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기업 정리표-1
회사명

전시품목

(재)강원테크노파크

지역의 기술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주)거양금속

베벨기어

(주)경남사

컴프레서, 컨덴서, 라디에터, 에바코어, 히터코어, 휀, 휀모터, 인터쿨러, 오일쿨러, 블
로워, TX벨브, 드라이탱크, 드라이센서, 캐리어(지지판넬), 호스&파이프 (고압/저압)

경원특장(주)

콘크리트 펌프카

(주)고아정공

Bonding Core, EOP, Fan Motor, BPA (By Pass Acurator), EWP 50W, EWP 120W

(재)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육성 기술개발 과제

(주)구산
나우테크
나이스위드
남부

변속기 & 엔진 프레스 부품, 엔진 풀리 부품
자동차변속기 부품
엔진형궤도운반차, 전동형궤도운반차
산업용 청소기, 흡입 에어건, 배풍기

농업회사법인(주)천마

자동차 시트

누리오(주)
뉴오토정밀(주)

차량용 공기청정기, 살균기 등
자동차부품 ( 워터펌프 , 오일펌프 , 텐셔널 , 아이들러, OAP 등 )

대동기어(주)

변속기용 기어 및 샤프트

(주)대신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슈
오비트 스크롤, 메일 프레임, 메인/서브 베어링, 피스톤, 실린더, 크랭크 샤프트, 이부
시
알루미늄 고압 다이캐스팅 부품 (엔진부품, 트랜스미션 부품, 스티어링 부품, 브레이
크&ETC부품, EV부품)

대양공업사
대용산업
(주)대원지에스아이

광학선별기 (색채선별기)

대홍코스텍(주)
(주)대화연료펌프
(주)더팜

철강재 압연/강판
기계식 & 전기식 연료펌프 및 필터 류(오일 & 에어 & 연료)
자동차 공조제품

도장통

도료·도장 산업포털 ´도장통´ 체험존 + 기업 홍보 공동관 참여 기업 샘플

(주)동남

컴프레서, 라디에이터, 컨덴서, 에바포레이터, 히터코어, 팬, 밸브, 필터

동우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슈

동해금속(주)

HPF BUS FRAME, Mg DASH MODULE, Partial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두루씨엔시

드라이브텍(주)
디에이치튜브(주)
(주)디피코

부싱, 브라켓, 가스켓, 연료펌프, 브레이크패드, 베어링
프로토타입 대형플라스틱부품, 스테인리스 정밀에칭부품, 판금프레스 제품, 하이포
이드기어, 베벨기어
전기미니트럭, BLDC모터, 전기구동시스템, EV엔지니어링
튜브어셈블리, 커넥터
조소형 화물전기차

리딩솔루션

전동식 조향장치(Motor Driven Power Steering)의 MPDS 구동샤프트

(주)두손인터내셔널

참가기업 정리표-2
회사명

전시품목

(주)마크텍코리아

레이져 마킹기, 타각기,

메탈피트코리아(주)

세퍼레이트 플레이트 가스켓, 헤드가스켓

(주)모야인터내셔널

차량용 스포일러

(주)모토모

미도전장

차량용 빌트인 멀티박스
차량용 멀티미디어(네비게이션, 후석모니터, 디지털 계기판 등), 후석 잔류승객 감지
센서, 차량용 악세사리
시동전동기(스타터 모터), 교류발전기(알터네이터), 전장품 관련 부품 일체

미래써모텍

PVD 코팅, TD, 질화, 크로마이징, 터보차져, 저온침탄, 진공 열처리, 각종 표면처리

바이오라이트(주)

자동차용 할로겐 전구, LED & HID 자동차용 전구
Air Guider Intake Rubber Bushing, Roof Rail Rubber Gaskets, Rubber Bellows(Seat
Fan Gaskets)

모트렉스

(주)반석인더스트리즈
백산산업(주)

클러치용 스플라인 허브, 피스톤, 플레이트 등 냉간단조 제품

부산링구공업사

브레이크 어셈블리,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 3축 액슬 컴플리트

부영산업(카비스)

비엔케이(주)

