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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창조에 영감을 불어넣다

C R E AT I V I T Y
I N S P I R E D



VALUABLE  PRODUCTS

가치 있는 변화를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미래의 변화가  

모두가 꿈꾸고 희망하는 더 나은 내일로 향할 때 

비로소 그 변화는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변화는 수많은 산업과 기술에 영감을 불어넣고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기업은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을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효성은 이것이 가장 가치있는 ‘creativity’라고 생각합니다.

C R E AT I V I T Y
I N S P I R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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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더 가볍고 더 강하고 더 안전하게,

자동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NEW 
MATERIALS

국내 최고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 및 상용화  

세계 최초 폴리케톤 상용화 성공

TIRE CORD

세계 유일의 타이어보강재 일괄생산체계 구축

세계 타이어코드 시장 점유율 1위

GREEN
공해는 줄이고 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라이프 시대를 열어갑니다

세계 최초 폐어망 리사이클 원사 개발  

친환경 섬유 국제 인증 
(네덜란드 Control Union, 일본 환경연합 JEA) 

ENERGY

세계 최초 800kV 2점절 GIS 개발

국내 최초 스태콤 상용화 성공

SMART
가정에서 산업과 금융까지 연결된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빅데이타 처리를 위한 분산파일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 일관시스템 구축

ATM

국내 최초 미국금융권 ATM 최고품질 인증

미국, 인도네시아 ATM 시장 점유율 1위

TEXTILE

NETWORK 



BUSINESS AREAS

섬유

TEXTILE

산업자재

INDUSTRIAL 
MATERIALS 

화학

CHEMICALS

중공업

POWER & INDUSTRIAL 
SYSTEMS 

건설

CONSTRUCTION

무역

TRADING

정보통신

INFORMATION & 
COMMUNICATION 

기타사업

OTHER AFFILIA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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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방침으로 

전 세계 고객들의 삶에 더 나은 가치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믿음직한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2017  HYOSUNG  PROFILE 



효성의 섬유는 기술력과 품질, 고객서비스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판덱스,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원사와 직물, 

염색 제품을 공급하며 세계 화섬산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최대규모의 생산설비를 통해 전 세계 승용차 2대 중 

1대가 효성의 타이어코드를 사용할 정도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고성능 탄소섬유와 

산업용사, 카페트, 에어백 원단을 비롯하여 방탄복 등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섬유까지 다양한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여 세계적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판덱스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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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PU

나일론원사 : MIPAN regenⓇ / MIPAN fine & soft / MIPAN robic / 

MIPAN robic-air / MIPAN aqua-X / MIPAN fit / MIPAN rexy / MIPAN glurex / 

MIPAN XF / MIPAN aeroheat 

폴리에스터원사 : regenⓇ / askin / aerocool / aerosilver / aerowarm / prizma / 

firex / xanadu / m2 / cotna / aerogear / freshgear / aeroheat 

 

직물염색PU

직물유니트 : 일반 의류용 직물 / Workwear용 직물 / 비의류용 직물

염색유니트 : 스판덱스류 / 교직물류 / 폴리에스터 제품류

타이어보강재PU

타이어코드 / 스틸코드 / 비드와이어 / 쏘우와이어

Technical Yarn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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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Safety Textiles

에어백용 Flat fabric (Coated / Uncoated / High-con) / 에어백용 Cushion / 

에어백용 OPW (X-tether, Laminated)

인테리어PU

자동차용 카페트 (플로어 카페트, 보조매트)

상업용 카페트 (스완 롤 카페트, 스완 타일 카페트, 스완 매트)

카페트용 BCF 원사 (Nylon, PP, PET) 

아라미드사업단

아라미드섬유(ALKEX
Ⓡ
) : 방탄용 / 광케이블 및 로프용 / 토목 건축보강용 / 

복합재료 / MRG용 (호스 및 Belt보강용, 타이어보강용) / Staple (보호복 및 보호 

장갑용)

탄소재료사업단

탄소섬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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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레저용 선박 등)

섬유 산업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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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및 유럽 등으로 활발히 수출되고 있는 TPA와 폴리프로필렌 수지, 

