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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확실히 우리는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우리 국민들이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정신, 열정적인 노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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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왔

고, 지금도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

고 있는 것이다.

창업자 정주영 (1915 ~ 2001)

The success or failure of any venture depends on the attitude and outlook of those 
involved. We have achieved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at were considered 
theoretically and scientifically impossible. These accomplishments were the result of 
an enterprising and pioneering spirit dedicated to hard work and diligence. The source 
of these abilities is the mind.

Conviction can inspire extraordinary efforts. An enterprising spirit is the key to 
performing miracles. I have tackled projects thought to be beyond human capability 
and my motivation is the satisfaction of seeing those projects succeed.

Human potential is unlimited and promises everyone boundless possibilities.

Founder Chung Ju-yung (19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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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Establishment   March 23, 1972
Employees   14,000
Head Office   1000 Bangeojinsunhwan-doro, Dong-gu, Ulsan, South Korea
Telephone   +82-52-202-2114
Website   english.hhi.co.kr

회사 소개
Overview

회 사 명 현대중공업

창　　립 1972. 3. 23
직 원  수 14,000여명

본　　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대표전화 052-202-2114
홈페이지 www.hhi.co.kr

현대중공업은 창조적 예지, 적극의지, 강인한 추진력의 현대정신을 바탕으로 1972

년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과 동시에 첫번째 초대형 유조선 2척을 건조하여 

1974년 조선소 완공과 함께 선박 건조를 완료하였고, 창사 10년만에 세계 1위 조선

소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선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해양·플랜트, 엔진기

계사업에 진출하며 종합중공업 회사로 성장한 현대중공업은 세계 조선해양시장

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Hyundai Heavy Industries was established in 1972 with the founding 
philosophy of creative wisdom, positive thinking, and unwavering drive. It 
completed construction of the world’s largest shipyard and two VLCCs 
all at the same time in 1974 and has ranked World’s No. 1 shipbuilder 
since 1983. The company became the integrated heavy industry company 
by expanding its business to offshore & engineering, industrial plant & 
engineering and engine & machinery with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cutting-edge technology through shipbuild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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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History

1970~2001 2002~20191970 12 26만톤급 대형 유조선 2척 계약

1972 3 조선소 건설 기공식

1973 12 현대조선중공업(주) 설립

1974 6 조선소 준공 및 1, 2호선 명명식

1975 5 (주)현대미포조선소 설립

1978 2 현대중공업(주)으로 상호 변경

1979 8 엔진 1호기 제작

1983 11 산업기술연구소 준공

1983 12 선박 수주·건조량 세계 1위 기록

1987 10 로봇공장 준공

1989 5 세계 최대 해양 철구조물(EXXON JACKET) 출항

1991 9 국내 최초 LNG선 건조 착수

1992 6 방문객 누계 1천만명 돌파

1998 6 현대예술관 개관

1999 8 주식 상장

2001 4 독자개발 ‘힘센엔진’ 공식 시운전

2002 2 현대그룹 계열 분리, 현대중공업 그룹 설립

2004 10 세계 최초 선박 육상건조 성공

2006 6 최신예 잠수함(1천8백톤급) ‘손원일함’ 진수

2010 8 현대오일뱅크 인수

2011 4 세계 최대 사우디 마라픽 발전소 준공

2011 8 아산나눔재단 설립

2012 3 세계 최초 선박 인도 1억GT 달성

2014 2 세계 최초 LNG-FSRU 인도

2015 7 세계 최초 대형 엔진 생산 누계 1억5천만 

  마력 돌파

2016 3 힘센엔진(HiMSEN) 생산 1만대 돌파

2017 2 최단기간 프로펠러 생산 누계 5천호기 달성

2017 4 현대중공업 사업분리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2018 4 현대중공업지주 출범 및 지배구조개편

2019 6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한국조선해양 출범

Dec. 1970   Contract for two 260,000 DWT supertankers 
from George Livanos

Mar. 1972 Groundbreaking for Ulsan shipyard

Dec. 1973  Established Hyundai Shipbuilding & Heavy 
  Industries

June 1974  Completed a shipyard and named the first 
two supertankers

May 1975 Established Hyundai Mipo Dockyard

Feb. 1978 Renamed as Hyundai Heavy Industries

Aug. 1979 Produced the first 2-stroke marine engine

Nov. 1983  Established Hyundai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Dec. 1983  Ranked No.1 in the world in ship orders and 
  construction