차량용무선충전기, LED사이드리피터, DRL램프, 측후방경보기, 림블레이드
사실적인 해석을위한 완벽한 통합 솔루션 Abaqus, 피로내구 솔루션 Fe-safe, 위상최
적화 솔루션 Tosca, 상세최적화 솔루션 Isight, 전자기장 해석 솔루션 CST STUDIO
SUITE, 유동해석 솔루션 Xflow, 3DEXPERIENCE Platform, CATIA
에어필터,고온용 오븐필터, 페이스 마스크

비젼디지텍(주)

저주파수 안테나, 배선, 고전압, 저전압, RF 안테나

브이피케이(주)

삼기산업(주)

자동차용 스크류 잭, O.V.M, 연료탱크 밴드, 휠 발란스 웨이트, PRESS 부품
자동차공조부품, 라디에이터, 에어콘콘덴서, 인터쿨러, 엔진오일쿨러, 미션오일쿨러,
(주)삼성공조 서울총판
각종모터들
(주)삼양금속
샤프트 앗세이, 로터 샤프트 앗세이, 드라이브 샤프트 등
삼영금속공업(주)

볼조인트, 랙앤드, 타이로드앤드, 로어암, 어퍼암

(주)삼원알텍

AL아노다이징(피막표면처리),알루미늄 표면처리 자동화설비 및 시스템

삼진튜브

열수축튜브

(주)성림티앤티

방진고무(부싱, 마운트), 시트댐퍼, 순고무류(고무패킹, 더스트커버, 벨로우즈)

(주)세라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세미고

자동차부품관련 온라인플랫폼

(주)세이브

자동차 연료 및 매연 저감 장치 엔세이브

(주)신기인터모빌

차량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

(주)신도

이너 부쉬, 이너 로드, 볼 조인트 하우징, 볼 스터드, 샤프트, 피니언 기어등

신라엔지니어링(주)

프레스 금형

신명하이텍

딜리버리아세이, 캡홀더, 부쉬 하우징

(주)신양테크

EPDM 가스켓, 충격보호재, 보온단열재, 운반용 포장재, 폴리우레탄 폼 흡음재
클램프 밴드, 이너워셔, 리테이너, 써클립, 슬리브, 엔진 마운트 브라켓 등 자동차 부
품
피스톤, 클러치 피스톤, 플레이트,심, 와셔, 커버, 디덴트 스프링 외

신우신(주)
신한정공(주)

참가기업 정리표-3
회사명
(주)씨앤와이텍
CSC
(주)씨에이치플러스
(주)씨엠에스

(주)씨엠파트너
아스픽
(주)아이엠알

전시품목
블랙박스, FMS
블랙 다이아몬드 도어바이져, 크롬 도어 바이져, 스모크 도어 바이져, 후드가드,
크롬 가니쉬, 크롬 몰딩
2.5ton 트럭용 전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EHPS) 성능시험기
(1)도어 스커프&스텝(2)스피커 그릴 (3) 페달 커버&필라 가니쉬
자사가 직접 제조한 폭발로부터 안전성이 탁월한 인산철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전
기 이륜차
파인 블랭킹 자동차 부품(도어 랫치, 시트 리클라이너, 기어, 트랜스 미션 등) 및
플라스틱 사출 금형
IOT infra-Sensor, Integrated Monitoring Platform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드라이빙 플러스
안켐(주)

내마모용,이음방지용,복사단열용, EMI차폐용 protector류

(주)애플망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주)액트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 외 부품 시험기

(주)어드밴스오토

쇽업쇼바

에스에이치모터스

스타터모터(차량용시동기), 알터네이터차량용발전기

에스올텍(주)

하이브리드에어컨,자동시동충전장치

에스제이시스템

뉴로모픽 저항 스위칭 메모리 디바이스

(주)에스제이오토모티브

자동차 부품

에스제이테크

서스펜션 (볼조인트,링크,암)

에스큐인터내셔널

하체품, 브레이크, 엔진오일, 방진제품, 공조부품

(주)에이엠특장

EV Road Sweeper, 1 ton Electric Conversion Truck, Korean Garbage Truck

(주)에코트라

연료펌프, 위나, 위나 연료 펌프

(주)엔디케이

(주)엔에스글로벌

휴대용 산업용 내시경,축전지열화진단장치
블랙 다이아몬드 도어바이져, 크롬 도어 바이져, 스모크 도어 바이져, 후드가드,
크롬 가니쉬, 크롬 몰딩
공조용 팬모터 어셈블리