뛰어난 품질의 나일론 필름, 폴리에스터 필름, 삼불화질소(NF3)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폴리케톤은 2015년 상용화 공장 건설을 완료하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부문은 산업 에너지의 핵심인 중전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설비는 물론 

전동기, 발전기, 기어, 산업기계, 산업용 펌프 등의 사업분야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태콤(STATCOM),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등 미래 전력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주, 중동,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PP/DH PU

PP (Polypropylene)

필름PU

나일론 필름 (식품포장용, 제약용, 2차전지용)

폴리에스터 필름 (포장용, 광학용, 산업용)

TPA PU

TPA (고순도 테레프탈산)

Neochem PU

삼불화질소 (NF3)

20% F2/N2 혼합가스

Optical Film PU

TAC 필름

POK사업단

폴리케톤 (POKETONETM)

전력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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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전PU

전동기 / 기어 / 발전기 / 화학장치 / 풍력용 발전기 & 증속기

효성굿스프링스PU

발전소용 펌프 / 석유화학용 펌프 / 담수설비용 펌프 / 선박용 펌프 / 건물용 및 

산업용 펌프 / 담수화설비 (RO plant) 건설 및 공급

풍력사업단

풍력발전기 (5MW / 2MW / 750kW)

BUSINESS AREAS

화학 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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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은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업무 · 상업시설, 토목 · 환경, SOC 등 

다양한 건설사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50여 개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갖추고 철강, 화학분야를 

중심으로 유통과 물류사업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상품 및 

신시장을 개척하며 세계무역의 중심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PU

주택분야 :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타운하우스

건축분야 : 업무, 상업, 레저시설

토목분야 : 도로, 철도, 부지조성, 골프장

산업분야 : 공장시설, 발전시설, 전력시설   

진흥기업(주)

토목사업 : 도로·포장, 지하철·철도, 교량·터널, 부지조성, 보안시설

건축사업 : 상업용빌딩·오피스, 공동주택, 공공건물, 교육·복지시설, 특수시설 

주택사업 :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철강 Ⅰ,Ⅱ PU

철강Ⅰ : 열연코일, 선재, 냉연코일, 도금강판, 중·후판, 전기강판, 석도강판, 철강 

원부자재, 철강재 가공설비 등

철강Ⅱ : 스테인레스 열연코일, 스테인레스 냉연코일, 스테인레스 선재, 후판, 

봉강·형강, 철강 원부자재 등

화학PU

합성섬유 원료 : TPA, PX, PET Chip, PSF

합성수지 제품 : PP, PE, ABS, PS 등

정밀화학 제품 : MDI, ECH, PIA, TiO2 

광산용 화학제품 및 정광 : NaCN, 정광, Zinc Dust

LED사업단

LED 조명 및 에너지 절감 솔루션

세빛섬사업단 

한강 세빛섬 운영

효성트랜스월드PU

수출·입 컨테이너, 벌크, 플랜트 기자재, 프로젝트 화물 운송

0908 | 

건설 무역



한국의 IT인프라 및 금융서비스 자동화 분야를 최일선에서 선도해 온 

정보통신 부문은 첨단 금융자동화기기와 최신 중대형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IT 서비스 제공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LED 사업에 이르기까지 선진 정보화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효성은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의 역량 

강화와 다양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효성PU

브랜치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 / 현금자동입출금기 / 환류식 지폐 자동입출금기 

/ 계원용 현금자동입출금기 / 현금자동출금기 / 공과금자동수납기 / 모출납 

자동입출금기 / 전자금융센타 / ATM Total 아웃소싱 / MyCashZone / 

SmileEDI / MoniManager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PU

데이터센터 인프라 (스토리지, 클라우드, 컨버지드 플랫폼 등) 및 컨설팅 서비스 

/ 인프라 매니지먼트 서비스 / 산업별 IoT 솔루션

효성ITX(주)

