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참여 기업 소개 
 

기업명  ㈜한화

기업소개

㈜한화는 1952년 설립이래,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창업 정신으로 설립되어 70여 년간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성장해왔습니다.

제조ㆍ건설, 금융, 서비스·레저 사업 군에서 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규

모 기준 국내 재계 순위 7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각 사업 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 기계ㆍ항공ㆍ방산, 태양광, 금융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속적인 

투자와 도전으로 내실 있는 성장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조ㆍ건설 사업군은 태양광, 항공우주기계, 2차 전지 등 미래형 첨단산업 부문에 집중적

으로 투자하며 글로벌 한화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은 그룹이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장기 

비전 아래 2010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 성장사업입니다.

그룹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ㆍ레저 사업군은 고급화 

및 집중화 전략을 통해 타 업체와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생활ㆍ레저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방산, 글로벌, 기계 3개 부문의 자체사업은 물론 한화생명, 한화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핵심회사입니

다.

㈜한화는 한화그룹의 모기업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혁

1952. 한국화약주식회사(現 ㈜한화) 설립

1955. 조선유지 인천 화약 공장 불하 매수

1959. 한국화약, 화약류 완전 국산화 및 대체 공급 개시

1964. 신한베아링공업 인수

1965. 한국화성공업(現한화솔루션) 설립

1966. 태평물산(現 ㈜한화 무역부문) 설립

1968. 제일화재해상보험 인수

1969. 경인에너지 설립

1972. 한국프라스틱공업 설립

1973. 태평개발(現 한화호텔&리조트) 설립

1974. 유니온포리마(現한화컴파운드) 설립

1975. 학교법인 천안북일학원(現 북일학원) 설립



1976. 성도증권(現 한화투자증권) 인수

1981. 김승연 회장 2대 회장으로 취임

1982. 한양화학 및 한국다우케미칼 경영권 인수

1985. 정아그룹(現 한화호텔&리조트) 인수

1986. 빙그레이글스(現 한화이글스) 창단

1988. 한양화학-한국프라스틱공업 합병

1992. 한국화약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명칭 변경

1997. 천안북일여자고등학교(現 북일여자고등학교) 설립

1999. 한화에너지 정유부문 및 한화에너지프라자, 현대정유에 매각

     한화이글스, ’99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

     여천NCC 설립

2000. 동양백화점(現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인수

      제1회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

2001. 대덕테크노밸리 설립

2002. 대한생명(現 한화생명), 신동아화재(現 한화손해보험), 63시티(現 한화63시티) 인수

2004. 한화첨단소재 베이징 공장 준공

2005. 한화생명 뉴욕법인 설립

2006. 한화건설 사우디아라비아법인 설립

      한화첨단소재 미 앨라배마 현지 공장 준공

      한화첨단소재 상하이 자동차 부품 공장 준공

2007. 한화첨단소재, 미국 아즈델(Azdel) 사지분 인수

2008. 제일화재 편입

      제1회 한화 회장배 전국 사격대회 개최 

2009. 한화생명 베트남법인 보험 영업 개시

      한화첨단소재 체코 공장 준공

2010. 한화호텔&리조트 통합 출범

2011. 한화케미칼 중국 닝보 PVC 공장 상업 생산 개시

     한화솔라에너지(現 한화큐셀코리아) 설립

     한화투자신탁운용-푸르덴셜자산운용 통합 한화자산운용 출범

2012. 한화건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수주(80억 달러)

     독일 태양광 기업 큐셀(現 한화솔루션) 인수

     여수열병합 발전-군장열병합 발전 합병, 통합 한화에너지 출범

2015. 한화솔라원-한화큐셀 통합 한화큐셀 출범

      한화건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누적 수주액 100억 달러 돌파

      한화큐셀 미국 넥스트에라(NextEra)에 업계 최대 규모 1.5GW 모듈 공급 계약

      한화종합화학 및 한화토탈 출범

      한화테크윈 및 한화탈레스(現 한화시스템) 출범

2016. 한화생명 총자산 100조원 돌파

      한화디펜스 출범

2017. 한화지상방산,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출범

2018. 한화시스템 출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법인 공장 준공

2020. 한화솔루션 출범

2021. 스페이스 허브 출범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명 : 알기 쉬운 유도 미사일과 미행원리의 이해
주요 활동 세부 내용

시간

(조정 가능)

1) 소개(한화와 방위산업)

- 강사/한화 소개

- 한화 방위산업 소개

- 방위산업 진로 소개

5분

2) 유도 미사일의 이해

- 유도무기의 종류

- 유도방식의 종류

- 유도미사일의 구조 35분

3) 비행원리의 이해
-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

- 비행기 날개의 비밀

4) Q&A 및 진로 토크
- 질문과 답변

- 진로 조언, 마무리
5분

기업 

소개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