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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소재는 CMB(Carbon Master Batch), TPE(Thermoprene), 방산, 해양산업 기

자재, 신소재 등의 사업군을 영위하며, 국내 고무소재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다양한 Compound 개발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상품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다양한 산업용품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향후 고기능 미래 신소재 분야까지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970s
 ~
1990s
1978. 09
㈜동양화공 설립

1996. 01
㈜화승소재 설립

2000s~
2004. 03
ISO 9000:9001인증 획득

2005. 03
2공장 신축 및 신규라인 증설

2006. 02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SQ마크 획득(현대·기아자동차)

화승소재 중국공장 Hwaseung Special Rubber

(Taicang) Co.,Ltd. 설립

2007. 07
화승소재 인도공장

Hwaseung Material India Private Ltd.설립

2009. 12
ISO/TS 16949 2009인증 획득

2010s~
2010. 12
신규라인 증설(Mixer 4호 Line) 

2012. 06
3공장 신축 및 신규라인 증설

(270L B/B Mixer 5호 Line)

2015. 01
방산사업 인수, 신재료 사업 추진

2017. 01
해양사업 인수

2017. 09
명례공장 가동

2018. 01
IATF 16949:2016 인증전환

2018. 08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2018. 12
ISO 14001 / 45001 인증 획득

글로벌 첨단소재 리딩기업, 화승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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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 B
국내최대의 CMB 제조사로서 오랜 노하우와 

NO.1 기술력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

신재료
미래 신소재사업인 친환경 복합소재와 

고객 맞춤형 기능성 탄성체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방   산
스텔스, 연료탱크, 방진마운트, 

복합구조재 등의 방산부문 사업분야 구축 

해   양
선박추진축의 핵심 부품인 

Stern Tube Seal을 비롯한 해양소재 기술개발 

친환경

환경친화적인 업사이클 소재 개발과 

폐 탄성 소재로 구현한 친환경 융복합 소재 개발에 주력

T P E
탁월한 유연성 및 가공성, 인체 유해물질이 없으며 

리사이클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소재

BUSINESS 
OVERVIEW 03

Global 시장 
No.2

국내
Compound 시장

No.1

글로벌 

첨단종합소재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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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NETWORK &
COMPANY OVERVIEW

Challenging Worldwide
화승소재는 국내 소재시장 점유율 1위의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소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 R&D투자 등으로

글로벌 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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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R
Hwaseung Special Rubber(Taicang)Co., Ltd.

2017년 부산 기장군 명례산업단지에 준공된 명례공장은 비자동

차 분야로의 새로운 소재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와 플라스틱 복합소재인 TPE, 방위산업, 해양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명례공장
Hwaseung Material’s Myeongnye Plant

HSMI는 인도 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며, 글로벌 제품시장에

서 소재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등의 중동

지역 수출 증대로 지속적 매출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HSMI
Hwaseung Material India Private Ltd.

화승소재 베트남 판매 법인은 동남아시아 매출 증대를 위한 시

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신규업체 발굴을 수행하며 해외영

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베트남 판매법인
Hwaseung Material Vietnam Co., LTD.

HSR은 충칭, 광저우, 상해, 청도 등 권역별 네트워크 확장과 세

일즈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허친슨, 니찌린 등 

글로벌 톱 메이커와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매출 다각화를 통

하여 영업확대를 추진중입니다.

  설 립 :  2006년 2월     소 재 지 :  중국 강소성 태창시 

  연간매출액 :  590억 (2019년 기준)   

  주요거래처 :  HST / HSB / 중국니찌린 / 은력성 등

  설 립 :  2007년 7월     소 재 지 :  인도 첸나이

  연간매출액 :  440억 (2019년 기준)   

  주요거래처 :  HSI / 동아인디아 / 평화인디아 등

  설 립 :  2018년   

  소 재 지 :  하노이, 하이바쯩군

  주요거래처 :  허친슨비나 / 지아이퐁 / EIWO

  설 립 :  2017년 10월

  소 재 지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생산제품 :  TPE / 방위사업 / 해양사업



화승소재의 CMB고무는 원료고무에 

각종 배합을 거쳐 생산하며 주로 자동차부품 및 

산업용품 등 다양한 고무제품의 소재로 활용됩니다.

CMB분야 국내 최대기업 화승소재는,

최고의 품질과 가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내점유율 1위의 고품질

 최적의 배합기술로 균일한 품질혁신

 용도와 기능에 맞춘 다양한 제품 생산

 고도의 생산기술과 엄격한 시험과정

C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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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는 기존 자동차에 이어 전기차/수소차까지 영역을 

확장중이며, 산업용품분야에서는 건축물, 가전용품, 의료

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승소재가 자체개발한 TPE브랜드는 우수한 품질과 

가공성을 자랑하는 친환경 미래형 신소재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소재 (Recycle)

 PVC 및 고무 대체소재로 각광

 우수한 성형가공성 및 경량화

 탁월한 내후성, 내약품성, 내오존성 등HIPERPRENE

T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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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소재는 미래 방산사업과 해양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부품소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 스텔스 / Seal / 특수제품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첨단신소재 개발

 기술자립화를 위한 R&D 집중

 헬기 경량화 / 방탄 소재 등 

   특수소재 연구 진행

방산해양사업 Speci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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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소재는 우수한 품질과 가공의 편리함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미래형 신소재로 한발 더 

앞서 나갑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기 / 친환경 / 바이오)

 Upcycling 소재

 실리콘 소재 사업

 TVOC 만족 소재

미래신소재 사업 New Materi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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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PRODUCT COVERAGE
○ 신소재 TPE 제품 적용군 확대

     가전 및 산업분야 (TPS / E-TPV 外) 

○ 친환경 제품분야 확대  

    (Bio TPV / 의료 및 식품용 신소재)   

○ 전략적 제휴 제품 Coverage 확대 

CUSTOMIZING

○ 150종 User Grade 배합 보유 

○ 고도화된 Spec-in Compound 제공

○ 독자 배합 및 공정 기술 보유

    (국내 최초 Peroxide TPE 개발)

○ 다양한 신소재 영역 확장

PROCESS ENGINEERING

○ Smart Factory 운영

○ Robot 자동화 라인

○ 제조공법 효율화 (Process Cost 절감)

○ 재료 네트워크 구축

TOTAL 
SOLUTION
PROVIDER

NEEDS TO SOLUTION

배합 솔루션부터 공정 효율화까지 고객의 Material cost 절감을 넘어

전 영역 Technical Service 제공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원스톱 서비스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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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승소재
HWASEUNG MATERIAL CO.,LTD.
www.hscmb.com

본사 및 공장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 2길 11 
Tel. 055-780-3400  Fax. 055-383-9203

명례공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단5로 56
Tel. 051-745-7000  Fax. 051-745-7099 

화승특종고무(태창)유한공사   HSR
#86. Beijing East RD. Taicang, Jiangsu, China
Tel. 86-0512-5387-2844    Fax. 86-0512-5387-2843

화승소재인도   H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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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