컨택 센터 (Contact Center) / CDN (Content Delivery Network) / 

정보통신시스템 설계·구축 (System Integration) / 시스템 유지보수 (System 

Management) / 디스플레이 솔루션 (Display Solution)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 / LED 건축경관 조명 / LED 조명 기구 제조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전자결제 / 편의점선불결제 / 모바일상품권 및 쿠폰 / 금융플랫폼서비스

갤럭시아디바이스(주)

휴대폰 키패드 / ATM용 Roller, Unit / TV용 특수 Rubber / 터치스크린패널 

(스마트폰용, 태블릿PC용, 디지털 복합기용, 30" 대화면용 등)

효성캐피탈PU

리스금융 / 할부금융 / 대출 / 기업금융

더클래스 효성(주)

메르세데스-벤츠 판매 및 서비스 공식 딜러

효성토요타(주)

토요타 판매 및 서비스 공식 딜러

더프리미엄효성(주)

렉서스, 토요타 판매 및 서비스

(주)FMK

페라리, 마세라티 공식 수입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주)

스포츠 퍼포먼스 브랜드 ‘언더아머’ 국내 정식 유통사

신화인터텍(주)

LCD BLU용 광학필름시장의 선두업체 

정보통신 기타사업

BUSINES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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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매출
Sales Proportion by
Business Unit 

글로벌 위상
Share of 
Global Sales

재무 성과
Financial Results

수출

해외매출비중

매출액

(주)효성 기준

2016
전체 매출 중
해외수출 비중

내수

70%

BUSINESS RESULTS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기타

16.6%

20.0%
10.0
%

21.4%

7.5%
17.1%

7.4%

73%

2008

75%

2009

77%

2010

76%

2011

73%

2012

73%

2013 2014

71%

매출액

11조9,291 억원12조4,585 억원

20162015

영업이익

1조163 억원9,502 억원

2016
2015

69%

2015

7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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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DEVELOPMENT

꿈을 실현하는 기술, 
효성의 기술력이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효성기술원 중공업연구소 강선연구소 전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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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탐험가의 정신으로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의 신세계를 개척하겠습니다.

2017  HYOSUNG  PROFILE 



■ 전자재료연구 Group (LED용 소재, 나노재료) 

■ 기능성재료연구 Group (탄소섬유 및 복합재료, 멤브레인)

■ 필름연구 Group (광학용 필름, 산업용 필름)  

■ 섬유연구 Group (산업용 신섬유, 의류용 기능성 섬유)

■ 중합연구 Group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합물, 촉매) 

■ 전력기기용 해석 프로그램 개발

■ STATCOM (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

■ ESS (Energy Storage System)

■ 프리미엄 효율 전동기

■ 전압형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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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분야 개척 연구

■ 웨이퍼 절단용 Wire 개발

■ 극세선 Wire 개발 

■ 특수재료 선재 개발

강선연구소

■ ATM 개발 (System / Mechanism / 전자부 / Software)

■ Mechatronics, Robotics 신기술 개발

■ 요소기술 개발 (제어기술, 소자기술, 회로기술) 

전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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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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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의 3대과제인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후원, 호국보훈을 중심으로 효성이 펼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SHARING-BASED MANAGEMENT

CSE

기업

정부
시민
사회

CSE (Creating Social Eco-system)
효성은 기존 CSR 토대에 CSE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과 시민사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모델을 정립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7  HYOSUNG  PROFILE 



나눔경영 취약계층 지원

지역나눔 

• 사랑의 쌀 나눔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 마포구 희망나눔 페스티벌 후원 • 마포구 취약계층지원

• 사랑의 생필품 기업 릴레이 후원 •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 후원

장애 어린이 / 저소득계층 지원 

• 효성나눔봉사단 지정 봉사팀 운영 • 사랑의 밑반찬 나눔

•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 및 가족 힐링캠프 지원  • Westart 운동본부 후원

• 취약계층여성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 굿윌스토어 은평점, 세빛섬점 지원  • 함께하는재단 사업 지원

•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  • 에덴복지재단 행복공장 추진 사업 지원

 (Com-Bridge with 에덴복지재단)

