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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업리스트

잠재파트너

항공산업 기업리스트

분야

참여 기업체

체계종합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대한항공

항공기체

(주)아스트, 하이즈항공(주), (주)샘코, (주)율곡

추진계통

한화테크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로스트왁스(주), 하나아이티엠(주)

항공전자

한화시스템(주), LIG넥스원(주), 퍼스텍(주), 단암시스템즈(주),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부품/장비

현대위아(주), (주)데크카본, (주)한국카본, 한화기계, (주)뉴로스

무인기

유콘시스템(주), (주)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디엔엠항공, 현항공산업(주), (주)경남금속, (주)기가레인, 낙우산업(주), (주)네스앤텍,
(주)넥스컴스, 넵코어스(주), (주)다윈프릭션, (주)대성티엠씨, 대화항공산업(주),
(주)동성티씨에스, (주)동양에이케이코리아, 동영M&T(주)동진전기, 동화 A.C.M(주),
디지트론, (주)라코, 주식회사 리퓨어유니맥스, 미래항공(주), (주)부성, (주)사이언,
(주)삼양컴텍, 주식회사 샤프테크닉스케이, (주)서울스탠다드, (주)세우항공,
송월(주)송월테크놀로지, 수성기체산업(주), (주)신보, (주)쎄트렉아이, 씨엔리주식회사,
아이원스(주), 아피아엔지니어링(주), (주)알에이치포커스, 에스앤케이항공(주),
(주)에스브이엠테크, 에이에스앤디 솔루션,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주)에어로매스터, (주)에이스안테나, AP위성(주), 엔디티엔지니어링(주),

기타

엠엠티오토모티브, 엠티디아이(주), 연합정밀(주), 영풍전자(주), (주)유아이헬리콥터,
(주)유텔,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인텔릭스(주), (주)제노코, (주)제이앤에스, 제일
HTC, (주)조일, 주식회사, 브이엔지니어링, (주)케이에이엠, 케이피항공산업(주),
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코리아테스팅, (주)코마코, 코오롱데크컴퍼지트(주),
코츠테크놀로지(주), (주)큐니온, (주)에비오시스 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 티씨티,
(주)티오피에스, (주)포렉스, (주)플렉스시스템, 하나아이티엠(주), 한국복합소재(주),
(주)한국비철, 한국치공구공업(주), 한국표면처리(주), (주)한국화이바,
한성아이엘에스(주), (주)화승소재, 화인정밀주식회사, (주)마이크로인피니티,
(주)스마텍, (주)썬에어로시스, LIG정밀기술, (주)코리아일레콤, (주)파인텔레콤,
(주)팬웨스트에스앤티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록사 기준, 중복포함(밑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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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기업리스트

분야

참여 기업체
가이아쓰리디, 공간정보기술, 디지탈컴, 라이브라컨설턴트, 비엔티, 삼아항업, 솔탑, 알앤지월드,

분야

참여 기업체

에스아이아이에스, 에스이랩, 에스이티시스템, 이케이시스, 인디웨어, 인스페이스, 중앙항업,
지솔루션, 지아이소프트, 지엠티, 지오스토리, 지오씨엔아이, 지트, 채움, 케이웨더, 큐브스, 텔레컨스,

GMW, 극동통신,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남광엔지니어링, 뉴로스, 님버스, 대흥기업, 데크항공,

픽소니어, 하이게인안테나, 하이퍼센싱, 한국공간정보통신, 한국아이엠유, STX엔진, 나노트로닉스,

동헌기업, 두원중공업, 드림스페이스월드, 데슈바르즈코리아, 루미르, 모아소프트, 브로던,

뉴엣지코포레이션, 댁스, 더블웨이브, 동양정보기술, 동양텔레콤, 동진커뮤니케이션시스템, 디엠티,

성원포밍, 솔탑, 송월테크놀로지, 스페이스솔루션, 신한TC, 실텍, 쎄트렉아이, 아스프정밀항공,

머큐리, 모두텔, 브로드시스, 블루웨이브텔, 비아이엔씨, 세계위성통신동부대리, 스카이뱅크,

아이쓰리시스템, 아이파이브, 앰비언트, 에스에스플로텍, 에스엠테크, 에이디솔루션,
위성체 제작

스카이윈, 스페이스링크, 시스윈일렉트로닉스, 아리온테크놀로지, 아리온통신, 아이두잇, 에스알티,

에이스엔지니어링, 에이엠시스템, 에이피위성, 엘아이지넥스원, 온도기술, 우성테크, 웰텍,

에스케이텔링크, 에이디알에프코리아, 에이샛, 에이스엔지니어링, 에이알테크놀로지, 에이앤피에스티,

이엘엠, 이엘테크, 이오에스, 이피에스텍, 일진전자산업, 재우, 져스텍, 캠틱종합기술원,
케이티엠테크놀로지, 코마틱코리아, 코스믹비젼테크놀로지, 쿠노소프트, 큐니온, 큐바스,
킴엔지니어링, 킹테크, 티오엠에스, 파이버프로, 팔콘, 패스컴, 프로메이트, 피온테크,
한국스냅언툴즈,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화이바 2공장, 한얼시스템, 한화시스템

