래 기술과 신사업 연구개발을 활발

하게 진행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D BLOW MOLDING SYSTEM TECHNOLOGY

3D Blow Molding 생산공정은 압출라인과 후가공라인이 

자동화로봇시스템에 의해 단일화되어 인력을 최소화 시키

고 불량제품 재활용과 부품의 경량화를 실현했습니다.

ENCAPSULATION

국내 최초, 3가지 공정을 하나로 만든 획기적인 자동화 공

정시스템으로 작업면적을 최소화시키고, 공정을 단순화 시

키며, NVH를 보강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3D BLOW MOLDING 
SYSTEM TECHNOLOGY

ENCAPSULATION

AUTOMOTIVE PARTS

자동차부품 사업

AUTOMOTIVE
PARTS

중국

HST

HSB

HSC

미국·남미

HSAH

HSAA

HSAU

HSAM

HSAB

인도

HSI AUTO

터키

HSTR

(주)화승T&C

(주)화승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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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   HECHENG VEHICLE PARTS(TAICANG) CO.,LTD.

중국 태창에 설립된 HST는 현지밀착형 경영으로 성공적인 

해외법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더스트립, 고압

호스, 저압호스 등 고품질의 제품을 세계 유수의 완성차 메

이커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HSB   BEIJING HECHENG R&A VEHICLE PARTS CO.,LTD.

중국 내 자동차 부품 No.1을 목표로 화승 제일의 기술력과 

첨단 설비에 의해 생산된 웨더스트립, 저압호스 등은 중국

내 현지브랜드 및 합작지주 자동차브랜드의 내수시장을 공

략하고 있습니다.

HSC   HWASEUNG VEHICLE PARTS (CHONGQING) CO.,LTD.

중국 중경에 설립된 HSC는 HST, HSB를 잇는 화승의 중국 

네트워크로 더 넓은 중국의 자동차 부품 납품을 위해 설립

된 생산 현장입니다.

AUTOMOTIVE PARTS

HSI AUTO   HSI AUTOMOTIVES PRIVATE LTD.

인도 첸나이에 설립된 HSI AUTO는 인도의 자동차산업 성장과 맞물려 고속성

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의 자동차부품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유럽과 

서남아시아 진출의 생산거점기지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HSTR   HWASEUNG TR OTOMOTIV SANAYI VE TIC. LTD. STI

유럽과 가까운 터키의 코자엘리에 위치한 HSTR은 유럽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

기지입니다. 고품질의 웨더스트립, 호스류를 유럽 각국에 공급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사업

AUTOMOTIVE
PARTS

중국

HST

HSB

HSC

미국·남미

HSAH

HSAA

HSAU

HSAM

HSAB

인도

HSI AUTO

터키

HSTR

(주)화승T&C

(주)화승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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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H  HWASEUNG AUTOMOTIVE AMERICA HOLDINGS INC.

미주대륙 전체를 총괄하는 미주 지주회사로 R&D를 총

괄하는 디트로이트 R&D센터를 비롯해 생산, 물류, 경

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자동차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경쟁력

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HSAA  HWASEUNG AUTOMOTIVE ALABAMA LLC.

첨단 생산시설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현지 시장에서 품

질우위를 인정받으며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주진출과 

북미 자동차산업의 시장확대를 꾀하는 한편 남미로 수

출활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HSAU  HWASEUNG AUTOMOTIVE USA LLC.

북미의 대표적인 자동차 호스부품 전문생산기업으로 

FCA社가 주요한 1차 밴드사로 선정할 만큼 화승의 기

술력과 브랜드파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WASEUNG T&C AUTOMATED 
PRODUCTION  LINES

AUTOMOTIVE PARTS

HSAM  HWASEUNG AUTOMOTIVE MEXICO, S. DE R.L. DE C.V.

남미지역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력 확보를 위해 

2014년 설립되었으며, 화승의 남미지역 시장확대와 

더불어 현지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HSAB  HWASEUNG AUTOMOTIVE INDÚSTRIA DE BORRACHA E 

COMERCIO BRASIL LTDA.