Oct. 1987 Completed its industrial robot factory

May 1989  Delivered the world’s biggest jacket (40,000 
tonnes) to Exxon

Sept. 1991  Started to build Korea’s first LNG carrier

June 1992  Set a world record of welcoming over 10 million 
on-site visitors

June 1998 Opened Hyundai Arts Center

Aug. 1999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Apr. 2001  Succeeded in the Type Approval Test of HiMSEN 
Engine

Feb. 2002  Spun off from Hyundai Group and founded 
HHI Group

Oct. 2004   Launched the world’s first on-ground-built 
ship (105,000 DWT crude oil carrier)

June 2006  Built a 1,800 ton class submarine, ‘ROKS Son 
Wonil’

Aug. 2010 Acquired Hyundai Oilbank

Apr. 2011  Completed the world`s largest Saudi 
MARAFIQ power plant (2,750 MW)

Aug. 2011 Established Asan Nanum Foundation

Mar. 2012 Achieved 100 million GT in shipbuilding

Feb. 2014 Delivered the world's first LNG-FSRU

Feb. 2015   Completed the world's largest Cylindrical FPSO

 July 2015  Achieved 150 million bhp in 2-stroke engine 
production

Mar. 2016 Built 10,000th HiMSEN engine

Apr. 2017  Spun off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nd 
Hyundai Robotics

Apr. 2018  Inauguration of Hyundai Heavy Industries 
  Holdings

June 2019  Split up with HHI and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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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Shipbuilding

조선사업부는 9개의 건조 도크와 8개 골리앗 크레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창사 10년만에 선박 건조량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1972년 설립 후 현재까지 

50여개국, 320여 선주사에 2,10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주요 제품 | LNG운반선 · 부유식 LNG재기화설비 · LPG운반선 · 컨테이너선 · 원유운반선 · 드릴십

HHI, the world's number one shipbuilder, leads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It is capable of building all 
types of ships to meet various demands from its clients with nine large-scale drydocks with eight huge 'Goliath 
Cranes'. HHI has delivered about 2,100 vessels to 320 shipowners in 50 countries since 1972. 

Major Products | LNG Carriers · LNG FSRU · LPG Carriers · Containerships · VLCC · Drillships

01 부유식 LNG 재기화 설비 170,000㎥ LNG FSRU
02 초대형 컨테이너운반선(1만9천TEU) 

 19,000 TEU Containership
03 모스형 LNG운반선 Moss-type LNG Carrier
04 초대형 원유운반선(31만8천톤) 318,000 DWT VLCC
05 드릴십 Drilship
06 초대형 철광석운반선(32만3천톤) 

 323,000 DWT Bulk Carrier

02

01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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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선
Naval & Special Ship

특수선사업부는 함정 및 특수선박 건조에 필요한 전문화된 인력과 최신 시설, 함정 설계 및 건조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1만톤급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및 3천톤급 다목적 호위함을 독자

적으로 설계·건조하였고, 차기 구축함 및 차기 잠수함 건조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해군의 신형 군수지원

함, 필리핀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 2척 등의 설계 및 건조를 통해 방위산업수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 구축함 · 잠수함 · 호위함 · 초계함 · 군수지원함 · 상륙함 · 기뢰부설함 · 훈련함 · 경비/구난함 · 특수상선

HHI has specialized, skilled manpower, streamlined facilities and the technology to design and construct a 
variety of modern sophisticated naval vessels. It executes major naval vessel construction projects for the 
Korean Navy & Coast Guard. HHI is also the builder of the Royal New Zealand Navy's logistics support vessel, as 
well as the Philippine Navy's two multi-purpose frigates.

