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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은 바다를 향해,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의 꿈. 현대삼호중공업의 목표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경영이념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인재의 글로벌화와 사업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합니다

Hyundai Spirit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정신,
열정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면 이루어 낼 수 있다.
신념은 불굴의 노력을 창조할 수 있으며
진취적인 정신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열쇠이다.

창업자 정 주 영 (1915~2001)

hyundai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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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설비 어우러진 산업의 요람 330만m2 (100만평) 규모의 현대삼호야드는 자재조달에서
제품 인도에 이르기까지 최적화된 공정흐름이 강점입니다. 반도로 둘러싸여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LAY-OUT, 첨단설비가 어우러진 산업의 요람으로
최강의 경쟁력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Dock Facility

Size(LxBxD)
Max. Building Capacity
Crane Typ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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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Dock

No.2 Dock

No.1 Berth

Floating Dock

504mx100mx13m

594mx104mx13m

492mx65m

335mx70mx24m

800,000 DWT

1,000,000 DWT

500,000 DWT

80,000 Ton (Lifting Capa.)

Goliath

Goliath

Jib

Jib

1200Tonx1

50Tonx2

45Tonx2

Goliath
600Tonx2

Jib
40Tonx4
80Tonx1

900Tonx2

Jib
40Tonx2

We build the best

technology to build a better future

최고의 기술은 경험과 의지에서 탄생합니다.
설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정교함을 창조할 수 있는
노하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공업의
핵심기술입니다. 창조적 기술과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는 현대삼호중공업이 되겠습니다

Company Chronicle
1992. 조선소 착공 1999. 현대중공업 그룹사로 출범 2004. 운반설비 사업 착수
2005. 현대코끼리씨름단 창단 2006. 호텔현대 개관 2007. FPSO 첫 인도
2008. 선박육상건조장 완공 / LNG선 첫 인도 2009. 2도크 확장 및 돌핀안벽 조성 / 30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0. 파나마 갑문설비 수주 2011.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2. 반잠수식 석유시추선 수주
2013. 50,000,000 DWT 선박건조 달성 2015. 1992년부터 500척 선박건조 달성

Shipbuilding
컨테이너선 5600TEU, 6400 TEU, 8600 TEU, 10000 TEU,13100 TEU, 13900 TEU, 14500 TEU, 18800 TEU
Bulker선 PANAMAX, KAMSARMAX, CAPESIZE, VLOC
자동차운반선 6500 Units, 7600 Units, 8000 Units

A 13,900 TEU Containership for NOL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992년 삼호야드를 조성한 이래 컨테이너선과 탱커, 자동차운반선, LNG선과
LPG선 등 500여척의 선박을 건조하며 최고의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유능한 기술인력과 최신 설비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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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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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 (원유운반선, PC선) PANAMAX, AFRAMAX, SUEZMAX, VLCC
LPG선 82,000 CBM, 84,000 CBM

A 318,129 DWT Tanker for Samco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박 건조 고효율, 고연비의 선박 설계,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선박건조기술은 현대삼호의 자랑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고객을 'Blue Ocean' 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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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Carrier
LNG선 155,000 CBM, 162,000 CBM,164,000 CBM,174,000 CBM, 177,000 CBM,
인증현황 GTT 멤브레인 MarkIII TYPE - BV, DNV, ABS, LR, KR

A 162,000 cbm LNG Carrier for Maran Gas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LNG운반선을 수주, 건조함으로써 고부가가치선 건조시장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만드는 LNG선은 이중연료 디젤전기 추진기관을 장착하고 있어,
운항비가 적게 들고 배기가스 등 공해물질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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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122m x 75m x 149m

Outfitted Max Water Depth

Max 3,000 m

Max Drilling Depth

12,000 m (40,000ft)

Person On Board

150

Location

Newfoundland, Canada

Speed

8 knot/ h (14 km / h)