경제와 산업의 영향력이 높은 브라질에 2015년 설립

되어 남미 지역에서 화승의 생산거점을 확보, 주요시

장으로 떠오르는 남미사장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글로벌 경영을 실현해 온 ㈜화승T&C는 끊임없는 기

술혁신을 통한 품질의 차별화로 자동차부품사업에서 세계

적인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최신 생산방식을 채택한 첨단 자

동화 설비에 과감히 투자하여 세계일류 품질을 만들어낸 

결과 자동차 도어 및 트렁크 실링용 제품과 에어컨, 파워스

티어링 외 각종 호스, 그리고 호스 파이프 어셈블리 제품 

등을 국내 완성차 및 글로벌 업체에 공급하며, 품질과 신뢰

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사업

AUTOMOTIVE
PARTS

자동차부품 사업

AUTOMOTIVE
PARTS

중국

HST

HSB

HSC

미국·남미

HSAH

HSAA

HSAU

HSAM

HSAB

인도

HSI AUTO

터키

HSTR

(주)화승T&C

(주)화승R&A (주)화승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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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기술역량의 ㈜화승소재는 1978년 동양화공에서 

출발한 이래 화학소재인 CMB를 비롯하여 TPE, 실리콘 등 

1,500여종의 Compound를 개발한 국내 1위, 세계 3위의 

소재 전문기업입니다. 독자적으로 보유한 원료의 정밀계량 

및 제조공정의 세계적인 핵심기술은 ㈜화승소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입니다. 

미래 신소재 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주력한 결

과 열가소성 소재를 개발하여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에 기

여하고 있으며, 조선기자재 사업•방산•항공분야의 부품

소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기술을 접목

한 열전소자와 친환경 항균소재, 기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 복합소재 분야의 CFRP, GFRP 등탁월한 성능의 

새로운 소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 주문 등록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데이터로 관리하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와 POP(Point Of Production System) 시스템

A
d

va
nc

ed
M

a
te

ria
ls

화승은 40여 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500가지의 고무배합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컴파운드 기술과

고부가가치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재 사업

ADVANCED
MATERIALS

중국

HSR

인도

HSMI

(주)화승소재

ADVANC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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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R  HWASEUNG SPECIAL RUBBER (TAICANG)CO.,LTD.

2008년 본격 가동한 중국 태창의 HSR은 현지의 우수한 

인력과 화승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

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류의 품질을 자부하는 CMB, TPE 등은 글로벌 시장

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사업구조의 

개선으로 성장에 가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HSMI  HWASEUNG MATERIAL INDIA PRIVATE LTD.

설립 초기부터 무결점 품질주의의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추

구하며 생산 전공정의 자동화를 이룬 HSMI는 고품질에 가

격 경쟁력까지 갖추어 인도를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HSMI는 지속적인 품질고급화와 미래형 신소재의 개발로 

제품의 다양화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HWASEUNG MATERIAL 
AUTOMATED PRODUCTION LINES

국내 최대의 TPE, CMB 메이커로 안정된 국내 시장 기반을 갖추어 온 ㈜화승소재는

독자적인 자체 브랜드 THERMOPRENE, XENOMER로 국내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

일본, 중국, 인도, 미주지역 등 세계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DVANCED MATERIALS

국내 최대의 CMB 메이커로 안정된 국내 시장 기반을 갖추어 

온 ㈜화승소재는 독자적인 자체 브랜드 XENOMER를 개발하

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배합기술과 생산공법을 거친 CMB제품들은 경쟁제

품보다 뛰어난 기능과 균일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화승소재의 TPE 브랜드 THERMOPRENE은 친환경 미래형 

신소재로서 고무의 부드러운 감촉과 리사이클이 가능한 플라

스틱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국내 자동차메이커는 물론 

세계의 유수의 자동차메이커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재 사업

중국

HSR

인도

HSMI

(주)화승소재

ADVANCED
MATERIALS

[ HWASEUNG MATERIAL'S GLOBAL BR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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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그룹 신발사업의 핵심

ODM 기업인 화승비나의 지주회사로 아디다스그룹의 전략

적 파트너입니다. 