Major Products | Destroyers · Submarines · Frigates · Corvettes · Patrol Vessels · Naval Auxiliary Vessels

01 AIP 잠수함 AIP Submarine
02 1만톤급 이지스 구축함(세종대왕함) 

 10,000t Class Aegis Destroyer
03 5천톤급 원양 경비함(이청호함) 

 5,000t Class Petrol Vessel
04 필리핀 호위함 the Philippine Frigates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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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Offshore & Industrial 
Plant Engineering

해양플랜트사업부는 1,600톤 골리앗 크레인 2기와 10,000톤 부유식크레인, 백만톤급 건조도크를 포함한 최고의 생산설

비와 우수한 기술력,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해양설비 및 발전/화공플랜트의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을 일괄

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RFCC, LNG 탱크, 우주발사대, 국제핵융합 실험로 등 특수기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 고정식/부유식 해양설비 · 육상 모듈, 발전/화공플랜트 · 화공기기 · 국제핵융합 실험로 등 특수기기

HHI builds offshore oil & gas plants, power plant, and oil & gas processing plant on a turn-key basis. HHI also 
provides RFCC, ITER, and space launching systems as well. HHI has high technology, wide-ranging experience and 
advanced facilities including two 1,600 ton Goliath cranes, a 10,000 ton floating crane, a 1 million DWT dry dock. 

Major Products |   Fixed Platforms · Floating Facilities · Power Plants · Oil and Gas Processing Plants · ITER · etc.

01

02 04

05

06

03

01 골리앗 원통형 FPSO Goliat Cylindrical FPSO
02 LNG 플랜트 모듈 LNG Plant Modules
03 원통형 가스생산설비 Cylindrical Spar Hull
04 중질유분해설비 Residue Fludized Catalytic Cracking Unit
05 한국형 발사대 Korean Satellite Launching Pad 
06 사우디아라비아 화력발전소 Saudi Arabian Steam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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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기계
Engine & Machinery

엔진기계사업부는 세계 대형엔진시장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엔진제작사로서 선박용 엔진을 비롯하여 

추진시스템, 박용친환경제품 및 육상용 엔진발전설비를 최고 품질로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 선박용 엔진 및 기자재 · 힘센 추진시스템 · 가스연료공급장치 · 질소산화물저감장치 · 육상용 엔진발전설비

Accounting for 35% of the world's 2-stroke marine engine market, HHI provides eco-friendly marine systems. It 
has become the forerunner in the engine power generation system as well. The engine power plants it supplied 
to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have consistently given superb performances. 

Major Products |   Marine Engines & Machinery · HiMSEN Propulsion System · Fuel Gas Supply System · 
          NoNOx System · Engine Power Plants

02

01

03

04

05

06

01 힘센엔진 HiMSEN Engine, 4-Stroke
02 대형엔진 2-Stroke Marine Engine
03 가스연료공급장치 Fuel Gas Supply System
04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NoNOx System
05 프로펠라 Propeller
06 엔진 발전소 Engine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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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의 독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 LCD 로봇 및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대구의 첨단 생산시설에서 산업용 로봇과 LCD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클린 로봇 등을 연간 8천대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 산업용 로봇 · LCD 로봇 · 협동로봇 · 로봇자동화 시스템 · 스마트팩토리

Hyundai Robotics provides industrial robots and LCD handling robots and performs a wide range of businesses 
such as automation of robots & plants, engineering, installation to before/affer-sales services. The smart 
factory in Daegu has an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8,000 robot units.

Major Products | Industrial Robots · LCD Handling Robots · Robot Automation System

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 현대중공업지주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각 회사 별로 핵심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의 고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각 사가 전문경영인 체

제를 갖추고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하여 그룹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미래사업 발굴과 사업 최적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핵심을 기술과 품질에 두고, 경기도 성남시에 최첨단 R&D센터를 설립하여, 그룹의 핵

심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reorganizes corporate governance in 2018 and accelerates to sharpen its 
affiliates’ core competitiveness further. Hyundai Heavy Industries Holdings leads HHI Group, guiding its affiliates' 
independent and responsible operation, nurturing future growth engines and optimizing business portfolios. 
With technology and quality based management strategy, HHI Holdings plans to establish a brand-new state-of-
the-art R&D center, which will spearhead the group's growth in the future.

