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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인사말씀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확실히 우리는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우리 국민들이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정신, 열정적

인 노력을 쏟아부어 이룬 것이다.

바로 정신의 힘이다. 신념은 불굴의 노력을 창조할 수 

있다. 진취적인 정신, 이것이 기적의 열쇠이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 한계라고 규정짓는 일에 도전, 그것을 

이루어내는 기쁨을 보람으로 오늘까지 일해왔고 지금도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Whether one succeeds or fails depends 
on one's thought and attitude. Certainly, 
theoretical or scientific limitations can 
be overcome with a pioneering spirit and 
passionate determination.
The source of this power is the mind. An 
unshakable belief can inspire extraordinary 
efforts, and positive thinking is the key to 
creating miracles.
I have challenged things up to the limit defined 
by man and worked, till now, with the pleasure 
of achieving them. I still relish new challenges.
Human potential is unlimited and promises 
everyone boundless possibilities.

FOUNDER    Chung Ju - Yung창업자    鄭 周 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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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회사 소개 및 개요 

현대중공업은 창조와 개척정신으로 조선사업을 시작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선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

으로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그린에너지, 로봇, 건설장비 사업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종합중공업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조선부문 및 대형엔진부

문 세계 1위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

습니다.

현     황

창　　립 1972. 3. 23
본　　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공장규모 628만㎡

직원 수  27,000여명

대표전화 052-202-2114
홈 페이지  www.hhi.co.kr

현대정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하여 불굴의 투지와 강인

한 추진력으로 도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창업자 정주영의 철학으로, 

현대중공업의 근간이 되는 정신입니다.

CREATIVE WISDOM
창조적 예지

고객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지혜

UNWAVERING DRIVE
강인한 추진력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목표를 달성해 내는 힘

POSITIVE THINKING
적극의지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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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2 그리스 26만톤급 유조선 건조 계약

1972 03 조선소 기공

1974 06 조선소 준공 및 1·2호선 명명식

1976 07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OSTT) 공사 계약

1983 11 산업기술연구소 준공, 10억불 수출탑 수상

 12 선박 수주·건조량 세계 1위

1984 10 선박해양연구소 준공

1986 12 세계 최대 36만 5천톤급 광석운반선 인도

1992 06 방문객 누계 1천만명 돌파

1994 06 국내 최초 LNG(액화천연가스)선 인도

1997 03 선박 5천만톤(DWT) 인도

1998 06 현대예술관 개관

2008 05 군산조선소 기공, 태양전지 생산공장 준공 

  (충북 음성) 

2009 04 세계 최초 FPSO 전문도크 완공

 09 세계 최초 대형엔진 생산누계 9,000만 마력 달성

2010 03 군산조선소 및 풍력발전기공장 준공

 09  세계 최초 대형엔진 생산 1억 마력 달성

2011 01 그린에너지사업본부 신설

 02 세계 최초 선박 1,700척 인도

 04 세계 최대 사우디 마라픽 발전소 준공

 09 종합연구동 준공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GIS 공장 기공식

 11 카타르 Pearl – GTL 공사 완공

 12 세계 최대 중량물(NR2) 육상 리프팅(2만3천600톤)

2000 06 ISO 9001 통합 인증

 09 선박용 디젤엔진 독자모델·현대힘센·엔진 개발

2001 06 OHSAS 18001(국제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 획득

2002 03 선박 1천 척 인도(7천754만DWT)

 10  세계 최대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U) 육상조립 

(1만 2천 M/T)

2004 08 이지스 구축함(KDX-Ⅲ) 건조업체 선정

 10 세계 최초 육상 선박 건조(105,000톤급)

2005 08 세계 최단기간 선박용 프로펠러  2천대 생산 돌파

2006 06 최신예 잠수함 ‘손원일함’ 건조

2007 05 세계 최대 전자제어식 대형엔진(108,920 마력)

  생산 /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진수

 11 세계 최대 LNG선 건조 (216,000㎥)

 12 100억불 수출탑 수상

2012 03 세계 최초 선박 1억GT 달성

 07 이동식 발전설비(PPS) 1천호기 생산

 09 사우디 32억불 화력발전소 수주

2013 01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고압차단기 공장’ 준공

 05 세계 최초 LNG-FSRU 진수

 08 플랜트, 33억불 규모 초대형 화력발전소 수주

2014 02 세계 최대 리그선 건조

 11 세계 최대 1만9천TEU급 컨테이너선 인도

2015 01 해양 · 플랜트 사업본부 통합

  현대重그룹, ‘그룹 선박 AS센터’ 출범

 02 세계 최대 원통형 골리앗 FPSO 완공

 05 세계 최초 선박 2,000척 인도

 07 대형엔진, 세계 최초 1억5천만 마력 달성

 12 세계 최초 ‘Tier-Ⅲ’ 친환경 엔진 제작

  국내 최대 경비함 ‘이청호함’ 진수

1974  06  조선소 준공 및 1·2호선 명명식 2009  04  세계 최초 FPSO 전문도크 완공2000  09  선박용 디젤엔진 독자모델·현대힘센·엔진 개발 2015  02  세계 최대 원통형 골리앗 FPSO 출항