Dynamic Positioning System 3

Offshore Drilling Rig
2012년 현대삼호중공업은 반잠수식시추선(Semi-submersible Drilling Rig) 수주를 통해
Offshore Drilling Rig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플랜트
제작 및 설계 능력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 드릴쉽(Drillship) 및 잭업리그 (Jack-up Rig) 등
다양한 Offshore 분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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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Platform

Hull Dimensions

310m(L) x 61m(W) x 31m(D)

Total Weight

121,860 tons

Oil Production Treatment

185,000 BOPD

Gas Compression

530 MMSCFD

Oil Storage

2.0 Million bbl

Living Quaters

220

Water Depth

1.325 m

현대삼호중공업은 2005년 프랑스 TOTAL사로부터 FPSO를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수주, 성공적으로
인도함으로서 해양산업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밖에도 Offshore & Onshore Module 및 해양구조물 등
다양한 해양플랜트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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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lant & Crane
Container Crane
Quayside Container Crane / Rubber Tyred Gantry Crane /
Rail Mounted Gantry Crane / ATC (Automated Transfer Crane)

Industrial Crane
Goliath Crane / Jib Crane / Overhead Crane
Industrial Plant
Lock Gate & Valve / Jacket

1973년 현대중공업 출범과 함께 출발하여 38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산업설비사업부는 2004년
현대삼호중공업으로 이전하여 효율적인 생산체계와 최상의 작업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체 안벽과 골리앗크레인을
보유한 작업장 그리고 최신 제작설비를 갖추고,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 품질의 컨테이 크레인, 산업용 크레인 및
산업용 플랜트를 납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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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Handling System
Shipunloader / Stacker and Reclaimer / Conveyor System

3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설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소, 제철소 및 벌크터미널 등에 설치되는
벌크운송설비(Bulk Handling System) 일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공정에 대한
Total Engineering System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벌크운송설비를 제작,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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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Vessels
Screw Propeller Development
CFD Development
Vessel Simulation Development

Research & Development
현대삼호중공업은 그룹사인 현대중공업과 기술협력을 강화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연구개발본부는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설비에서 주력제품 일류화, 핵심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유망사업 진출을
위한 선행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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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for Customer

철저한 신뢰성 평가를 통해 품질이 보증된 제품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은 물론 인도 후의 A /S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Customer Focus

오작과 불량을 없애기 위해 철저한 품질정책을 실천해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Hyundai Samho promises to deliver only the best
최고품질 확보를 위한 약속 사전검사 강화 / 자주검사시스템 운영 / 고객만족도조사 / 고객요구사항 즉조치

Best Quality Service

Zero Defect Ship

인증현황 ISO 9001 / AISC / S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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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Hyundai
호텔현대는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하는 연간 수천명에 이르는 선주, 선급관계자와

VIP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모 객실 208실 ( 지상 10층, 지하 2층 ), 서남권 최초 특 1급 호텔
부대시설 식당, 커피숍, 사우나, 대 / 소연회장 (예식, 컨벤션, 가족모임 등)

36

복합스포츠시설 실내수영장,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전 객실 42인치 LCD TV 설치 및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500명 동시 입장 가능한 대연회장

주차공간 600 여대

•동시 통역시설과 다양한 연회 기자재 보유 •비즈니스 센터

toward blue ocean

hotel hyu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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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1972년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창조와 개척정신으로 조선사업을 시작하여,

1975년 설립됐으며, 중형선박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날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리더로 세계 최고의 종합중공업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건조 선종을 다변화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건설장비, 신재생에 지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중형 컨테이 선, LP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생산야드 972만 m ( 울산 661만 m , 군산 236만 m , 음성 75만 m 外)

컨로선, 아스팔트 운반선, 석유시추선, 드릴쉽, 케이블부설선

종업원 약 25,000명

생산야드 울산 70만 m , 영암 대불, 울산 장생포, 이진리, 경주 모화 등 68만 m

2

2

2

2

2

2

종업원 약 10,000명

Affilia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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