아디다스의 비약적 성장을 견인한 ‘아디다스 네오라벨’의 

런칭에서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며 네오라벨 제조부문 M/S 

1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아디다스 운동화 제조부문에서도 

M/S 2위로 도약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승비나는 혁신적인 생산전략 ‘스피드 투 마켓(Speed to Market)’으로 아디다스 협력사 중 납기ㆍ공정자동

화ㆍ생산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

는 화승비나는 글로벌 시장의 트랜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제품 포트폴리오 및 사업영역의 확대를 통해 더 큰 

미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FOOTWEAR ODM

신발제조 사업을 모체로

신뢰와 기술을 축적해 온 화승은 

기존 OEM 방식에서 탈피하여

제품의 기획과 개발,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ODM 방식으로

기업의 체질을 전환하고 

세계적인 브랜드 아디다스그룹의 최고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HWASEUNG ENTERPRISE

베트남

HS VINA

HVC

HVT

CC VINA

HSPL

중국

HSD

HSQ

인도네시아

HWI

신발ODM 사업

FOOTWEAR
O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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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WEAR ODM

HS VINA  HWASEUNG VINA CO., LTD.

세계 최대 규모의 신발생산기지인 화승비나는 세계적 브랜드 아디다스그룹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No.1 Shoes Factory’입니다. 매년 경이로운 공정률로 세계 신발산업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현재 아디다스 네오라벨, 아디다스 러닝, 리복, 리복로얄 등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며 화승의 역

사에 글로벌 신화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HSPL  HS POLYTECH CO.,LTD.                     HVC  HWASEUNG VIETNAM CHEMICAL CO., LTD. 

HVT  HWASEUNG VUNGTAU CO., LTD.     CCVINA  CHANG CHUN VINA CO,.LTD.

화승은 풍부한 인력과 다양한 정책적 이점까지 더해진 베트남을 글로벌신발생산 거점으로 주목해 

왔습니다. 안정적인 품질과 생산성으로 신뢰를 높여가고 있는 HVT, CC VINA는 화승의 미래신발산

업을 위해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디다스 그룹의 성장세에 맞춰 HSPL을 설립하고 생산

능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적인 고퀄리티 제품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HSD  JANGCHUN SHOE MANUFACTURING DALIAN CO.,LTD. /  HSQ _ QINGDAO JANGCHUN SHOE MANUFACTURING CO., LTD.

중국의 HSD는 아디다스, 리복 등 세계적인 신발브랜드의 생산전진기지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한편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제조전문공장으로 특화 운영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칭따오에 설립된 HSQ는 세계적인 브랜드에 자부심을 더하

며 대륙에서 화승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HWI  PT. HWASEUNG INDONESIA

베트남, 중국에 이어 주력 해외공장으로 인도네시아 스마랑 지역에 설립된 HWI는 2016년 10월 생산가

동을 시작, 2018년 월200만 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하여 효율을 향

상시키는 동시에 원가절감을 실현한 HWI는 아디다스 그룹내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고가제품 신

규물량도 담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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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전문기업인 ㈜화승인더스트리는 기술우위를 통한 가

치창조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끊임없는 연

구개발의 기술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제일의 신뢰로 BOPP, BOPET 등과 태양전지 부품소

재인 EVA 시트, 화학소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학소재로의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화승인더

스트리는 자동차 웨더스트립용 코팅제 및 Flocking용 접착

제, 고무 호스용 이형제, 신발용 고기능 접착제, 합성피혁

용 수지 등 고기능 고부가가치 아이템으로 지속가능한 고효율 수익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화학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고기능성 첨단소재 개발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갈 예정입니다.

 C
he

m
ic

a
l

CHEMICAL

화승은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화학 사업의 무한가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력이 집중된 

HSI C&D Center에서는

지속가능한 화승의 미래 가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HSP  HWASEUNG PHOTOVOLTAIC MATERIAL(TAICANG) CO.,LTD.

중국 태창에 설립된 화승태양능재료(태창)유한공사는 

화승의 글로벌 에코프로젝트 전진기지로, 태양광 소재 

산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HUNOMIC  HUNOMIK CO.,LTD.

㈜휴노믹은 화승의 필름 기술력과 품질능력을 활용하

여 후가공용 필름 및 소재 등을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

습니다.

HII  PT.HWASEUNG IBS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HII는 신발용 접착제, 수지 및 화

학제품을 신발 및 합성피혁 공장에 공급합니다. 

CFCC  COATWELL FINE CHEMICAL (ANHUI) CO.,LTD.