1976  07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OSTT)공사 계약 2010  09  세계 최초 대형엔진 생산누계 1억만 마력 달성2007  05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진수 2015  05  세계 최초 선박 2,000척(2622호선 드릴십) 인도

HISTORY
회사연혁 



SHIPBUILDING      09HYUNDAI HEAVY INDUSTRIES      08

SHIPBUILDING
조선 

조선사업

1972년 3월, 황무지나 다름 없었던 울산 미포만에 조선소 건설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현대중공업은, 2년 3개월이라는 최단기간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완공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는 동시에 그리스 LIVANOS社의 26만톤급 초대형 유조선(VLCC)

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며 세계 조선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조선사업본부는 10개의 대형 건조도크와 9기의 초대형 골리아스 크레인을 비롯한 최

신 생산설비, 우수한 인적 자원 및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릴십, LNG선, LPG선

등 해양 개발 관련 선박 및 가스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조선, 컨테이너선, 살

물선, 자동차 운반선, ROPAX 등 일반 상선과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최신예 함정

에 이르기까지 연간 70여척 내외의 다양한 선박을 고품질로 건조, 적기에 고객에게 공

급하며, 세계 속의 조선 한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2016년 현재까지 총 52개국 298개 선주사에 약 2,000여척(특수선 제외)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조선사업본부는 2012년 세계 최초로 “선박 건조량 1억 GT”

라는 신기록을 달성하여 세계 조선 역사상 최단기간 내 최대 건조실적이라는 대기록

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제품

 드릴십 · LNG/LPG선 · 컨테이너선 · 유조선 · 정유제품 운반선 · 화학제품 운반선 · 

BULK선 · 자동차 운반선 · 로-로선 · 여객선 · 특수선 및 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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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21만 6천㎥급)

드릴십 초대형 컨테이너선 (19,100 TEU 급)

LNG FSRU (해상 가스저장 설비) 초대형 유조선 (31만 8천톤 급 VLCC)

이지스구축함 (AEGIS Destroyer) AIP 잠수함 (AIP Sub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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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 ENGINEERING
해양 

해양사업

현대중공업은 해양 원유 및 가스전을 개발 · 생산하는 고정식, 부유식 및 육상 모듈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설비를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및 시운전까지 턴키(Turnkey) 

방식으로 일괄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30여개 이상의 고객사로부터 170여개의 공사

를 성공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사업의 대형 해양 모듈 제작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

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FLNG) 등 새로운 사업분야

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대형 1,600톤 골리앗 크레인 2기 및 100만톤급 H-Dock를 활용해 부유식 

해양설비의 건조 능력을 크게 향상하여, 가격, 품질, 납기 준수 등으로 해양시장에서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10,000톤 해상 크레인을 보유하여 시공 능력, 

경쟁력 강화 및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부유식 해양설비 · 고정식 해양설비 · 설치공사 · 육상모듈 공사

FPSO (부유식 원유생산 · 저장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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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LANT & ENGINEERING
플랜트 

플랜트사업

현대중공업은 산업플랜트 분야에서 40여 년간의 풍부한 공사 경험과 엔지니어링 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설계, 구매, 제작, 시공, 시운전, 운전원 교육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일괄도급방식(Turnkey)으로 수행합니다.

플랜트사업본부는 화력, 복합화력, 열병합 발전소와 담수설비의 발전분야 및 Oil & Gas 

Plant, 정유, 석유화학 Plant, LNG/GTL Plant 등 화공분야의 일괄도급공사 수행은 물론 

각종 화공플랜트 핵심설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우주발사대 및 원자력발전소 주요 

기기 등을 제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PC 전 공정의 One-stop 수행체계를 갖춘 플랜트사업은 진정한 Total Energy Solution 

Provider로서 고객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발전설비 · 화공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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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 MACHINERY
엔진기계 

엔진기계사업

세계 대형엔진시장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는 엔진기계사업본부는 2016년 현재 대

형엔진 생산누계 1억6천마력과 중형엔진 10,000대의 생산을 달성한 세계 최대의 엔

진메이커입니다.