엔(N)테크

전기식 다목적 산업용 리프트

엘림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라이닝

(주)엠비젼

자동화검사시스템, 자동화검사장비용 LED 모듈, 머신비전 부품, 광학부품

(주)엠팸

유리막 코팅제, 발수 코팅제
자동차 하단 서스펜션 & 스티어링 부품 (Stabilizer Link, Ball Joint, Rack End, Tie
Rod End, Control Arm, Bolt&Nut)

NC 테크

(주)오성테크닉스
(주)오토탑

워터펌프, 오일펌프, 댐퍼풀리, 서모스탯

온지구 (달리자)

스포일러, 바디킷, 익스테리어

(주)와우텍

터빈허브, 모터기어, 스크류, 너트, 샤프트, 컨넥터, 튜브

와이비에스

자동차 연료펌프, 모듈 및 기계식 연료펌프, 농기계 및 승용차 부품

참가기업 정리표-4
회사명

전시품목

(주)우성씰텍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전장부분품, 휠-허브 베어링, 텐셔너 & 아이들러, 클러치릴
리스베어링, 트랜스미션 & 엑슬기어, 재제조 자동차부품
더스트카바 .스트립.가스켓.컵씰.그루멧등 자동차 고무부품

(주)우주특수산업

자동차 선바이져 라벨 외 직조라벨/각종 스티커라벨/플라스틱 사출물

(주)울트라이노베이션

자동차 알터네이터, 스타트모터

원정밀

자동차부품금형

(주)윈텍

머신아이

유니월드 오토테크(주)

폴리우레탄 부싱

(주)유니캠프

Univan RT, UNIVAN X, UNIVAN P

(주)와토코리아

(주)이림전자

자동차용 방진고무부품, 마운트류, 부싱류, 스토퍼, 댐퍼류, 순고무류, 산업용 고무
류, 다이아프램
점화코일, 클러스터 이오나이져, 솔레노이드, 고압트랜스 등

이모빌리티연구조합

이모빌리티분야 연구개발

인천광역시청

지자체 투자유치 홍보

인팩글로벌(주)

자동차 부품 전용 일회용 박스 및 회수용 박스(종이,철재,플라스틱)

(주)일성테크

광학선별기 / 색채선별기

일신프라스틱(주)

RETAINER,ASH TRAY,ARM REST ASS’Y,DOOR ASS’Y

(주)재성테크

저속전기차용 파워트레인

(주)이노알앤씨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정복전장

도어스트라이커, 에어백 인플레이터, 모터 케이스, 토크 컨버터, 도어 랫치, 도어 힌
지 외 스탬핑 부품
자동차 부품,LED자동차 악세사리,충전식 손전등 기타 외

(주)정아유압

부스터펌프를 일체로 구비한 유압실린더

정우오토모티브(주)

자동차 엔진용 워터펌프

제이테크

도어스트라이커

제일에이치티씨

진공열처리, 질화열처리

(주)지씨에스

차량용 공기압축기, HVAC SYSTEM

지엠테크

복합재료 검사 시스템

(주)지케이알

차량용 계기판, 건설기계/농기계용 디지털 디스플레이

지티코리아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서 부품

(주)진영프로토

트랜스미션케이스, 실린더헤드, 배기매니폴드, 실린더헤드커버, 흡기매니폴드, 오
일펌프하우징, 인버터하우징, 컨버터하우징, 파이프, 브라켓, 워터펌프하우징, 컴프
레서하우징

(주)진흥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 & 슈 아세이

천일엔지니어링(주)

자동차 엔진, 트랜스미션 플라스틱 부품( Water Outlet, 변속기 커버, 플러그 등)

(주)카츠코리아

해양 레저용 보트 트레일러

(주)케이스랩

자율주행시스템 모듈로 차량의 자율 주행을 위한 전체 시스템을 탑재

(주)전우정밀

참가기업 정리표-5
회사명
(주)케이씨엘피
(주)케이아이씨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차량용 완충장치

전시품목

(주)코알라스튜디오

전동 수중익 서핑보드

코업
클라이젠(주)

