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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업리스트

패션의류 관련기업 리스트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남영비비안 여성	란제리 www.namyeung.co.kr 서울	용산구

(주)BYC 메리야스,	란제리,	티셔츠 www.byc.co.kr 전북	전주시

보끄레머천다이징 여성의류 www.ibeaucre.co.kr 서울	금천구

이랜드그룹 아동복,	캐주얼,	SPA www.elandretail.com 서울	마포구

LF그룹 기성복	및	패션잡화 www.lfcorp.com 서울	강남구

삼성물산	패션부문 캐주얼,	신사복 samsungcnt.com 서울	서초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아웃도어,	골프,	여성복	등 kolonindustries.com 경기	과천시

에프알엘코리아 캐주얼의류	도소매 www.uniqlo.com 서울	중구

아디다스코리아 스포츠의류 www.adidas.co.kr 서울	서초구

형지그룹 여성캐주얼 www.hyungji.co.kr 서울	강남구

나이키코리아 스포츠의류 www.nike.co.kr 서울	강남구

세정그룹 남성/여성복,	아웃도어,	스포츠 www.sejung.co.kr 부산	금정구

신성통상 남성캐주얼,	남성정장,	SPA www.ssts.co.kr 서울	강동구

데상트코리아 스포츠의류,	골프 www.descentekorea.co.kr 서울	강남구

케이투코리아 아웃도어 www.k2.co.kr 서울	성동구

블랙야크 아웃도어 www.blackyak.com 서울	서초구

파크랜드 신사복 www.parkland.co.kr 부산	금정구

성주디앤디 캐주얼 www.sungjoogroup.com 서울	강남구

LS네트웍스 스포츠 www.lsnetworks.co.kr 서울	용산구

영원아웃도어 아웃도어 www.yooutdoor.co.kr 경남	창원시

휠라코리아 스포츠의류 www.fila.co.kr 서울	서초구

자라리테일코리아 SPA www.zara.com/kr 서울	강남구

신원 여성정장 www.sw.co.kr 서울	마포구

엠케이트렌드 캐주얼 www.mktrend.co.kr 서울	강남구

밀레 아웃도어,	등산복 www.millet.co.kr 서울	마포구

아이올리 여성	캐주얼,	여성정장 www.aioli.co.kr 서울	강남구

바바패션 여성정장 www.babafashion.com 서울	서초구

지오다노 캐주얼 www.giordano.co.kr 서울	서초구

한섬 여성복 www.thehandsome.com 서울	강남구

와이케이038 여성복 www.ykblack.com 서울	서초구

GSGM 캐주얼 www.gsgm.co.kr 서울	강남구

빌트모아 남성정장 www.ibiltmore.com 서울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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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더베이직하우스 캐주얼,	아동복 www.basichouse.co.kr 서울	강남구

데무 여성복 www.demoo.com 서울	강남구

발렌시아 여성복 www.valencia.co.kr 서울	성동구

샤트렌 여성복 www.chatelaine.co.kr 서울	강남구

아가방앤컴퍼니 아동복 www.agabangncompany.com 서울	강남구

섬유소재 관련 기업 리스트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주)효성 장섬유사 www.hyosung.co.kr 서울	마포