현대로보틱스
Hyundai Robotics

www.hyundai-robotics.com

03

0201

04

01 자동차 차체용접 라인

 Automobile Body Welding Line
02 11세대 LCD 반송 로봇

 11th Generation LCD Transfer Robot
03 협동로봇 Collaborative Robot  
04 현대로보틱스 공장 

 Hyundai Robotics Factory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 3길 50

1588-9997
www.hyundai-holdings.com

현대중공업지주
Hyundai Heavy
Industries Holdings

| 현대중공업그룹|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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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사업부문 중간지주회사로서,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하는 회

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을 갖추고, 기술로 세계 조선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또한 계

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룹사와 협력사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체의 동반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KSOE) is a sub-holding company of HHI Group's shipbuilding and 
offshore business, and which specializes in R&D and engineering. With the world's best R&D capability, KSOE 
plans to become a company that leads the global shipbuilding market with technology. In addition, KSOE will 
make efforts to maximize synergy between affiliates and create new added value, and to lead mutual growth of 
the entire industrial ecosystem including its partner companies.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811-9114
www.ksoe.co.kr

한국조선해양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330만㎡ 부지에서 세계 4위 규모의 선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여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FPSO 등 다양한 해양 플랜트와 각종 산업용 크레인, 운하 게이트 설비 등을 제

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 초대형 컨테이너선 · 탱커 · LNG선 · LPG선 · 자동차 운반선 · 산업 설비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HSHI) has the world’s 4th largest shipbuilding capacity covering 3,300,000 
square meters at Samho-eup, Yeongam, South Korea. HSHI builds large-sized vessels, offshore plants, cranes 
and bulk handling systems.

Major Products | Large-Sized Containerships · Tankers · LNG Carriers · LPG Carriers · PCTC · Cranes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14
www.hshi.co.kr

현대삼호중공업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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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수리/개조 조선소로 설립된 현대미포조선은 1990년대 후반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 현재 중소형 선박건조 분야에

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중심으로 컨테이너운반선, 가스운반선, 자동

차운반선, 아스팔트운반선 등 연간 80여척의 선박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 석유화학제품운반선 · 컨테이너선 · 가스운반선 · 자동차운반선 · 아스팔트운반선, 카페리선

Hyundai Mipo Dockyard(HMD) was established in 1975 as a ship repair shop. Shifting its business to new 
shipbuilding in 2005, it has emerged as the world's No. 1 shipbuilder in the medium-sized shipbuilding market. 
HMD has repaired 8,500 ships and has built over 1,000 vessels since 1975.

Major Products | Product Carriers · Containerships · Gas Carriers · Car Carriers · Asphalt Carriers · Ro-Pax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114
 www.hmd.co.kr 

현대미포조선
Hyundai Mipo Dockyard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엔지니어링 기반 서비스 전문 회사로 선박의 인도 후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지, 보수, 개조와 발

전 플랜트의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쌓아온 40년 이상 축적된 노하

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솔루션 개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솔루션 제공, 발전 플랜트 O&M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전 세계 어디서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 선박 및 해양/플랜트 · 엔진 및 박용 기계 공급 · 수리 · 개조 · 관리 서비스, 발전플랜트 O&M 서비스, 

               스마트십 솔루션 

Hyundai Global Service(HGS) has grown into a ‘Total Solution Provider’ leading service market paradigm under 
rapidly changing shipbuilding & marine market conditions. It is our goal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to meet 
all clients’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HGS are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actively responding to 
global environment regulations and also by building systems for smart ship solution service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051-741-7601
www.hyundai-gs.com

현대글로벌서비스
Hyundai Global Service

01 02

03 04

01 현대글로벌서비스 DI Center 

      Hyundai Global Service DI Center
02 친환경 개조공사

 Green Energy Solution & Retrofit
03 발전플랜트 O&M Power Plant O&M
04 기술지원 서비스 Technic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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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휠로더, 백호로더, 지게차 등 다양한 건설장비와 산업차량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종합건설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140개국 540개 딜러망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브라질 등 현지법인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술혁신, 앞선 ICT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 건설기계 : 굴삭기 · 휠로더 · 스키드로더 · 백호로더 · 도로장비 / 산업차량 : 지게차 · LPG지게차 · 견인운반차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provides its own models in excavators, wheel loaders, backhoe loaders 
and folk lifts through 540 dealers in 140 countries and overseas operations in USA, Europe, China, India, and 
Brazil. It is recognized as the global construction equipment maker with ICT-based smart solutions, high quality 
management, and technology evolution.