글로벌 나눔

• 베트남 무료진료 사업 (미소원정대) • 글로벌 사랑의 한끼나눔

• 한국수출입은행 연계 글로벌 봉사활동

기타

• 신입사원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나눔 / 독거노인 봉사활동) • 전경련 보육사업 지원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및 후원금 기부 • 임직원 헌혈봉사 

• 적십자 후원 • 태풍 차바 이웃돕기 성금

• 노을공원 숲 가꾸기 후원 •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웃돕기 성금

문화예술후원

• 장애 어린이 음악교육  • 요요마 & 실크로드 앙상블 공연 후원

• ACSI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후원 • 폭력예방 뮤지컬 후원

• 대학로 극단 후원 • 한일문화 대축제 후원

• 청년 공연기획자 창업 지원 •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음악회 후원

• 문화유산 보호활동 (창덕궁 환경보존)

호국보훈

• 6·25 참전용사 후원 (나라사랑 보금자리) • 1사1묘역 봉사활동 (서울, 대전, 영천)

• 1사 1병영 (육군 1군단) 후원 • 군부대 북카페 기증

• 전투영웅 기념공원 건립 및 기념행사 후원 (평화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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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 풍요롭고 깨끗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녹색을 지키고 만들어냅니다

ECO-CONSCIOUS MANAGEMENT

그린경영
기반조성

녹색사업
수행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구매
확대

녹색
기업이미지
구축

기후변화
대응 선도

효성 그린경영 VISION 2020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0% 감축

2017  HYOSUNG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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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오염되는 환경은 지구의 생명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킨 고효율 전동기·펌프, 에너지저장장치, CNG 충전설비, LED, 저온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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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 불순물 제거 및 분쇄 플라스틱칩 리젠 원사

CO2 저감, 고효율 에너지 
폐기물 정화 및 리사이클



MIAMISBURG

서울 : 마포(본사), 청담·방배·수서·반포사옥, 전자연구소

광주냉동창고

옥산공장

세종공장

대전공장

전주공장

구미공장

대구공장

용연공장

울산공장

언양공장
강선연구소

창원공장
중공업연구소

안양공장
효성기술원
중공업연구소

국내 사업장

4
연구소공장

13
SAO PAULO

SANTA CATARINA

PANAMA

MEXICO

HOUSTON
ENSENADA

DECATUR

SOUTH HILL

CHARLOTTE
L.A.

PITTSBURGH
IRVING

TORREON

국내사업장

섬유 및 산업자재
울산공장 (나일론/폴리에스터칩, 나일론원사, 폴리에스터원사, 타이어코드, 아라미드)
구미공장 (스판덱스, 폴리에스터원사)
안양공장 (롤 카페트, 자동차용 카페트, 나일론 BCF)
언양공장 (스틸코드, 비드와이어)
대전공장 (타일 카페트, PP BCF, 나일론필름)
대구공장 (염색가공)
전주공장 (탄소섬유)

중공업
창원공장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세종공장  (용접기, 태양광 인버터, 스태콤)
효성굿스프링스 창원공장 (펌프)

화학
용연1공장 (PP/DH, NF3)
용연2공장 (TPA, 폴리케톤)
용연3공장 (TAC필름, PET필름, NF3)
구미공장 (폴리에스터필름, 나일론필름)
옥산공장 (TAC필름)

무역 및 정보통신
구미공장 (금융자동화기기)
광주냉동창고

북미

USA
Hyosung Holdings USA, Inc. (Headquarter)
Hyosung Holdings USA, Inc. (Houston Office)
Hyosung USA, Inc. (Headquarter)
Hyosung USA, Inc. (Decatur Plant)
Hyosung USA, Inc. (L.A. Office)
GST LLC - South Hill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LLC
GST U.A.S., Holdings, Inc
HICO America Sales and Technology, Inc.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Global Software Center (Ohio, USA)

중남미

BRAZIL
Hyosung Do Brasil Ltda.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MEXICO
Hyosung Corporation Oficina de Mexico
GST Automotive Safety Components International S.A. de C.V.
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Hyosung Mexico S. de R.L. de C.V

