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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관련 기업리스트

통신기기산업관련 주요 기업 리스트

기업명 주요 품목 웹사이트 위치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 컴퓨터, 네트워크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가전, 의료기기 등
www.samsung.com/sec 경기 수원시

삼성디스플레이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LCD, OLED) 등 www.samsungdisplay.com 경기 용인시

LG전자(주)
이동통신단말기, 교환기, 전송기기 등 

통신장비, TV, 컴퓨터 등
www.lge.com 서울 영등포구

LG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등 www.lgdisplay.com 경기 안양시

LG화학 리튬이온 2차전지, 평광판, PVC 등 www.lgchem.co.kr 서울 영등포구

삼성전기

영상·음향, 통신장비, 모듈, 

인쇄회로기판, 적층세라믹콘덴서, 

고주파필터, 수정발진기, 칩인덕터,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등

www.samsungsem.com 경기 수원시

LG이노텍
LED, 카메라모듈, PCB, 포토마스크, 

모바일 로우터 등
www.lginnotek.com 서울 중구

(주)팬택
통신기기, 무선통신응용장치, 부가통신, 

감시용카메라 등
www.pantech.co.kr 서울 서초구

에릭슨엘지(주)
유무선 교환장비, 전송장비, PBX, 

통신시스템 전자교환기 등
www.ericssonlg.co.kr 서울 강남구

에스케이

텔레시스(주)
광중계기, 유무선 전송장비, FEMTO 등 www.sktelesys.com 서울 중구

(주)이랜텍 밧데리팩, PCB Ass’y, 충전기, 모터 등 www.elentec.co.kr 경기 수원시

에스맥(주) 터치스크린, 터치모듈, 모바일모듈 등 www.s-mac.co.kr 경기 평택시

(주)멜파스 터치컨트롤러IC 등 www.melfas.com 경기 성남시

(주)파트론 이동통신안테나, 듀얼카메라 등 www.partron.co.kr 경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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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탑스(주) 케이스, 안테나 등 휴대용단말기부품 등 www.intops.co.kr 경기 안양시

노키아솔루션앤  

네트웍스코리아(주)
통신장비, 통신시스템 등 www.nokia.com 서울 강남구

(주)다산네트웍스 스위치, 라우터, 스위치, 서버, 통신장비 등 www.dasannetworks.com 경기 성남시

자화전자(주)
휴대용 바이브레이션 모터, 전자관, 

마그넷 등
www.jahwa.co.kr 충북 청주시

(주)에이스

테크놀로지
단말기용, 기지국용 안테나 제조 등 www.aceteq.co.kr 인천 연수구

(주)케이엠더블유
유무선 통신장치, 이동통신부품, 

통신중계기, 통신 기지국용 모듈 등
www.kmw.co.kr 경기 화성시

(주)옵티맥 휴대폰용 커넥터, 통신장비 제조 등 www.optimech.co.kr 경기 화성시

(주)쏠리드
이동통신용 광중계기, 광통신장비, 

무선통신장비 등
www.solid.co.kr 경기 성남시

(주)유비쿼스 스위치, FTTH, 유무선 네트워킹 솔루션 등 www.ubiquoss.com 경기 성남시

(주)캠시스 휴대폰카메라모듈, 반도체생산용장비 등 www.cammsys.net 인천 연수구

(주)에스코넥 핸드폰 내·외장부품 등 www.s-connect.co.kr 경기 광주시

(주)에스제이테크 무선통신기기(휴대폰부품) 등 www.sjtech87.co.kr 대구 달서구

유아이엘(주) 휴대용전화기용 키패드, 스위치 등 www.e-uil.com 경기 파주시

(주)알에프텍 이동통신단말기, 충전기, 전자부품 등 www.rftech.co.kr 경기 용인시

(주)에프알텍 이동통신용 중계기 등 www.frtek.co.kr 경기 안양시

(주)장원테크 스마트폰, 태블릿PC 브래킷 등 www.jangwontech.co.kr 경북 구미시

나노스(주)
휴대폰 카메라모듈부품(광학필터), 

홀센서 등
www.nanosm.com 경기 화성시

(주)나무가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통신장비 등 www.namuga.co.kr 경기 성남시