COATWELL정밀화학(안휘)유한공사는 자동차용 코팅

제 및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중국내 글로벌

자동차 및 각종 산업군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발돋움하

고 있습니다. 

CHEMICAL
화학 사업

중국

HSP

CFCC

인도네시아

HII

HUNOMIC

HSI C&D CENTER

(주)화승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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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인더스트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된

HSI C&D Center ‘THE BRIDGE’는 C&D(Connecting & 

Development)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 첨단기술

의 개발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필름소재, 고

부가가치 산업형 접착소재, 기술집약형 미래 에너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첨단융복합화에 집중하여 소재분

야의 차세대 기술주도 및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전 세계 우수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AJOR PRODUCTS PART of BUSINESS

SHOES MATERIAL
아디다스 최고의 파트너사로 신발의 Upper와 Sol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분해성 친환경 Bio 및 Health care 통기성 

소재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HIGH-TECH MATERIAL
미래 첨단소재시장을 선도하는 디스플레이, 2차전

지 및 태양전지 등 융합소재의 개발은 물론 다양한 

산업의 첨단소재 및 제품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HEMICAL
웨더스트립 코팅제, 신발 및 산업용 접착제, 합성피

혁용 수지를 비롯, 화학제품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

유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연구역량

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FILM
일상생활에 밀접한 포장재와 산업용 필름, 태양광용 

시트 등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기능 , 고부가

가치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HEMICAL

CHEMICAL
화학 사업

CHEMICAL
화학 사업

HSI C&D CENTER

중국

HSP

CFCC

인도네시아

HII

HUNOMIC

HSI C&D CENTER

(주)화승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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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사업 물류사업

자원사업

유통사업

통합구매
사업

아시아, 유럽, 미주를 중심으로 중동, 남미, 아프리카

까지 글로벌 종합무역기업으로 입지를 구축한 ㈜화

승네트웍스는 자원, 철강, 식량, 신재생 에너지, 원자

재, 기업 MRO서비스의 6개 사업분야에 주력하며 국

내종합상사 Big3 진입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화승네트웍스는 종합무역상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안하며 신개념의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미래 대체에너지 등 특화품목을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국가와 유대강화를 통한 현지화 전략을 

구축하여 글로벌 유통채널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화승네트웍스는 중계무역에서 자체소싱사업으로 거래형태

를 확대하고 자원, 물류, 공급의 One Flow System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사업환경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TRADE NETWORKS

화승의 전략 사업인 종합무역 분야는 

5대양 6대주에 그물망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자원, 철강,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 일반무역, 

각종 원자재 통합구매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합무역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고무사업

종합무역 사업

TRADE
NETWORKS

(주)화승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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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NETWORKS

㈜화승네트웍스 GLOBAL NETWORK

HSNA  HWASEUNG NETWORKS AMERICA CORP.

화승의 미주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HSNA는 LA에 

Sales Office를 두고 다각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

는 한편 미주 전역에 걸쳐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HSNI  HWASEUNG NETWORKS INDIA PRIVATE LTD.

인도에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마케팅 영역을 확

장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사업의 전진기지입니다. 신

시장 개척 및 신상품 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폭

넓은 영업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STN  HWASEUNG HAOTIAN 

(TAICANG)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법인들이 밀집되어 중국내 신흥

공업지구로 급부상하고 있는 태창지역에 설립되어 세

계진출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화승인더스트리 GLOBAL NETWORK

HSS  HWASEUNG(SHANGHAI) INT'L TRADE CO.,LTD.

HSS는 거대중국시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

대해 나아가며 세계 2위의 수출입물동량을 자랑하는 

상해를 배후로 동아시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IBS  INTERNATIONAL B2B SOLUTION

HSL  HS LOGISTICS / HSG  HS GLOBAL

베트남에서 종합무역상사로 자리잡은 IBS는 2016년 

HSL(화승로지스틱스)과 HSG(화승글로벌)를 설립하여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화승의 해외물류운

송을 위해 설립된 HSL은 베트남의 각종 수출입 화물

에 대한 운송의 신뢰는 물론 물류보안, 수출입검사 및 

통관 등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SG는 특

히 내륙 운송에 특화된 운송법인으로 화승비나 및 베

트남의 물류 영역에 선진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합무역 사업

TRADE
NETWORKS

HWASEUNG NETWORKS 
GLOBAL NETWORK
HSNA

HSNI

HSTN

HWASEUNG INDUSTRY 
GLOBAL NETWORK
HSS

IBS (HSL / HSG)

HWASEUNG EXWILL

㈜화승엑스윌은 컨베이어벨트, 산업용호스, 선박접안

용 완충제, 방진용 고무제품 등을 생산, 유통하는 산

업용 고무제품 전문기업으로 국내의 포스코, 한국수

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세

계 각국의 기간산업과 중대형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산업용고무제품 전문기업입니다. 