PANAMA
Hyosung Corporation Panama Office

GLOBAL NETWORK



해외 사업장

31
무역사무소제조법인

32
무역법인
22HAMMARSDALE

JOHANESBURG

MOSCOW

RIYADH
DOHA

DUBAI

TEHRAN

MUMBAI PUNE

BANGKOK

YANGON

KUALA LUMPUR

JAKARTA

MAKATI

TAIPEI
HUIZHOU

ZHUHAI KAOHSIUNG

OSAKA
TOKYO

SEOUL

SINGAPORE

HOCHIMINH

GUANGDONGABU DHABI

BARCELONA

MILANO
MAULBURG
MURG

BAD S!CKINGEN

CZESTOCHOWAFRANKFURT
MANCHESTER

COLMAR-BERG

ISTANBUL

TEKIRDAG

ALBESTI
JUD. MURES

SIGHISOARA

QINGDAO

BAODING

BEIJING

JIAXING
SHAOXING

NANTONG

SHANGHAI
CHANGSHU

DONG NAI

QUZHOU

ZHANGJIAGANG

HONGKONG

FUJIANGURGAON

아시아

CHINA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Hyosung Composites (Guangdong) Co., Ltd.
Hyosung Financial System Co., Ltd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Hyosung Spandex Corporation Shaoxing Office
Hyosung Spandex Corporation Zhangjiagang Office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Hyosung Spandex Corporation Fujian Office
Hyosung Spandex Corporation Qingdao Office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
Baoding Hyosung Tianwei Transformer Co., Ltd.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Hyosung Financial System (Huizhou) Co., Ltd. Beijing Branch 
GST Automotive Safety (Changshu) Co., Ltd.
Hyosung Corporation Beijing Office
Hyosung Corporation Guangzhou Office
Hyosung Corporation Shanghai Office

HONG KONG
Hyosung International (HK) Ltd.
GST China Investment Limited

INDIA
Hyosung Corporation India Pvt. Ltd.,
Nautilus Hyosung India Office (Mumbai)
Nautilus Hyosung India Office (Chennai)
Hyosung T&D India Pvt. Ltd.,

INDONESIA
PT Hyosung Jakarta
Nautilus Hyosung Indonesia Office

IRAN
Hyosung Tehran Office

JAPAN
Hyosung Japan
Hyosung Japan Osaka Branch

MALAYSIA
Hyosung Corporation Kuala Lumpur Office

MYANMAR
Hyosung Corporation Yangon 
Representative office

PHILIPPINES
Hyosung Corporation Manila Office

QATAR
Hyosung Corporation Qatar Office

SAUDI ARABIA
Hyosung Corporation Saudi Arabia Office

SINGAPORE
Hyosung Singapore Pte, Ltd.

TAIWAN
Hyosung (Taiwan) Corporation
Hyosung Corporation Kaohsiung Office

THAILAND
Hyosung Corporation Bangkok Office

U.A.E.
Hyosung Corporation Dubai Office
Hyosung Corporation Abu Dhabi Office

VIETNAM
Hyosung Vietnam Co., Ltd.
Hyosung Dong Nai Co., Ltd.
Hyosung Corporation Hochiminh Office

유럽

GERMANY
Hyosung Corporation Frankfurt Office
GST Global GmbH
GST GmbH - Maulburg
GST GmbH - Murg
GST GmbH - Bad S'ckingen

ITALY
Hyosung Europe S.R.L.

LUXEMBOURG
Hyosung Luxembourg S.A.
Hyosung Wire Luxembourg S.A.

POLAND
GST Automotive Safety Poland Sp.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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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
Hyosung Corporation Moscow Office
Hyosung Russia LLC.

SPAIN
Hyosung Corporation Barcelona Office

UK
GST Automotive Safety UK, Ltd.
Hyosung Corporation Manchester Office

TURKEY
Hyosung Istanbul Tekstil Ltd Sti
Hyosung Corporation Istanbul Office

아프리카

SOUTH AFRICA
GST Automotive Safety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Hyosung South Africa (Pt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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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TEL 02-707-7000  

FAX 02-707-7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