(주)옵트론텍 듀얼카메라, 광학부품, 반도체소자 등 www.optrontec.com 경남 창원시

(주)이노웨이브 유무선광통신부품(광학박막 필터) 등 www.inno-wave.co.kr 경기 오산시

크루셜텍(주) 옵티컬트랙패드, LED플래시모듈 등 www.crucialtec.com 경기 성남시

(주)드림텍 전자부품, 블루투스, 휴대폰용 충전기 등 www.idreamtech.co.kr 경기 성남시

기업명 주요 품목 웹사이트 위치

(주)기가레인 RF통신부품, 반도체장비 등 www.gigalane.com 경기 화성시

(주)와이솔 필터, RF칩, 진동모터, 필터뱅크 등 www.wisol.co.kr 경기 오산시

에릭슨엘지

엔터프라이즈(주)
전자교환기, IP전화기, 통신장비 등

www.ericssonlg-

enterprise.co.kr
서울 금천구

(주)다산네트웍      

솔루션즈
네트워크장비, 백홀장비, 솔루션 등 www.dasans.com 경기 성남시

(주)코맥스
비디오폰, 앰프, 스피커, 인터폰, 도어폰, 

교환기 등
www.commax.com 경기 성남시

(주)머큐리
엑세스, 교환기, 게이트웨이장비, 

전송·위성장비, 광케이블 등
www.mercury.co.kr 인천 서구

(주)텔릿와이어리스 

솔루션즈
무선통신기기, IoT모듈, 소프트웨어 등 www.telit.com 서울 영등포구

(주)모베이스 휴대폰 케이스 등 www.mobase.com 경기 화성시

(주)대유플러스 유무선 통신장비, 광통신장비 등 www.dayouplus.co.kr 광주 광산구

(주)파인디지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이동통신장비 등 www.finedigital.com 경기 성남시

(주)일야 휴대폰부품, 금형 등 www.ilya.co.kr 인천 남동구

(주)피플웍스
이동통신용 전력증폭기, 중계기, 

통신용부품·모듈 등
www.peopleworks.co.kr 경북 구미시

(주)에치에프알

중계기등 무선엑세스 RF장비, 

무선통신품질관리시스템, 

광전송시스템 등

www.hfrnet.com 경기 성남시

코위버(주)
가입자계광단국장치, 광전송장비, 

유선통신기기 등 
www.coweaver.co.kr 서울 강서구

(주)삼광윈테크 휴대폰 케이스 등 www.samkwang.com 경북 경산시

삼지전자(주) 무선통신기기, 무선검침시스템칩 등 www.samji.com 경기 화성시

(주)이노

와이어리스
무선통신용 테스팅 툴 등 www.innowireless.co.kr 경기 성남시

(주)에이앤티에스 무선통신기기 제조, 소프트웨어 등 www.ants.co.kr 경기 안양시

(주)모임스톤 인터넷전화기, 태블릿, 소프트웨어 등 www.moimstone.com 서울 서초구

(주)인포마크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라우터 등 www.infomark.co.kr 경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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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통신공업(주)
광대역 디지털전송장치, BDCS, WDCS, 

커넥터 등
www.samhwa.net 서울 금천구

(주)씨에스
초소형중계기, 통합중계기, 변파중계기, 

RF분산중계기, 개인용중계기 등
www.cs-holdings.co.kr 경기 성남시

알티전자(주) 통신기부품, 반도체부품(LED)제조 www.alti-e.co.kr 경북 구미시

(주)우리넷 광전송장비, 교환장비 등 www.woori-net.com 경기 안양시

성우전자(주) 휴대폰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www.swei.co.kr 경기 안산시

알에프에이치

아이씨(주)

광대역송수신부품

(RF모듈, RF부품, 파워앰프) 등 
www.rfhic.com 경기 안양시

(주)이엠따블유 휴대폰단말기안테나, 자동차안테나 등 www.emw.co.kr 인천 남동구

(주)기산텔레콤 광모듈, PCS 중계기, WLL시스템 등 www.kisantel.co.kr 서울 송파구

(주)텔레트론
스위치, 로우터 등 네트워크장비,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시스템 등 
www.teletron.co.kr 경기 안양시

(주)피앤텔 휴대폰 케이스 등 www.pntel.co.kr 서울 영등포구

(주)포앤티
광통신부품, 전송장치, 데이터전송장치, 

유무선통신장치 등
www.fo-t.com 경기 군포시

(주)텔레필드 초소형 광전송장치, 소프트웨어 등 www.telefield.com 경기 성남시

(주)텔라움 방송통신망기기 등 www.telaum.com 경기 부천시

윈텍시스템(주) 고속데이터전송장비, 광전송장비 등 www.wintek.co.kr 경기 의왕시

옵티시스 광링크모듈부품, 광반도체소자 등 www.opticis.com 경기 성남시

(주)웨이브일렉트로 전력증폭기, 이동통신중계기, RRH 등 www.wavetc.com 경기 수원시

감마누 무선기지국 안테나, 중계기 안테나 등 www.gammanu.com 경기 화성시

(주)오이솔루션 광트랜시버(송수신용모듈) 등 www.oesolution.com 광주 북구

(주)라이트론 광가입자용 광송수신모듈, 광부품 등 www.lightron.co.kr 대전 대덕구

(주)우리로 광분배기, 광다이오드 등 www.wooriro.com 광주 광산구

대한광통신(주) 광섬유, 광케이블 등 www.tfo.co.kr 경기 안산시

(주)스카이문

테크놀로지
무선전화중계기, 통신자재 등 www.skymoonstech.com 경기 안양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주요업체 리스트 

