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동향
Industry산업
Trends

관련 기업리스트

잠재파트너

기업명
현대 글로비스

주요품목
육상화물운송/창고/화물터미널운영/
화물취급/화물주선/물류장비임대

CJ대한통운

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창고/
화물취급/화물주선

범한판토스

육상화물운송/창고/화물주선

롯데 로지스틱스
한진

화물운송/창고보관/3PL/컨설팅
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창고/
화물터미널운영/화물취급/화물주선

롯데글로벌로지스 육상화물운송/창고/화물주선

웹사이트

위치

www.glovis.net

서울시 강남구

www.cjkoreaexpress.co.kr

서울시 중구

www.pantos.com

서울시 영등포구

www.llc.co.kr

서울시 중구

www.hanjin.co.kr

서울시 중구

www.lotteglogis.com

서울시 중구

세방

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
화물터미널운영/화물취급/화물주선

www.sebang.com

서울시 강남구

동부익스프레스

육상화물운송/창고/화물터미널운영/
화물취급/화물주선

www.dongbuexpress.com

서울시 서초구

동방

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
화물터미널운영/화물취급/화물주선

www.dongbang.co.kr

서울시 중구

천일정기
화물자동차

육상화물운송/물류터미널운영/화물주선

www.chunil.co.kr

부산시 부산진구

동원산업

육상화물운송/창고/화물취급/화물주선

www.dwml.co.kr

서울시 서초구

KCTC

육상화물운송/창고업/물류터미널운영/
화물주선/항만운송사업

www.kctc.co.kr

서울시 중구

소화물 항공/택배

www.dhl.co.kr

서울시 마포구

기업물류/국제특송

www.fedex.com/kr

서울시 마포구

현대상선

해상화물운송/해운중개/해운대리점

www.hmm21.com

서울시 종로구

장금상선

해상화물운송/창고/물류터미널운영/
화물주선/물류장비임대

www.sinokor.co.kr

서울시 중구

대한항공

항공화물운송

cargo.koreanair.com

서울시 중구

아시아나 항공

항공화물운송

www.asianacargo.co.kr

서울시 강서구

DHL 코리아
Fedex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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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회

물류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

자유무역지역
기업명

웹사이트

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motie.go.kr/ftz/gunsan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motie.go.kr/ftz/masan

대불 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motie.go.kr/ftz/daebul

율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motie.go.kr/ftz/yulchon

동해 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motie.go.kr/ftz/donghae

김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www.motie.go.kr/ftz/gimje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업명

웹사이트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해외진출 지원 및 우수 국제물류업체 인증
•국제물류 현장실무 교육 환경 조성

한국통합물류협회

www.koila.or.kr

•물류관련 현황조사, 연구, 진단, 정책제안
•정부업무대행 및 물류전문인력의 양성·보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www.kotra.or.kr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글로벌 일자리 창출 및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
•다각적 경제협력 기회 발굴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경쟁력 강화

한국교통연구원

www.koti.re.kr

•교통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교통정책 및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정보 수집·조사·분석·보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조사·연구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관련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주요 역할
•관할 자유무역지역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
공장 등의 임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및 등록
•입주(제조/지원)기업체의 입주계약 및 사후
관리
•자유무역지역 비상 대비/방호/청원경찰 관
련 업무

www.motie.go.kr/ftz/ulsan

경제자유구역
기업명

웹사이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www.ifez.go.kr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www.bjfez.go.kr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www.gfez.go.kr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yesfez.gg.go.kr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www.dgfez.go.kr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www.efez.go.kr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www.chungbuk.go.kr/eco/index.do

주요 역할

주요 역할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수립·변경,
매립 및 단지조성, 사후관리
•관할 사업지역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국내·
외 투자유치활동, 해외홍보 및 IR강화
•관할 사업지역 투자유치 정책개발 및 지원,
투자유치 기업 심사
•국제협력업무, 정주환경 조성, 교육·의료 환
경조성
•종합민원, 기업의 입주심의, 건축허가·신고
처리,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업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