세계일류제품의 산실이 되고자 끊임없는 연구와 과

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화승엑스윌은 2016년 마

모 정도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유색 컨베이어 벨트의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산업의 흐름에 대응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성장을 추구

하고 있는 ㈜화승엑스윌은 산업용 고무제품은 물론 물류, 유통, 항만, 토목, Engineering Solution에 이르기까지 새

로운 가치를 준비하며 더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MAJOR PRODUCTS PART of BUSINESS

BELT HOSE SHEET FENDER &
MARINE SYSTEM

HWASEUNG NETWORKS
HSNA

HSNI

HSTN HSS

IBS(HSL  HSG)

종합무역 사업

TRADE
NETWORKS

(주)화승엑스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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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花,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人和, 함께 나누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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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관심이 오늘의 온기가 되고,

우리의 손길이 내일의 희망으로 피어나기를 -

화승은 소통하고, 나눔으로써 

서로의 가치를 키우는 ‘인화(人和)’의 

기업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계예술치료협회 후원

화승은 세계예술치료협회와 함께 발달장애아동 형제들을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예술치료캠프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예술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혈병소아암협회 후원

2003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의 발족을 함께

한 화승은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관련 행사 및 다

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며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후원

화승은 부산교육청을 통한 후원으로 아이들이 차별없이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 후원

화승은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예술공연, 스포츠 행사 지원

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승 꿈틀 프로젝트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과 청소년들이 화승 

직원 봉사자들과 일대일 매칭되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활동을 함께 배우며 꿈을 이루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

다.

화승이랑(주말농장)

화승 직원들에게 가족 농장을 제공하여 직접 수확한 재

배 작물의 50% 이상을 인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며 작

지만 큰 사랑을 실천해가는 화승 직원 복지 프로그램입

니다. 



CC VINA
CHANG CHUN VINA CO,.LTD.
Duong D1 Lo B, Cum Cong Nghiep Tieu 
Thu Cong Nghiep Xa An Ngai, 
Huyen Long Dien, 
Tinh Ba Ria - Vung Tau
Tel. 86-64-367-4710  
Fax. 86-64-361-2289

HSPL
HS POLYTECH CO.,LTD.
Duong so 2, KCN Nhon Trach 1, 
Xa Phuoc Thien, Huyen Nhon Trach,
Tinh Dong Nai, Viet Nam
Tel. 84-61-3560786
Fax. 84-61-3560782

IBS
INTERNATIONAL B2B SOLUTION
No. 2710,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Ben Nghe Ward, 
Dist.1, HCM City
Tel. 84-8-3910-2377  
Fax. 84-8-3910-2376

HSL
HS LOGISTICS
Tel. 84-933-566-864 

HSG
HS GLOBAL
NO, 2701, Saigon Trade Center B/D,
37 Ton Duc Thang, Ben Nghe Ward, 
Dist.1, HCM City
Tel. 84-8-3910-2377
Fax. 84-8-3910-2376

HII
PT. HWASEUNG IBS INDONESIA
Kawasan Bizpoint Modern Multi Business
Blok Dubai No.16 Sukamulya, Kec. Cikupa,
Tangerang - Banten 15710, Indonesia
Tel. 62-21-2292-1488
Fax. 62-21-2292-1726

HWI
PT.HWASEUNG INDONESIA
JI. Krasak Desa Banyuputih RT09 /
RW03, kec. Kalinyamatan, kab. Jepara, 
Jawa Tengah Indonesia 59467
Tel. 62-291-751-2197
Fax. 62-291-751-2191

㈜화승R&A

www.hsrna.com
본사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61
Tel. 055-370-3331~4   
Fax. 055-387-8870/8027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KTB빌딩 19층
Tel. 02-6717-1200   Fax. 02-574-4898