 

박용엔진 및 선박기자재, 박용친환경제품(LNG 공급장치, NOx/SOx 저감설비), 평형

수처리장치 및 추진시스템까지 일괄 생산 공급하여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

며, 육상 분야인  엔진발전설비는 쿠바,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여

러 나라에서 호평 받아 국내·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계부문에서는 1979년에 펌프 사업을 시작한 이래 고품질의 발전, 담수, 각종 

플랜트용 대형 펌프를 생산 및 공급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용 핵심펌프까지 

생산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박용엔진 및 추진시스템 · 터보차저 · 펌프 · 평형수처리장치 · 기타 친환경 박용 기자재 

· 디젤 및 가스 발전설비 · 산업용 펌프 · 가스컴프레셔 · 에어컴프레셔 · 스팀터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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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CS
로봇 

로봇사업

현대중공업은 1984년 로봇사업을 시작, 1986년 처음으로 용접로봇을 생산했으며, 2014년 

국내 최초로 산업용 로봇 생산누계 33,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독자 기술

력으로 30여종의 산업용 로봇과 40여종의 클린로봇을 개발,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자동차 차체 용접용 로봇, 2011년 클린로봇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일류상

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품 안전규격 인증인 유럽 CE, 북미 NRTL, 러시아 Gost-R 등을 획득하여 로봇 글로

벌 사업에 대응하고,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유럽 등으로 수출하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세계적인 로봇 메이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인공관절 수술로봇 국산화에도 성공하였으며, 의료용 로봇, 도장용 

로봇 등 신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산업용 로봇 · 클린 로봇 · 의료용 로봇 · 도장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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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 ELECTRIC SYSTEMS
전기전자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사업

“발전에서 송·배전까지”, 1977년 발족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선진기술 도입 및 

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첨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초기부터 미국, 캐나다, 아시아, 중동, 유럽, 호주, 아프

리카 등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중전기 메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종

합 중전기 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설계와 생산, 연구개발 등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를 갖춘 

종합 전기 기기 공급업체로서 발전설비부터,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산업용플랜트를 

비롯하여 선박용 전장품, 철도차량용 전장품 및 전력제어기기 등을 전세계에 공급해 

왔으며, 친환경제품과 스마트그리드 신기술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력·전자부문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변압기 · 가스절연개폐장치 · 배전반 · 중저압차단기 · 회전기 · 전력전자 · 선박용 전장품 

· 자동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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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ENERGY
그린에너지 

그린에너지사업

연간 600MW급 태양광 셀/모듈 공장을 갖추어 차세대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태양광 에너지 선도 국가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142MW 태양광 발전소용 모듈 공급을 완료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사업본부는 2012년 음성 R&D센터 개소 후, 고객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품질 연구와 제품혁신으로 고품질 프리미엄 모듈을 출시하는 등 우

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태양광 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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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EQUIPMENT
건설장비

건설장비사업

1985년 중기계사업부로 사업을 시작하여 굴삭기, 휠로더, 백호로더, 지게차, 스키드스

티어로더 등 연간 5만여대 규모의 건설장비 및 산업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7만5천여

평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140여개국 540여개 딜러망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현지법인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장비사업본부는 세계 최고의 건설장비 개발을 목표로 굴삭기, 휠로더, 지게차 등

을 뉴스타일링 디자인과 자동제어시스템,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 등을 향상시킨 제품 

고급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PDM(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템을 도

입하여 프로세스 사이클타임을 단축시키고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개발, 자동굴삭제어시스템, 인체 공학기술, 특수사양 등의 신

기술 개발을 위해 산학협동, 사내 연구소, 해외전문업체간 기술정보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3차원 CAD 설계를 통해 현재의 기술을 미래지향적으로 향상, 발전시켜 나가

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건설장비  크롤라굴삭기, 휠굴삭기, 휠로더, 도로장비, 백호로더, 스키드스티어로더

산업차량  디젤지게차, 전동지게차, LPG지게차, 견인운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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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문화 

현대중공업은 직원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단을 운영하고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문화예술 지원

현대예술관, 한마음회관, 미포회관 등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스포츠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페라, 뮤지컬 등의 공연

을 비롯하여 문화 소외 지역, 병원,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 나눔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합창단, 교향악단 등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을 후원합니다. 그 외에도 스포츠클럽

하우스, 히딩크 드림필드(히딩크재단과 공동 건립), 방어진 체육공원, 서부·강동 축구장 

등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사회체육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문

화 활동 결과 현대중공업은 2012년 국내 최고의 메세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직원 복지

임직원과 가족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사택 및 독신자 기숙사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해 가정 경제생활에 도

움을 주고 있으며, 건강관리 지원제도 및 의료비 지원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단 운영

국내 스포츠 활성화와 현대인의 즐거운 여가 활동을 위해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K리그(한국 프로축구 리그) 소속팀인 ‘울산현대축구단’은 2012년 AFC 올해의 클

럽상을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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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

현대중공업은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실용

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교육기관 운영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과 현대학원(현대중학교, 현대고등학교, 현

대청운중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자체적으로는 유치원(현

대동부유치원, 현대서부유치원)과 기능대학(현대중공업 주부대학, 현대중공업 공과

대학)을 설치하는 등 폭넓은 인재 육성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술연구 지원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능한 학자들을 지원함으로

써 미개척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신진 학자 및 

중진 학자 지원, 공동연구 지원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구의 학

술적 가치, 저술자의 연구 능력, 결과물 활용도 등 엄격한 기준으로 내부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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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IBUTION 
사회공헌 

현대중공업은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로 설립

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합니다.

