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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관련 기업리스트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휠로더, 디젤엔진 등 www.doosaninfracore.com 인천, 군산

현대건설기계 굴삭기, 지게차, 휠로더 등 www.hyundai-ce.com 울산, 성남

수산중공업
유압브레이커, 유압드릴,  

카고 트레인, 천공기계 등
www.soosanheavy.com 화성

동양물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www.tym.co.kr 진천, 익산

대동공업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www.daedong.co.kr 대구

국제종합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www.kukjemachinery.co.kr 옥천

LS엠트론 트랙터 등 www.lsmtron.co.kr 전주

LG전자 산업용 냉난방 공조기계 www.lge.co.kr 창원

삼성전자 산업용 냉난방 공조기계 www.samsung.com 광주

귀뚜라미 보일러, 냉동기, 환기시스템 등 www.krb.co.kr 서울

삼중테크 냉동공조시스템 등 www.samjungtech.co.kr 김포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등 www.hyundaielevator.co.kr 이천

이엠코리아
공작기계, 발전, 유압설비,  

방산부품 등
www.yesemk.com 창원

두산공작기계 CNC선반, 밀링, 터닝, 머시닝센터 등 www.doosanmachinestools.com 창원

현대위아
공작기계, 방위산업, 산업기계,  

자동차부품 등
www.hyundai-wia.com 창원

화천 CNC선반, 밀링, 터닝, 머시닝센터 등 www.hwacheon.com 광주

현대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공장자동화 등 www.hyundai-robotics.com 대구

자료: 각사 홈페이지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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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회

관련협회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ami.or.kr
기계산업 관련자 상호간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기계산업 진흥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한국기계거래소 www.komax.or.kr
기계설비 유통선진화 및 거래 촉진을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기업산업 발전에 기여

한국기계공업 

협동조합연합회
www.komico.or.kr

조합원에 대한 각종 지원 정보 제공과 대정부 건의, 판로 확보, 

공통기술개발 등 조합원의 공동 이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한국에너지기기 

산업진흥회
www.eaa.or.kr

정부의 에너지 발전 시책에 부응하여 에너지기기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련 업무 및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수행

한국건설기계 

산업협회
www.kocema.org

건설기계산업의 제반 사업을 수행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공동 이익 증진

대한건설기계협회 www.kcea.or.kr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기계화 시공을 통해 

국가 경제 건설에 기여

한국공구공업 

협동조합
www.tool.or.kr

한국 공구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협동화 사업 수행

한국산업용재협회 www.kimta.kr
산업용재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로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한국공작기계 

산업협회
www.komma.org

공작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의 내수 및 수출확대와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

www.koreamold.

com

국가 기반산업인 금형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합원사의 

권익보호와 위상강화에 기여

관련협회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냉동공조 

산업협회
www.ref.or.kr

냉난방공조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대정부 

건의, 생산품에 대한 규격제정과 검사, 기술개발과 수출지원, 

전시회 개최를 통한 홍보 등 냉난방공조기기 제조업체 공동의 

이익증진과 발전 도모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www.kamico.or.kr

농기계와 농업용 수공구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한국베어링산업협회
www.koreabearing.

or.kr

베어링산업의 합리적인 육성을 촉진하며 회원사간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베어링 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국포장기계협회 www.kpmasite.or.kr 회원사간 친목도모와 포장기계관련 분야 선진화·세계화에 기여

한국로봇산업협회
www.korearobot.

or.kr
로봇산업 발전을 이끄는 로봇인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수행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개발을 추진

자료: 관련 협회 자료 참조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