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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업리스트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현대모비스
섀시모듈, 운전석 모듈, 전장, 

브레이크시스템
www.mobis.co.kr

울산, 아산, 광주, 서산, 

충주, 천안

만도
ABS, ECPS, 제동장치, 

조향장치 
www.mando.com 판교, 평택, 원주, 익산

한온시스템 컴프레셔, 인터쿨러, 공조모듈 www.hanonsystems.com 대전, 평택, 울산

성우하이텍 차체부품 www.swhitech.com 부산, 양산

현대 위아 변속기, CV 조인트 www.hyundai-wia.com
창원, 안산, 평택, 서산, 

울산

인지컨트롤스 엔진냉각시스템, 센서 www.inzi.co.kr 시흥, 경주, 옥천

에스엘
램프, 샤시, 스티어링, 

파워트레인, 레버, 도어모듈 
www.slworld.com 경산

화신 섀시모듈, 차체부품, 엔진부품 www.hwashin.co.kr 영천

디와이 DC모터, 와이퍼 www.dy.co.kr 인천, 아산, 창원

S&T모티브 변속기, 섀시, ECU www.sntmotiv.com
부산, 인천, 창원, 양산, 

보령

서연이화 도어트림, 내장부품, 시트 www.seoyoneh.com 울산, 아산, 안양

평화정공
도어모듈, 래칭 시스템, 

시스템 모듈 
www.phakr.com 대구, 아산, 수원

세종공업 소음기 머플러, 정화장치 www.sjku.co.kr 용인, 아산, 울산

모토닉 엔진부품, 센서, 로커아암 www.motonic.co.kr 대구, 성주

유라 코퍼레이션 와이어하네스 www.yuracorp.co.kr 청주, 평택, 경주

현대트랜시스 변속기, 액슬, 시트 www.hyundai-transys.com 아산, 울산, 서산, 화성

한국프랜지 엑슬, 프랜지, 하프샤프트 www.kofco.com 울산 

현대케피코 파워트레인 제어시스템 www.hyundai-kefico.com 군포

경신
와이어하네스 Junction Block, 

커넥터
www.kyungshin.co.kr 인천, 화성,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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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동희
연료탱크, 루프시스템, 

엑슬하우징, 전장부품
www.donghee.co.kr 화성, 아산, 울산, 광주

덕양산업
운전석모듈, 크래시패드, 

도어트림, 콘솔, 안티패드 
www.dyauto.kr 울산, 경주, 예산

오스템
스틸휠, 차체부품, 섀시부품, 

시트
www.austem.co.kr 천안, 인천

상신브레이크 제동부품 www.sangsin.com 대구

화승R&A 브레이크 호스, 컨베이어 벨트 www.hsrna.com 양산

두원공조
HVAC, 쿨링모터, 컨덴서, 

컴프레셔
www.dwdcc.com 아산

만앤휴멜 코리아
오일필터, 에어필터 캐빈필터 

및 흡입 시스템
www.mann-hummel.com 원주

이래 오토모티브
HVAC모듈, 스티어링, 컨버터, 

제동부품
www.erae-automotive.com 대구, 군산, 진천

대원강업
코일스프링, 판스프링, 

스테빌라이저바, 차량용 시트
www.dwku.com 천안, 창원

오토리브 에어백, 안전벨트 www.autoliv.com 화성

삼기 오토모티브
Head Cover, Oil Pan, Valve 

Body, Oil Pump Cover 
www.samkee.com 평택, 서산

핸즈 코퍼레이션 aluminum alloy wheel www.handscorp.co.kr 인천, 화성

유성기업 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www.ypr.co.kr 아산, 대구, 울산

한국단자공업 자동차용 커넥터, Lead Frame www.ket.com 인천, 평택, 광주

대한솔루션
진동, 소음 시스템엔지니어링 

부품
www.dhsol.com 인천, 광주, 경산

서진 오토모티브
클러치커버, 클러치디스크, 

플라이휠, Clutch Facing
www.secoautomotive.com 시흥

명화공업
엔진워터펌프, 엔진오일펌프, 

Input Shaft, Planet Carrier
www.myunghwa.com 안산, 울산, 아산

광진상공 도어모듈, 윈도우 레귤레이터 www.kwangjin-kr.com 광주, 화성, 경주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지엠비코리아
베어링, 냉각장치, 변속기, 

펌프, 롤러
www.gmb.co.kr 창원, 서산, 안양

우진공업
산소센서, 에어히터, 

스파크플러그
www.ngkntk.co.kr 안산

센트랄

볼조인트, 컨츠롤암, 

스테빌라이저링크, 타이로드, 

변속기

www.ctr.co.kr 창원, 울산, 대구

아진산업
OBC, PTC 히터, 공조부품, 

전압제어기
www.wamc.co.kr 경산

우리산업
히터 콘트롤러, 연료센서 

어셈블리, LPM, MPM 
www.woory.com 용인, 대구, 평택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센서, ECU www.mandohella.com 인천

캐스텍코리아
Turbin Housing, Center 

Housing
www.castec.co.kr 부산, 창원

코다코

Valve Body, Converter 

Housing, Throttle Body, 

Water Pump Housing

www.kodaco.co.kr 천안, 안성

코리아에프티 Fillerneck, Canister www.kftec.com 안성, 경주

SJM Bellows www.sjmflex.co.kr 안산

디아이씨 변속기 Gear, www.dicorp.co.kr 울산

대우부품 Regulator, 콘덴서 www.dwecc.com 정읍, 대전

계양전기
DC/BLDC Motor, 

Power Seat Motor
www.keyang.co.kr 안산,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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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회

기업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자동차산업협회 www.kama.or.kr

•  완성차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동차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과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

•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및 해외통상 네트워크 구축 역할 수행

한국자동차산업

협동조합
www.kaica.or.kr

•  자동차부품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동차부품업체들을 

지원하고, 대정부 건의 활동 및 수출지원과 알선 등 

부품업체들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자동차부품

산업진흥재단
www.kapkorea.org

•  자동차부품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립된 민간    

공익법인

•  중소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기초기술 애로사항 지원, 품질시

스템 확립 지원, 경영관리 지원, 자동차산업 전반의 

정보제공 등의 사업 수행

자동차

부품연구원
www.katech.re.kr 

•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

개발, 시험인증,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수행

•  그린카파워시스템, 스마트카 기술, 소재기술, 융합시스템,      

신뢰성 연구 등을 수행

•  지역별로 연구사업 기획과 지역 내 자동차업체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지역연구역량 강화 지원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www.h2korea.or.kr

•  수소경제 정책 로드맵은 물론 법 개정 지원과 민간 주도의     

수소 생산 및 공급 인프라 구축 지원 

•  수소전기차 보급확대 관련 사항,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통계 및 정보제공, 국내외 수소전기차 관련 사업에 관한 기획 

및 조사활동 수행

부산자동차부품

공업협동조합
www.baica.or.kr

•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계의 조합원 상호간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 지원

•  자동차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 관련 조사활동, 기술

교육 지원, 수출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업무 수행

전기자동차협회 www.keva.or.kr

•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외단체와 정보교류, 관련 산업 

조사연구, 관련 인프라 최적화 방안,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