㈜화승소재

www.hscmb.com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 2길 11
Tel. 055-780-3400   Fax. 055-383-9203

㈜화승T&C

www.hstnc.co.kr
본사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공단 5길 39 
Tel. 055-380-3600   Fax. 055-380-3601
아산공장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1017-14
Tel. 041-538-1200   Fax. 041-546-8854

㈜화승네트웍스

www.hsnetw.co.kr
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장천B/D 11, 12층
Tel. 051-850-0100   Fax. 051-850-0101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KTB빌딩 19층
Tel. 02-6958-2000   Fax. 02-6958-2001

㈜화승엑스윌

www.hs-exwill.com
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장천B/D 7, 8층
Tel. 051-860-3600   Fax. 051-863-3609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KTB빌딩 19층
Tel. 02-6717-1200   Fax. 02-574-4898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Mergenthaler Allee 79-81,
65760 Eschborn, Germany  
Tel.  49-6196-96967-0

HSTR
HWASEUNG TR OTOMOTIV 
SANAYI VE TIC. LTD. STI
Ovacik Mah. Alsancak Cad. 
No:175 Basiskele
Kocaeli Turkey
Tel. 90-512-5356-6596
Fax. 90-262-349-3706

HST
HECHENG VEHICLE PARTS (TAICANG) CO.,LTD.
#86. Beijing East RD. Taicang, Jiangsu, China
Tel. 86-512-5387-2888   Fax. 86-512-5387-2866

HSB
BEIJING HECHENG R&A VEHICLE PARTS CO.,LTD.
19, Pingrui Street Pinggu, Beijing, China
Tel. 86-10-8998-6221   Fax. 86-10-8998-6002

HSC
HWASEUNG VEHICLE PARTS(CHONGQING) CO.,LTD.
#63. Tongliang Industria Zone Road, Chongqing, China

HSR
HWASEUNG SPECIALl RUBBER(TAICANG) CO.,LTD.
#86. Beijing East RD. Taicang, Jiangsu, China
Tel. 86-0512-5387-2844   Fax. 86-0512-5387-2843

HSD
JANGCHUN SHOE MANUFACTURING DALIAN CO.,LTD.
#776 Yingjin Road, Sujia Village, Dalianwan Town,
Ganjingzi District, Dalian, China
Tel. 86-411-8767-7620   Fax. 86-411-8767-6845

HSQ
QINGDAO JANGCHUN SHOE MANUFACTURING CO.,LTD.
#211 Dongzhu Jianxi Town Jiaozhou City Qingdao, China
Tel. 86-532-8521-2998   Fax. 86-532-8521-2999

HSDT
JANGCHUN SHOE MANUFACTURING TONGLIAO CO.,LTD.
Tongliao Economic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Inner
Mongolia, China
Tel. 86-475-862-8811   Fax. 86-475-862-8899

HSP
HWASEUNG PHOTOVOLTAIC

MATERIAL(TAICANG)CO.,LTD.
#30 Qingdao East Rd

Taicang Jiangsu P. R. China
Tel. 86-512-5358-5708
Fax. 86-512-5358-5728

CFCC
COATWELL FINE CHEMICAL 

(ANHUI) CO.,LTD.
Cihu National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Maanshan, Anhui, China 243-000
Tel. 86-555-211-5000  Fax. 86-555-211-5003

HSS
HWASEUNG (SHANGHAI)

INT’L TRADE CO.,LTD.
Unit 901-903, New Town No.83

Loushanguan Road, Shanghai, China
Tel. 86-21-6145-3268  Fax. 86-21-6145-3265

HSTN
HWASEUNG HAOTIAN(TAICANG)

INTERNATIONAL TRADING CO.,LTD.
#6. Beijing East RD. Taicang, Jiangsu, China

Tel. 86-512-5383-3395  Fax. 86-512-5356-8735

청도 사무소
Plage Mansion 2-1209, Shenzhen Rd 230,

Laoshan Area, Qingdao, China 
Tel. 86-0532-8593-3242 

 

HSNA
HWASEUNG NETWORKS AMERICA CORP.
366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U.S.A
Tel. 1-213-232-3127  Fax. 1-213-232-4987