기업명 주요 품목 Website 위치

SK텔레콤 유무선통신업, 이동통신서비스, IoT 등 www.sktelecom.com 서울 중구

KT 유무선통신업, 이동통신서비스, IoT 등 www.kt.co.kr 경기 성남시

LGU+ 유무선통신업, 이동통신서비스, IoT 등 www.uplus.co.kr 서울 용산구

머천드코리아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mymvno.co.kr 서울 금천구

SK텔링크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sktelink.com 서울 중구

(주)티브로드 종합유선방송, VOD, 알뜰폰 등 www.tbroad.com 경기 수원시

에넥스텔레콤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annextele.com 서울 강남구

코드모바일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egmobile.co.kr 서울 강남구

프리텔레콤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freec.co.kr 서울 성동구

한국케이블텔레콤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kcttel.com 서울 중구

CJ헬로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cjhello.com 서울 마포구

와이엘랜드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ylland.net 경기 성남시

스마텔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smartel.co.kr 서울 강남구

아이즈비전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eyesvision.com 서울 영등포구

유니컴즈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mobing.co.kr 경기 군포시

케이티엠모바일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ktmmobile.com 서울 강남구

드림라인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dreamline.co.kr 서울 구로구

씨엔커뮤니케이션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okcnc.co.kr 서울 강남구

앤알커뮤니케이션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nrcom.com 경기 수원시

세종텔레콤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sejongtelecom.net 서울 강동구

위너스텔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idowell.co.kr 서울 금천구

미디어로그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medialog.co.kr 서울 마포구

(주)큰사람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ghs.co.kr 서울 구로구

(주)인스코비 이동통신재판매업(MVNO서비스) 등 www.inscobee.com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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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회·단체

통신기기산업관련 주요 협회·단체 리스트

기관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전자정보

통신산업진흥회
www.gokea.org

-   특허분쟁·환경규제·무역규제 등 각종 규제대응 및 제도개선, 

FTA 등 국제통상현안 대응

-   IT통계조사·동향분석, 국제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국전자전(KES)개최,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 구축 지원, 정부 정책사업 

기획 및 수행,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재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
www.kait.or.kr

-   방송통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송통신 융합 촉진 및 

성장기반 구축

-   방송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차세대 인프라 구축 지원, 

방송통신 서비스 육성 및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

- IT통계 조사 및 동향분석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www.nipa.kr 

-   정보통신산업의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사업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관련 사업추진

-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www.iitp.kr

- ICT R&D 기술개발 전략 및 기술기획

- ICT R&D 정책연구, 정보 조사 분석 및 서비스

-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 협약 평가 및 지원

- ICT R&D 성과확산 및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촉진

-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 등

한국모바일

산업진흥협회
www.koreamobile.org

-   모바일 기반 산업체·환경 실태조사, 지역 인프라 및 시설장비 

활성화 지원

-   국내외 시범사업 발굴 추진, 기업 육성, 모바일 

HW·SW·솔루션 해외진출 지원 

- 모바일 융합기술개발·서비스 로드맵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기관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모바일산업

연합회
www.moiba.or.kr

- 모바일산업 교류활성화 및 정책개발

- 스마트콘텐츠 기업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

-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 보호 등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www.mtcc.or.kr

-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

- 모바일단말의 국제표준 적합성 시험/인증(국제공인인증사업)

- 모바일단말 연구개발사업, 기술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등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www.kiot.or.kr

- IoT, 5G, 데이터, AI 등 기술융합 및 사업협력 지원

-   규제 개선, 표준 개발 지원 등 융합사업 환경개선 및 산업기반 

강화

- 서비스 확산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 등

한국스마트홈

산업협회
www.kashi.or.kr 

- 법제도 개선·표준화, 지능형 홈 국가 표준 연구회 운영

- 스마트홈 전시, 서비스발굴 등 스마트홈 서비스 이용촉진

- 산업 통계 지표 개발 및 통계조사 등 조사연구

- 해외 시장 모델 개발 및 시장 다변화 전략 추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www.etri.re.kr

-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성과관련 융복합 기술 분야의 산업

원천기술개발 및 보급 등 

한국전자부품

연구원
www.keti.re.kr

-   부품소재, 에너지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정보통신미디어, 

융합산업 분야 기술개발 연구 및 기업 지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www.kisdi.re.kr - ICT전략, 통신전파, 미래융합, 방송·전파정책연구, ICT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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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관련 주요 협회·단체 리스트

기관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
www.tta.or.kr

-   통신망, ICT 융합, 정보보호, SW, 방송, 전파/이동통신 등 국내 

ICT 표준 제·개정 및 보급

- ICT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인증 및 시험규격 개발

-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관련 국제 협력 활동

-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www.kca.kr

-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방송콘텐츠·미디어 활성화

- 무선국 검사 등을 통해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주파수 분배, 수급 등 전파정보 공개

- 방송통신전파분야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인력 양성 교육 등

한국통신

사업자연합회
www.ktoa.or.kr

- 통신사업자 사업환경 및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국제협력 및 교류 활동

- 통신 사업자간 협력 및 공정경쟁체재 확립

-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고 활동

- ICT 정책이슈 조사연구 및 대외홍보 활동 등

한국알뜰통신

사업자협회
www.kmvno.or.kr

- 국내 무선재판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 무선재판매와 관련된 정부 수탁사업 

- 대국민 통신서비스 제공 및 편익증진 활동 

- 통신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 통신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과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