주요 활동

의료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눔 활동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서울아

산병원(총 2,680병상)을 비롯하여 전국 총 8개의 종합병원(서울, 강릉, 금강, 정읍, 보

성, 보령, 홍천, 영덕)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복지시설 생활자, 독거노

인 등 통원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버스와 방문간호 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건강한 삶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여러 사회복지단체와 손잡고 폭넓은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합니다. 2007년 이후 ‘사회복

지공동모금회’에 260억 원을 기부하는 등 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저소

득가정, 결손가정, 독거노인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에게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현재까지 2만 2천여 명의 학생에게 총 350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학교법인 현대학원, 울산공업학원도 재학생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눔 활동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서울아산병원 임직원을 중심으로 급여 일부를 적립하여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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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1975년 설립된 현대미포조선은 중형선박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박건조회사입니다. 

창사 이래 8천 5백여 척의 선박 수리 및 개조와 700여 

척의 선박 건조실적과 함께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4

위의 조선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울산 본사 71만 6,955㎡의 부지에 40만 

톤급 도크 3기와 35만 톤급 도크 1기를 비롯해 2,360m

의 안벽, 21기의 지브크레인 그리고 각종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

LP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로(CON-RO)선, 해양작

업운반선(PSV), 아스팔트 운반선, 석유 시추선, 케이블 

부설선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로 1964년 창

사 이래 반세기 가까이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약 330여만㎡(약 100만 평) 규모의 충남 대산공장은 일

일 11만 배럴의 제1공장, 일일 28만 배럴의 제2공장을 포

함 총 39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정제능력을 갖추고 있으

며 전국 주요도시에 10개 저유소와 11개 출하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정제시설 고도화율

을 확보하였으며, 연산 140만톤 규모의 방향족(BTX) 증

설과 윤활기유 사업 진출을 통해 명실상부 최고의 경쟁

력을 갖춘 종합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일 정제능력 : 39만 배럴

고도화율 : 39.1%

주유소수 : 2,500여 개(2015년 9월 기준)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330만㎡ 

부지에서 세계 굴지의 오일메이저를 비롯한 국내외 유

명 선주사에 연간 50여척의 선박을 인도하는 세계 4위 

규모의 선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FPSO, 드릴십, 반잠수식

시추선 등 다양한 해양플랜트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으

며, 연간 30여기의 각종 산업용 크레인과 벌크 운송설

비, 운하 게이트설비 등을 제작하는 등 산업설비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

초대형 컨테이너선, 탱커, LNG선, LPG선, 자동차 운반선, 

BULK선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세계 1위 조선강국을 건설한 글로벌 

리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표 금융회사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리서치 역량과 20년 전통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가진 종합자산관리 증권회사로서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크고 안전하게 키워드릴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니즈를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이투자증권은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고 사회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증권회사로 

성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HYUNDAI HEAVY INDUSTRIES & 
THE COMPANIES
현대중공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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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글로벌 네트워크 

미주
뉴저지 지사

휴스톤 지사

아틀란타 지사

구주
런던 지사

오슬로 지사

아테네 지사

모스크바 지사

아시아
동경 지사

오사카 지사

싱가포르 지사

 

중동·아프리카
두바이 지사

제벨알리 지사

리야드 지사

알코바 지사

루안다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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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아틀란타법인(건설장비)

현대아이디얼사(전전시스템)

알라바마법인(전전시스템)

브라질법인(건설장비)

중동·아프리카
나이지리아현지법인(해양)

쿠웨이트Offset법인(플랜트)

중동 EPC법인(플랜트)

아시아
인도건설장비현지법인(건설장비)

자카르타 HMI합자법인(건설장비)

구주
벨지움현지법인(건설장비)

불가리아합자법인(전전시스템)

독일야케법인(엔진기계)

프랑스현지법인(해양)

헝가리기술센터(전전시스템)

현대하이파워서비스유럽법인(엔진기계)

VGF 법인(전전시스템)

현대미하일로프카아그로(영농법인)

현대하롤아그로(영농법인)

중국
북경합자법인(건설장비)

강소합자법인(건설장비)

상주유압기기현지법인(건설장비)

태안현지법인(건설장비)

양중법인(전전시스템)

연대합자법인(플랜트)

위해풍력법인(그린에너지)

중국지주회사(경영지원)

중국금융리스사(경영지원)

중국연구소(기술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