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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도시개발은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 

멈추지 않는 열정과 도전으로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국토의 가치를 높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개발 선도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화도시개발만의 독보적인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와 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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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설립된 한화그룹은 제조·건설, 금융, 서비스·레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며 국내 70개의 계열사, 

해외 325개의 네트워크를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온 한화그룹은 화학을 비롯하여 첨단 소재와 기계, 방위산업, 태양광, 금융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화그룹은 ‘Quality Growth 2020’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도전을 펼쳐 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실현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Hanwha Group

Business Areas

Strength in Numbers

66 년
1952년 설립

325 개
글로벌 네트워크 
*2017년 12월 말

64 조 원
2017년 매출액

8 위
총 자산규모 기준 국내 순위  
*2017년 말

6 위
당기순이익 기준 국내 순위 
*2017년 말

70 개 사
국내 계열사 
*2017년 12월 말

Hanwha Vision

제조·건설 
부문

(주)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지상방산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화테크윈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케미칼

한화종합화학

한화토탈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여천NCC
한화에너지

한화건설

한화도시개발

태양광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 창출

화학·소재

화학·소재부문 경쟁력과 

시너지 강화

기계·방산

정밀 메카트로닉스 기술 구축 및 

글로벌 방산 기업 도약

Quality Growth
2020

금융

글로벌 사업 역량 구축을 통한 

국내 및 아시아 금융 서비스 선도

서비스

고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리더

금융

부문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서비스·레저
부문

한화호텔&리조트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63시티

한화역사

한화이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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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산업기반 조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 선도

Vision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개발 선도기업

Core Value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한다.

회사, 고객, 동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큰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도전

(Challenge)
헌신 

(Dedication)
정도

(Integrity)

한화도시개발은 2001년 대전광역시의 대덕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17년간 전국에 총 6개의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한화그룹의 산업단지 개발 전문회사입니다.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철학을 바탕으로 입주사와 함께 성장하는 성공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대덕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아산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 김해테크노밸리,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용인테크노밸리 등의 규모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Hanwha City Development

Business Highlight

1,780 억 원
매출액 *2017년 기준

4,729 억 원
자산총액 *2017년 기준

13,500,000 m2
 (약 408만 평)

총 조성면적 *2001-2017 기준

한화도시개발은 지금까지 전국에 총 6개, 약 40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4만여 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2017년 기준 매출액 1,780억 원, 총자산 4,729억 원의 규모를 갖추고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한화도시개발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산업환경 개선, 기업 유치, 

고용 창출 등을 실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Business Areas

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시설과 관련된 주거, 상업, 유통 등의 종합적 지원시설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조성하여 지역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 인프라가 갖춰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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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Responsibility

‘함께 멀리’를 실천하는 따뜻한 나눔

한화도시개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개발 사업지의 주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함께 멀리’의 

정신을 실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대전·충청권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초등학교, 복지관을 중심으로 생필품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한화예술더하기’, ‘테크노밸리 생활+’ 등의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화도시개발장학기금 운영

대전·충남권 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장학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생활+
정기적으로 사업지 인근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활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개선, 연탄 나눔, 김치 전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예술더하기

지역 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경로식당

영양 보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 지원(설 사랑나눔, 한가위 사랑나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을 전달하여 기초생
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istory

2006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준공

아산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2007

서산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아산테크노밸리 분양 개시

2008

서산테크노밸리 분양 개시

2009

2018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준공

김해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김해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준공

제2김해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중

2015

용인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2016

용인테크노밸리 분양 개시

김해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 준공

2017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사업 준공

2001 2003 2004 2005

대덕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대덕테크노밸리 1단계 분양 개시

대덕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 준공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 개시

2010 2012 2013 2014

아산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 준공

경기화성바이오밸리 법인 설립

아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준공

김해테크노밸리 분양 개시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준공

경기화성바이오밸리 분양 개시

아산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준공

대덕테크노밸리 3단계 분양 개시

06-07

산업의 미래를 개척해온 도전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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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도시개발은 독자적인 노하우와 차별화된 역량으로 

전국 주요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내 최대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복합산업단지의 성공적 사례라 불리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아산테크노밸리, 자동차 산업 분야의 

서산테크노밸리, 영남권의 성장엔진인 김해테크노밸리, 

첨단·바이오 산업의 융합형 모델인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의 중심인 용인테크노밸리 등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국토의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08-09

Forging a 
New World, 

One City 
at a Time

Business Portfolio



대덕테크노밸리는 국내 최초로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한 첨단벤처복합도시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와는 달리 IT, BT, NT 분야를 비롯한 700여 개의 첨단 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주거시설은 물론 골프장, 국제학교 등 상업과 교육, 레저 기능을 갖춘 배후단지를 조화롭게 조성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로 인정받으며 국내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Daedeok Techno Valley

Forging a New World, One City at a TimeHanwha City Development 
Corporate Profile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원

IT전용벤처타워

한국 과학기술원
(KAIST)

대덕연구단지

충남대학교

첨단복합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합니다

10-11

면적  4,270,056㎡ (약 129만 평)

사업기간  2001년 - 2009년 

계약기업 216개

사업규모 1조 1,32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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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합니다

14-15

면적  2,983,902㎡ (약 90만 평)

사업기간  2006년 - 2013년

계약기업 105개

사업규모 6,600억 원

위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원

아산탕정 
삼성LCD단지

평택진위
일반산업단지

SRT
지제역

KTX
천안아산역

인주일반
산업단지

Asan Techno Valley

아산테크노밸리는 LCD를 주축으로 반도체, 전자, 정보, 통신 등의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복합도시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LCD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하여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직주근접형 

도시답게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두루 갖춰 언제나 여유롭고 활기찬 생활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물론 각 주요 도시로의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각종 개발 호재가 구체화된 아산, 천안, 평택 사이에서 

경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 도시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Forging a New World, One City at a TimeHanwha C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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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san Techno Valley

서산테크노밸리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중국과도 최적의 접근성을 갖춘 동북아시대의 핵심 거점 도시입니다. 