(주)휴비스 PSF www.huvis.com 서울	강남

태광산업(주) 스판덱스,	나일론직물 www.taekwang.co.kr 서울	중구

(주)티케이케미칼 PF,	DTY,	스판덱스 www.tkchemi.co.kr 대구	북구

성안합섬(주) 폴리에스터장섬유 www.sasyn.co.kr 경북	구미

(주)대농 코튼	모달,	텐셀,	모달 www.daenong21.com 충북	청주

(주)SG충남방적 면사,	혼방사 www.sgchoongbang.com 경기	성남

대한화섬(주) 폴리에스터 www.daehansf.co.kr 울산시	남구

(주)삼양사 폴리에스터	고강력사 www.samyangcorp.com 서울	종로구

(주)케이피켐텍 나일론사 www.kpchemtech.co.kr 울산	남구

도레이케미칼 폴리에스터	장단섬유 www.toray-tck.com 경북	구미시

(주)삼흥 PP	장섬유 www.maxlon.co.kr 경기	포천시

신원합섬 폴리에스터	DTY www.chewon.co.kr 경북	구미시

동일방직(주) 면사,	면직물	등 www.dong-il.com 서울	강남구

(주)자영 소모,	방모,	순모&혼방	복지 www.daewon.co.kr 충북	청주시

대한방직(주) 면직물,	니트원단,	면사	등 www.thtc.co.kr 서울	영등포구

(주)성안 폴리에스터직물 www.startex.co.kr 대구	북구

(주)덕우실업 폴리에스터직물 www.duckwoo.kr 경북	칠곡군

웅진텍스타일(주) 2way	stretch(PET,	NYLON	등) www.tcktextiles.com 경북	구미시

(주)을화 차도르용	원단 www.peacetex.co.kr 경북	구미시

전방(주) 순면직물,	면혼방직물 www.chonbang.co.kr 서울	서대문구

(주)청산인터내셔널 라미네이트직물 www.jeongsan.com 부산	강서구

(주)신한방 환편직물 www.sinhan.net 서울	구로구

덕산엔터프라이즈(주) 기모	면	니트원단 www.ducksanbj.co.kr 경기	포천시

세창상사(주) 경편직물 www.saechang.co.kr 경기	이천시

모계염직(주) 폴리에스터	편직물 www.mogaetextile.com 부산	사하구

영신물산 원단염색가공 www.youngst.com 경기	양주시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보명실업(주) 폴리혼방제품/날염제품 www.bomyung.co.kr 경기	안산시

현대모직(주) 소모사	및	방모사	제품 www.hyundaitex.co.kr 경남	양산시

아즈텍더블유비이 울	100%	직물	염색 www.aztechwb.co.kr 부산	사하구

(주)현대특수나염 나염물 www.specialprint.co.kr 경기	시흥시

(주)부광 메시	소재 www.bukwang.com 부산	사하구

성광 폴리에스터	소재	원단 www.sunggwang.co.kr 서울	중구

성안 폴리에스터	강연사물 www.startex.co.kr 서울	송파구

부천 경편	니트	및	환편 www.pucheon.co.kr 서울	강남구

비전랜드 천연섬유,	화섬사 www.visionland.co.kr 서울	강북구

영풍필텍스 스킨플러스	가공 www.filltex.com 서울	구로구

덕산엔터프라이즈 아웃도어/캐주얼	니트소재 www.ducksanbj.co.kr 서울	성동구

신흥 연섬유	교직물 www.monotex.co.kr 서울	강남구

알파섬유 COTTON	NYLON	교직물 www.alphafabric.co.kr 서울	강남구

영텍스타일 교직물	제직 www.youngtex.com 서울	강남구

관련 협회

패션산업 관련 협회 리스트	

기업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www.kofoti.or.kr
섬유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여	섬유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

한국화학섬유협회 www.kcfa.or.kr
화학섬유	기술개발,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한국섬유수출입협회 www.textra.or.kr
섬유직물	수출입	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

대한방직협회 www.swak.org
면방제품의	수요확대,	부품	및	소재의	공동구매,	설

비의	공동	보전,	국내외	산업	동향	조사	및	자료제공

한국섬유개발연구원 www.textopia.or.kr
우리나라	기업들이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고	R&D개

발을	통해	섬유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한국패션산업협회 www.kaia.or.kr
의류패션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상품의	

해외홍보,	해외시장	조사,	대정부	건의	등

한국패션산업연구원 www.krifi.re.kr 패션업계의	역량강화,	연구개발,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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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대한니트

협동조합연합회
www.knit.or.kr 니트업계의	경쟁력	강화	지원

ECO융합섬유연구원 www.knitcenter.re.kr
니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제

품	생산,	패션·디자인	개발,	마케팅,	창업육성	지원

한국섬유기계협회 www.kotma.org
핵심소재개발,	자동화시스템개발	등	협력연구	기반

체제를	구축,	중소	섬유기계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한국섬유기계

융합연구원
www.kotmi.re.kr

섬유기계	산업	인프라	구축과	연구수행을	통해	섬유

기계	및	핵심부품	기술의	자립화	추구

KOTITI	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섬유제품,	환경위생	및	산업	자재	등을	대상으로	시험

분석,	품질검사,	R&D	등의	업무를	수행

한국섬유소재연구원 www.koteri.re.kr
첨단핵심	기술개발,	전문생산	및	기능	인력의	양성,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정보	분석	및	보급	등

DYETEC연구원 www.dyetec.or.kr
염색가공분야의	첨단	가공기술	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	기업	밀착형	연구개발	지원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패션의류	및	소비재	분야	중심으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ww.katri.re.kr 섬유패션	시험분야의	시험,	검사,	인증	수행

한국패션유통

정보연구원
www.cft.or.kr

국제적인	컬러정보의	수집,	분석	및	보급,	디자인	및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

적하여	제품개발에	필요한	핵심정보	제공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www.uniform.or.kr
피복업계의	공동판매	및	구매,	자급지원,	신제품	개발

사업,	정부건의	등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