발사체 제작

에이트론, 에이피위성, 엑스엠더블유, 엠알씨코리아, 열림기술, 왈도시스템, 우경케이블라인, 우리별,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위즈노바, 이에스통신, 이엘테크, 인텍디지탈,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제노코, 중일테크, 지엠티,
케이비에스미디어,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케이에스솔루션, 케이엠에이치, 케이티,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코메스타, 코아일렉콤, 토필드, 파워넷시스템즈, 팔콘, 푸드티비, 필셋, 필텍, 하이게인안테나, 한국공청,

금토엔지니어링, 기가알에프, 남광엔지니어링, 네오스펙, 넥스트폼, 넵코어스, 단암시스템즈,

한단정보통신, 한우리정보통신, 한화시스템, 홈캐스트,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휴맥스, MASCO,

대화알로이테크, 데크카본, 데크항공, 두원중공업, 라이노, 모아소프트, 미르텍코리아,

가나정밀, 골프존데카,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넵코어스, 넷커스터마이즈, 동양시스컴, 두시텍,

베타포스, 브이엠브이테크, 비츠로넥스텍, 삼양화학공업,삼우금속공업, 세우항공,

디에이치이, 디젠, 라이브라컨설턴트, 로힘, 리버앤씨, 마이센, 맵퍼스, 메스코,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수림테크, 스페이스솔루션, 승진정밀, 알에스피, 앰비언트, 에스비산업금속사업부,

범아엔지니어링, 비글, 사라콤, 삼광기계제2공장, 삼부세라믹, 새한항업, 솔탑, 씨디콤코리아,

에스앤에스이앤지, 에스앤케이항공, 에스엔에이치, 에이피솔루션즈, 엠아이테크, 이노컴,

씨앤에스링크, 아라세이프, 아센코리아, 아이머큐리, 아이파이브, 아토웨이브, 안세기술, 에세텔,

이노템즈, 이앤이, 이지스씰링테크놀로지, 잉가솔랜드코리아, 정진기계, 지브이엔지니어링,

에이치엠에스, 에이티에스테크놀로지, 에이피전자산업, 우리별, 윌트로닉스, 유비퍼스트대원, 이마린,

카프마이크로, 케이티엠테크놀로지, 케이피항공산업, 코마틱코리아, 코텍, 머솔, 파이로테크,

이엠따블유, 인성인터내쇼날, 제이비티, 지엔에스디, 지엠티, 지오투정보기술, 카네비컴, 케이씨아이,

패라매트릭코리아, 평창테크, 플렉스시스템, 피플쓰리이씨, 하스엠, 하이록코리아,

코디아, 큐알온텍, 텔에이스, 파인드라이브, 파인디지털, 프로차일드, 피피솔, 하제엠텍

하이리움산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스냅언툴즈, 한국씰마스타, 한국치공구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화이바 2공장, 한라이비텍, 한양이엔지, 한화기계부문,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현중시스템
대한컨설팅그룹, 디엠텍, 리얼타임웨이브, 비앤씨텍, 시스코어, 트렉아이, 아이리스닷넷,
아이스펙, 아이엠티, 아이옵스, 에이알테크놀로지, 에이피위성, 엠티지, 우레아텍, 우리별,

가이아쓰리디, 에스이랩, 지솔루션, 지아이소프트, 지인컨설팅, 진양공업, 하이게인안테나,

과학연구

하이퍼센싱, 환경예측연구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신한TC, 에스이티시스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센서피아, 스페이스솔루션, 에이엠시스템, 에이피위성, 위즈노바,

우주탐사

티오엠에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레테크, 이엘테크, 인터콤전자, 일진전자산업, 제이아이티솔루션, 제이엔티, 지엠티, 캐스,
캠틱종합기술원, 컨텍, 케이씨아이, 케이티샛, 하이게인안테나,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한국스냅언툴즈,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성웰텍, 한양이엔지, 현중시스템, 금토엔지니어링,

자료: 우주산업실태조사(2018)
주: 우주산업 분야 모집단 중 우주산업실태조사 최종 응답기관 기준, 중복포함

나드, 남광엔지니어링, 남원정공, 남원터보원, 다화시험기, 단암시스템즈, 대명기공, 대아테크,
동헌기업, 두산중공업, 라텍, 리얼타임웨이브, 메이아이, 모아소프트, 바로텍시너지,
지상장비

부영엔지니어링엔지엠피, 비츠로넥스텍, 서울플루이드시스템테크놀로지스, 서호엔지니어링,
성진에어로, 세연이엔에스, 스페이스솔루션, 신성이엔지,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신한TC,
아이엠테크놀로지, 에스비산업금속사업부, 에스아이티,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에이티테크,
영민건설, 유콘시스템,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엠코리아창원지점, 인지니어스,

관련 협회

제이씨에이오토노머스, 지티에스솔루션즈, 캠틱종합기술원, 케이엔씨에너지, 코리아테스팅,
코세코, 토광건설, 파워네트웍, 페스텍, 프렉스에어코리아, 하나전자, 하이록코리아,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한국스냅언툴즈, 한국치공구공업, 한양이엔지, 한화기계부문,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현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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