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INGDAO NEXEN CO.,LTD.
JIANG SHAN Zhen Busan Industrial Park, 
Laixi-City, Qingdao, Shandong, China
TEL. 86-532-8646-0535
FAX. 86-532-8646-0539

시화공장

15088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200 (정왕동)

TEL. 031-499-2751
FAX. 031-499-2750

본사 및 김해공장

50932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95 (안동)

TEL. 055-333-0771    
FAX. 055-333-0778

서울영업본부

06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6
(방배동) 넥센강남타워 5층

TEL. 02-595-9811    
FAX. 02-595-0582

Creating the value
For the next generation
www.nexencorp.co.kr

넥센월석문화재단 사회공헌활동

넥센히어로즈 프로야구단 메인 스폰서

세인트나인 KLPGA 타이틀 스폰서

넥센 스피드레이싱 타이틀 스폰서

Communication 
사회를 향한 넥센의 역동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소개합니다.

Family  
넥센의 이름으로 하나된
넥센패밀리를 소개합니다.

넥센타이어

성장과 진화, 세계의 내일을 바꿀 넥센타이어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대표전화  055-370-5114

넥센테크

최첨단 자동차 부품산업을 선도하는 넥센테크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비공단길 91-1
대표전화  052-259-8300

KNN

동북아 중심 복합미디어그룹, KNN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대표전화  051-850-9000

넥센D&S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및 임대서비스 넥센D&S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26(방배동) 넥센강남타워

대표전화  02-595-9811

넥센월석문화재단

사회를 향한 넥센의 따뜻한 시선, 넥센월석문화재단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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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e Inner Tube Solid Tire CMB

Bladder

Golf ball

영국 스코틀랜드 동부 해안에 있는 도시 세인트

앤드류스(St. Andrews)는 골프의 발상지로 유명

합니다. Saintnine은 전통과 권위의 상징인 세인트 
앤드류스의 정신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골프문화를 창조하여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특허를 획득한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비거리와 콘트롤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넥센의 BIGYARD는 USGA와 R&A 공인을 받은 세계적인 제품입니다.

정밀한 설계로 내구성이 뛰어난 넥센의 Bladder는 타이어 생산시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시키며 품질과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Your Mental Mate, Saintnine
세인트나인에는 필드에서 당신의 멘탈을 향상시켜 줄 아홉 캐릭터가 있습니다.

  BIGYARD DT300   BIGYARD PD

보이지 않는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솔리드타이어의 표준입니다. 최적의 배합설계로 고성능 자동화 설비에서 제조된 
친환경 제품입니다.

타이어를 아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필드 위에서 최적의 파트너가되겠습니다.

A  PC (Passenger Car)            B  LT (Light Truck)            C  TB (Truck & Bus)            D  AG (Agricultural)

E  OTR (Off-The-Road)            F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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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디젤 지게차     B  LPG  지게차     C  전동 지게차

D  전동 리치(입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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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드 샤시       B  리치 스태커      C  컨테이너 핸들러

D  크레인

A  탑승교                B  달리                    C  벨트로더             D  소형 트랙터         E  시저리프트          F  체리 피커         

G  스키드로더         H  대형 지게차       I  슬러지 포터         J  TT카

 Confidence 자신감
  Lion 사자

 Rivalry 승부욕
  Eagle 독수리

 Endure 인내심
  Camel 낙타

 Focus 집중
  Crocodile 악어

 Serenity 평정심
  Flamingo 홍학

 Positive 긍정
  Puppy 강아지

 Relax 여유
  Elephant 코끼리

 Trust 믿음
  Rhino 코뿔소

 Joy 즐거움
  Monkey 원숭이

50년간 축척된 노하우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용 Tire Inner Tube를 생산, 전세계 14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트럭, 버스를 비롯한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TIRE INNER TUBE

축적된 배합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자동차부품, 산업용부품, 해양 고무제품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과 품질에 적합한 CMB 및 FMB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SOLIDPRO  ALL-PRO HP  NEXEN CB  NEXEN LUG

 NEXEN MS  NEXEN RIB  NEXEN PL

Resilient Solid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산업용 타이어 입니다.

Press-on Band (POB)
실내작업에 적합하며 연비향상, 고하중에 
탁월합니다.

 MS  PL

Caster
캐스터는 전동 지게차와 
기타 장비에 장착됩니다.

 CASTER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넥센은 1968년 창립 이래, 미래지향적인 경영철학과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명실공히 고무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튜브는 140여개국에 수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솔리드타이어는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으로 

많은 고객으로 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무 배합기술의 결정체인 

CMB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Golf Ball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 

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넥센의 힘찬 비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내일을 생각하는 기업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내일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내일! 

종합고무제품의 

Global Leading Company, 

넥센이 만들겠습니다.

대표이사    강 호 찬

글로벌 No.1으로의 도약
2014. 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4. 08 ISO 14001 인증 획득

2013. 12 제50회 무역의 날 1억불탑 수상

2013. 07 FTA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2013. 01 넥센그룹 지주회사로 전환

2012. 09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획득 (K-OHSMS18001)
2011. 02  청도넥센상교유한공사 ISO 9001인증 획득

2003. 11  중국현지법인 설립 : 청도넥센상교유한공사

2003. 09  SAP ERP시스템 구축

2002. 08  사명변경 : (주)넥센

2001. 12  (주)KNN인수

자동차부품 전문그룹으로의 성장
1999. 06  넥센타이어(주) 인수

1995. 06  중국현지법인 설립 : 청도흥아윤태유한공사

1994. 05  ISO인증 획득

1994. 02  (주)넥센테크 설립

1992. 06  제1회 중소기업 무역진흥 대상 수상

세계를 향한 힘찬 날개짓

1989. 11  제26회 무역의 날 5천만불탑 수상

1987. 12  주식상장

1984. 11  제21회 무역의 날 2천만불탑 수상

내일을 향한 힘찬 태동
1968. 09  흥아타이어공업주식회사 설립

넥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Global No.1 

History
넥센의 역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여정입니다.

CEO Message

Tire Flap

타이어와 림 사이에 장착되는 고무

제품으로 세계 최고 품질을 가진 다

양한 규격을 생산하여 전세계 시장에 

Tube와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Envelope

재생타이어 생산에 사용되는 고무제품 

으로 뛰어난 내구성을 통해 경제성과 

생산성을 높여주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aintnine ES   Saintnine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