HSAH
HWASEUNG AUTOMOTIVE
AMERICA HOLDINGS INC.
100 Sonata Drive, Enterprise AL 36330, U.S.A.
Tel. 1-334-348-9516~9  Fax. 1-334-348-9520

HSAA
HWASEUNG AUTOMOTIVE
ALABAMA LLC.
100 Sonata Drive, Enterprise AL 36330, U.S.A.
Tel. 1-334-348-9516~9  Fax. 1-334-348-9520

HSAU
HWASEUNG AUTOMOTIVE USA LLC.
101 Development Drive, Enterprise AL 36330, U.S.A. 
Tel. 1-334-348-9516~9  Fax. 1-334-348-9520

디트로이트 사무소
3175 Martin Rd 
Commerce Township, MI 48390  
Tel. 1-248-871-1000

HSI AUTO
HSI AUTOMOTIVES PRIVATE LTD.
S. No.73, Mevalur Kuppam, "A" Block,
100 Thandalam Post. Sriperumbudur TK,
Kanchipuram DT, Tamil Nadu 602 105, India
Tel. 91-44-2681-0001~5  Fax. 91-44-2681-1899

HSMI
HWASEUNG MATERIALS INDIA PRIVATE LTD.
New No.54, Old NO. 100, Mevalur Kuppam Village, 
Sriperumbudur TK, Kanchipuram DT, Tamil Nadu 
602 105, India
Tel. 91-44-2681-0001~5  Fax. 91-44-2681-1899

HSNI
HWASEUNG NETWORKS INDIA PRIVATE LTD.
New No.54, Old NO. 100, Mevalur Kuppam
Village, Sriperumbudur TK, Kanchipuram DT,
Tamil Nadu 602 105, India
Tel. 91-44-2681-0001~5  Fax. 91-44-2681-1899

HSAM
HWASEUNG AUTOMOTIVE
MEXICO, S. DE R.L. DE C.V.
Ave. Industria # 101, VYNMSA Industrial Park 
Sector II, Ramos Arizpe, Coahuila, 
México CP. 25904
Tel. 52-(1)-844-309-01-00

HSAB
HWASEUNG AUTOMOTIVE INDÚSTRIA 
DE BORRACHA E COMERCIO BRASIL LTDA.
Via de Acesso Rod.do Acucar SP 308 Rod.Estadual
Cornelio Pires SP 127 Bairro Taquaral 
/CEP 13390-000 Rio das Pedras-SP-Brasil
Tel. 55-11-3493-7766   

㈜화승인더스트리

www.hsi.co.kr
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장천B/D 6층
Tel. 051-311-0081 Fax. 051-312-246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B/D 4층
Tel. 02-3471-3410  Fax. 02-3471-3414
양산사무소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공단 5길 39

Tel. 055-380-3660   Fax. 055-380-3603
공장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400
Tel. 041-531-5005   Fax. 041-531-0035

㈜화승엔터프라이즈

www.hsenterprise.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B/D 4층
Tel. 02-588-8043 Fax. 02-588-8045

㈜휴노믹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장천B/D 6층

HSD

CFCC

HSB

HSC

HII
HWI

HSNA

HSAH / HSAA / HSAU

HSAM

HSAB

HSI AUTO
HSMI
HSNI

DETROIT OFFICE

HS VINA
HWASEUNG VINA CO.,LTD.
Nhon Trach 1 Industrial Zine Nhon Trac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Tel. 84-61-356-0800  Fax. 84-61-356-0782

HVC
HWASEUNG VIETNAM CHEMICAL CO.,LTD.
Nhon Trach 1 Industrial Zine nhon Trach Dist.,
Dong Nai Province, Vietnam
Tel. 84-61-356-0800  Fax. 84-61-356-0782

HVT
HWASEUNG VUNGTAU CO.,LTD.
844 Binh Gia Street, 10 ward 
Vung Tau Vietnam
Tel. 84-64-361-0038
Fax. 84-64-361-2289

HS VINA  HVC  HVT  CC VINA  
HSPL  IBS(HSL  HSG)

HSDT

HSAM Plant HSMI Plant 

HSAU 

HSR, HST 1st Plant HSP Plant 

HSS / HSTN / HST / HSR  / HSP

HSQ / QINGDAO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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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EUNG GLOBAL NETWORK



사람과 기술을 잇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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