Major Products | Excavators · Wheel Loaders · Backhoe Loaders · Forklift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031-8006-6000
www.hyundai-ce.com

현대건설기계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국내 최초 설립된 민간 정유회사입니다. 충남 서산의 대산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5위의 정

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정제설비를 통해 생산한 고품질 석유제품을 국내와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유뿐 아니라 석유화학, 윤활기유, 제철화학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는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일일 정제능력 : 69만 배럴(현대케미칼 포함)      고도화율 : 40.6%      주유소 수 : 2,400여 개

Hyundai Oilbank, Korea’s first private oil refining company established in 1964, has oil refining facilities with a daily 
capacity of 690,000 barrels and 2,400 gas stations. As a global energy company, it has diversified its portfolio from 
petrochemical business to lube base oil and steel chemical businesses.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02-2004-3000
www.oilbank.co.kr

현대오일뱅크
Hyundai Oil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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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로 탄생한 후 2017년 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현대일렉트릭은 발전소부터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발전 · 송전 · 배전에 필요한 일체의 전기전자기기(변압기, 차단기, 회전기, 배전반 등)을 공급하고 설치를 지원

합니다. 또한 플랜트, 선박 등 각종 산업현장에 전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어하는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주요 제품 | 변압기 · 가스절연개폐장치 · 배전반 · 발전기 · 회전기 · 중저압 차단기 · 에너지솔루션

From its birth as Hyundai Electro Electric Systems Division until its establishment as an independent corporation 
in April 2017,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has been supplying and installing the entire range of electrical 
equipment needed for the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power distribution for power plants and end-users. 
Moreover, it also provides solutions for building and controlling the electronic systems for industrial fields.

Major Products |   Transformers · Switchgears · Motor & Generators · Circuit Breakers · Energy Solution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031-8006-6866
www.hyundai-electric.com

현대일렉트릭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01 태양광 발전소 Solar Power Plant
02 태양광 셀 Solar Cell
03 태양전지 생산 공정 Solar Cell Production Facility
04 인터솔라 전시회 Intersolar Exhibition

03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인버터, ESS, 모니터링 시스템 등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고출력/고품질의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시장에 에너지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 주택/발전소용 모듈 · 고내구성(사막/수양용)모듈 · 태양광 시스템 · 인버터

Hyundai Energy Solutions specializes in energy solutions such as solar module, inverter, ESS and monitoring 
system. Based on competitive edge of high-power/high-quality product, it provides energy-related solutions to 
markets around the world.

Major Products | Solar Module for Residential/Commercial · Utility-scale Applic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031-8006-6951
www.hyundai-es.com

현대에너지솔루션
Hyundai Energy Solutions

02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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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은 CFBC 보일러, HRSG, 발전용·산업용 보일러 및 주변기기를 설계/제작하여 발전소와 정유화

학 공장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선두주자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육상용 탈황설비에서 습득한 친환

경 기술에 기반하여 선박용 탈황설비인 스크러버 등 친환경 선박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여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 순환유동층 보일러 · 배열회수 보일러 · 발전용 보일러 · 산업용 보일러 · 선박용 스크러버

Hyundai Heavy Industries Power Systems(HPS) has supplied CFBC, HRSG, utility and industrial boilers to 
domestic and overseas power plants, chemical plants, and oil refineries. Also, HPS has diversified business 
portfolio by entering into the eco-ship market such as marine SOx scrubber.

Major Products | CFBC Boiler · HRSG · Utility Boiler · Industrial Boiler · Marine SOx Scrubbe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8

031-220-9500
www.hhi-power.com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Hyundai Heavy Industries 
Power Systems

04

01 한주 석탄 연소 순환유동층 보일러 Hanju Coal-firing CFBC Boiler
02 현대오일뱅크 페트콕 연소 순환유동층 보일러

 Hyundai Oilbank Petcoke-firing CFBC Boiler
03 선박용 스크러버 HHI-Scrubber
04 사비야 복합화력 배열회수 보일러 Sabiya CCPP HRSG 

02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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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Community Contribution

현대중공업그룹과 임직원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꿈꾸며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

며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을 돕고 

지역의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여 설립한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HHI Group and its employees are commit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ir communities. HHI Group 
helps members of their local communities to develop their potential and lead better lives by operating cultural 
centers. Employees raise funds of HHI Group 1% Nanum Foundation by donating 1% of their salary to support 
needy families in their communities and join various charitable activities.

01 03

05

02

04

01  현대예술관 Hyundai Arts Center  
02  저개발국가 교육 지원 

           Education Support in Developing Countries
03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04  사랑의 김장담그기 

           Kimchi Making and Sharing with 
        Needy Families
05  울산대학병원 Ulsan University Hosp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