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잠재파트너

관련 기업리스트

잠재파트너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삼성디스플레이

OLED, Flexible Display 및
TFT-LCD

www.samsungdisplay.com

아산, 용인

엘지디스플레이

TFT-LCD, OLED 및 Flexible Display

www.lgdisplay.com

서울, 파주, 구미

동진쎄미켐

LCD 소재(식각액 포토레지스트),

www.dongjin.com

화성, 시흥

미래나노텍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터치센서

www.mntech.co.kr

오창, 청주

덕산네오룩스

AMOLED Materials

www.dsneolux.co.kr

천안

동우화인켐

편광필름, 컬러필터, 터치센서외

www.dwchem.co.kr

익산, 평택

두산전자BG

동박적층판, OLED재료

www.doosanelectronics.com

증평, 김천, 익산

삼성에스디아이

편광필름, OLED 발광재료 등

www.samsungsdi.co.kr

용인, 수원

에스케이머티리얼즈

NF3(삼불화질소), SiH4(모노실란)

www.sk-materials.com

영주

에스케이씨하이테크
앤마케팅

폴리에스텔필름, LCD용 광학필름

www.skchtm.com

서울, 천안, 진천

코닝정밀소재

LCD/OLED用 기판유리, 커버유리

www.corning.com

아산

코오롱인더스트리

광확산필름, 프리즘필름, 드라이필름

www.kolonindustries.com

구미, 김천, 울산

효성

디스플레이용 TAC FILM

www.hyosung.co.kr

서울, 청주, 울산

엘지전자

OLED TV, 스마트폰, LCD TV

www.lge.co.kr

서울, 평택, 창원

동아엘텍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www.dongaeltek.co.kr

안양

미래컴퍼니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3D 센서

www.meerecompany.com

화성, 용인

세메스

WET, PHOTO, INK-JET, AFC 등

www.semes.co.kr

천안, 화성

에스에프에이

OLED 증착기, 물류자동화장비

www.sfa.co.kr

화성, 아산

주성엔지니어링

OLED 증착기, 박막봉지장비 등

www.jusung.com

경기 광주

탑엔지니어링

GLASSCUTTING,
DIRECT BONDING

www.topengnet.com

판교

에이피시스템

OLED 레이저 결정화 장비,
열처리장비

www.apsystems.co.kr

화성

원익아이피에스

PECVD, Dry Etcher

www.ips.co.kr

아산,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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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케이씨텍

세정장비, Coater & Track System

www.kctech.com

안성

디엠에스

세정장비, 감광액 박리기 등

www.dms21.co.kr

용인, 화성

야스

대형 OLED 증착장비, 진공장비

www.yasoled.com

파주

뉴파워프라즈마

Remote Plasma Generator

www.newpower.co.kr

평택, 수원

우리마이크론

OLED Thin-Film Measurement

www.woorimicron.co.kr

천안

성도이엔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설비시공

www.sungdokorea.com

서울, 화성

인아텍

공장자동화 시스템 제조

www.inatech.co.kr

인천

관련 협회
기업명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한국부품소재
투자기관협의회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웹사이트

주요 역할

www.kdia.org

- 디스플레이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대정부 건의
- 디스플레이산업 현황, 시장동향, 통계정보 제공
- 패널, 부품, 소재, 장비 R&D 지원
- 환경규제 개선, 통상 대응, 인력 양성, 국제 표준화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 로드쇼 등 해외 마케팅 지원

www.ctp.or.kr

- 충남 지역에 투자한 디스플레이 분야 중소기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디스플레이 분야의 측정, 분석, 시험생산, 표준화, 신뢰성 평가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장비사용 및 임대 지원

www.kitia.or.kr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 사업화 지원: 해외자금 유치, 글로벌 M&A Desk 운영, 마케팅 등 지원
-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및 사후관리:
투자설명회, 투자협상, 투자적격대상 선정 등 지원

- 대외협력 네트워크 및 회원 서비스
- 전자 및 IT산업 발전 지원
www.gokea.org
- 전시회 지원
- 산업발전 정책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