자동차 전문 산업단지로서 국가 자동차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첨단자족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서산을 비롯하여 인근의 태안, 대산, 성연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농공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향후 서해안시대의 핵심 산업기지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서해안시대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지로 도약합니다

면적  1,985,848㎡ (약 60만 평)

사업기간  2007년 - 2016년

계약기업 55개

사업규모 3,400억 원

위치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원

서산자동차
전문단지

수석농공단지
성연농공단지

서산 제 1·2
지방산업단지

태안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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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hae Techno Valley

최고의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김해테크노밸리는 부산과 동남권의 산업을 연결하는 최대 규모의 계획형 

산업단지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녹산국가산업단지 등과 함께 동남권 중심지인 

김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해테크노밸리는 동남권 산업벨트의 핵심 축으로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를 포함한 폭넓은 교통망과 뛰어난 접근성, 최적의 인프라, 업종별 집적화를 통해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하며 국내 제조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동남권 산업벨트를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면적  1,644,111㎡ (약 46만 평)

사업기간  2011년 - 2017년

계약기업 208개

사업규모 5,200억 원

위치 경남 김해시 진례면 일원 

부산신항만

KTX 부산역

김해시청

김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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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Hwaseong Bio Valley

경기도 서남권에 위치한 경기화성바이오밸리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미래형 융합 명품산업단지입니다.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수도권에 대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최첨단 산업과 바이오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첨단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산업기반의 통합적 활용과 폭넓은 생산 

인프라, 습지와 녹지를 연계한 생태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경기 서부권 산업 클러스터의 새로운 중심지이자 

기업 경영을 위한 최적의 산업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 서부권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20-21

면적  1,739,821㎡ (약 53만 평)

사업기간  2010-2017

계약기업 173개

사업규모 5,100억 원

위치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일원

마도일반
산업단지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발안일반
산업단지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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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in Techno Valley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의 중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용인테크노밸리는 최첨단 융복합 산업과 R&D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입니다.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R&D센터와 

IT, 물류, 유통 등의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역북지구, 

동탄 1,2 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가 위치해 있어 정주여건이 편리하고 우수 인력의 수급까지 가능해 

기업 경영을 위한 최적의 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합니다

면적  840,522㎡ (약 25만 평)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예정)

계약기업 111개

사업규모 3,000억 원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역북도시
개발구역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천리주거타운

삼성전자 
나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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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통찰력과 과감한 혁신으로 도시개발의 

성공신화를 이어온 한화도시개발은 지금까지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첨단 산업의 핵심이 될 서오창테크노밸리를 비롯하여 

경기 남부권의 미래 성장을 이끌 안성테크노밸리, 

부울경 산업벨트의 중심이 될 제2김해테크노밸리까지 

뛰어난 입지여건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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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경기 남부권의 新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평택 고덕 삼성전자와 용인 원삼 SK하이닉스(예정)의 중앙에 위치한 안성테크노밸리는 향후 경기 

남부권의 新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날 산업단지입니다. 탁월한 교통 접근성(국도 45호선 인접)과 

최적의 산업여건으로 화성과 용인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의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면적 |  854,000㎡(약 26만 평, 예정)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예정)

Anseong Techno Valley

중부권 산업·물류 최적지로 떠오르는 첨단산업단지

서오창 톨게이트 개통으로 뛰어난 입지여건과 분양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청주 오창은 중부권 

산업·물류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상의 전국적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풍부한 산업시설과 

도시 정주여건을 보유한 서오창테크노밸리는 우수한 투자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해갈 것입니다.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    

면적 |  998,913㎡(약 30만 평, 예정)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예정)

West Ochang Techno Valley

부울경 산업벨트의 중심이 될 명품산업단지

김해테크노밸리의 성공 노하우가 집약된 제2김해테크노밸리는 남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부산항신항제2배후도로 등 폭넓은 광역 교통망을 갖춘 최적의 산업단지입니다. 창원-

부산-울산을 잇는 영남권 산업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하여 최적의 산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유신도시, 진영신도시, 시례지구(예정) 등 편리한 정주여건을 갖춘 명품산업단지입니다.

수도권 교통의 멀티허브로 기업경영에 최적화된 산업단지 

포천-세종고속도로 원삼IC 개통(2022년 예정)으로 수도권 광역적 접근체계를 완성하고 편리한 

물류 접근성까지 확보한 제2용인테크노밸리(원삼지구)는 용인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에 최적화된 입지를 바탕으로 기존 용인테크노밸리에 이어 또 하나의 

프리미엄 산업단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송현리 일원   

면적 |  959,260㎡(약 29만 평, 예정)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예정)

2 nd Gimhae Techno Valley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면적 |  925,620㎡(약 28만 평, 예정)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예정)

2 nd Yongin Techno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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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도시개발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 갑니다.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국토의 가치를 높이면서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Hanwha City Development 
Corporate Profile

한화도시개발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13층
대표번호  │ 02.2055.4300
FAX  │ 02.2055.4308
URL │ www.hcd21.co.kr

서산테크노밸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13층
대표번호 │ 1599.0170

용인테크노밸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13층
대표번호 │ 1800.2701

에이치밸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13층
대표번호 │  1599.0170

김해테크노밸리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5층
대표번호 │ 055.320.5700

CONTACT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