차량용 친환경소재 스위치
차량 공조기용 부품 및 엔진 쿨링모듈

태하 메카트로닉스

클러스터,HMI 디스플레이,ECU,로터리 스위치

(주)테스크

스텐레스 조관 파이프,타공파이프, EURO-6 DOC/DPF/SCR 머플러,유레아(요소수)탱
크, 배기매니폴더, 요소수농도검사장치

테슬론(주)
테크노바이오
(주)테크브릿지

압축공기용 필터
연료첨가제
아웃도어용 파워뱅크

(주)티니코

군수 수송기계부품용의 열수축링/튜브, 형상기억합금 선재 및 판재

(주)파츠몰

필터, 서스펜선, 브레이크패드 등

(주)프리모

차량용 전장부품( Electronic Side Step, Door Spot Lamp, LED Tailgate Lamp)

피씨케이(주)

합성고무 Compound, 자동차 및 산업용 특수 고무, 오일씰, O-ring, 열차용 방진고
무, 에어 스프링

(주)피엠모터스

전기 이륜차, 전기 스쿠터, 전기 킥보드

(주)피케이에프씨

자동차부품,기계 가전제품,브라켓류, 클립류, 특수 고정부품, 후드로드, 루프 링 등

하나로자동차써비스(주) 자동차 A/S 부품과 Wiring harness 제작용 Connectors
하영산업
(주)하이원
(주)한국고분자

엑슬 하우징 브라켓트, 콘크리트 펌프카 부품
자동차, 중장비 및 기타 열간 단조 부품.
모노캐스팅나일론, 폴리아세탈, 피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

한국이브이충전기(주)

전기차 충전기

한국클래드텍

동+알루미늄+동 3중 클래드메탈 버스바, 스테인레스+알루미늄 2중 클래드메탈 테
일트림

한나 코퍼레이션
(주)한남하이텍

자동차부품, 필터
아크릴폼 양면접착 테이프

(주)한엑스

우레아탱크, 차량용냉장고, 파워스티어링탱크, 서지탱크, 엠블렘 등

(주)헥스하이브
(주)현대하이텍
(주)형제파트너
(주)홍성브레이크

피오르360 PREMIUM 블랙박스
COWL & DASH COMPL, QTR COMPL, SUNROOF REINF
아그레브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닝, 슈 어셈블리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
화성시 기업제품(샘플)
터/화성상공회의소
(주)화인특장

Autonomous Collection Vehicle, Negative Pressure Ambulance, Arm-roll Truck

D64_갑산메탈
•
•

소재지 : 경기 김포
Website: www.gabsan21.com

전시품목
•

동합금 소재 및 부품

•

라이너, 웜기어, 부시 등

회사소개
프레스의 가이드 라이너.플런저부쉬.너트 웜기어,오일레스베어링용 소재로 선박, 중장
비, 제철설비, 동력전달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A81_(재)강원테크노파크
•
•

소재지 : 강원 춘천
Website: www.gwtp.or.kr

회사소개
지역의 기술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산업 및 우수기업 육성을 통한 국
가균형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강원도에서 출연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고 있
는 기관

F17_(주)거양금속
•
•

소재지 : 경남 의령
Website: http://geoyang.kr

전시품목
베벨기어

회사소개
경남 의령에 소재한 거양금속은 자동차부품 베벨기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베벨기어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주 고객사는 현대위아,GKN DRIVELINE, LINAMAR 등이며 매출은 작년 약 600억원,수
출액 19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보유한 인증서는 ISO14001,SQ인증,IATF 16949 입
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BEVEL GEAR

Drive wheel

Pinion , starter motor

A32_(주)경남사
•
•

소재지 : 경기 용인
Website: www.knsparts.com

전시품목
컴프레서, 컨덴서, 라디에터, 에바코어, 히터코어, 휀, 휀모터, 인터쿨러, 오일쿨러, 블
로워, TX벨브, 드라이탱크, 드라이센서, 캐리어(지지판넬), 호스&파이프 (고압/저압)

회사소개
KYOUNG NAM has grown with an automotive parts industry of Korea since 1982.
KYOUNG NAM specialized company providing climate control parts in
automobiles, it has been supplying products with high quality and competitive
price not only in domestic market but also to overseas customers.
The products it mainly sells are OEM parts of Hanon Systems (HCC, HVCC) which
are climate control parts. Based on years of experiences and timely deliveries, we
will cooperat to drive your business into success.

•
•
•

업
태 : 무역,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부품(Aftermarket)

COMPRESSOR

CONDENSER

RADIATOR

F14_경원특장(주)
•
•

소재지 : 경남 김해
Website: http://kwcpc.co.kr

전시품목
콘크리트 펌프카

회사소개
Our company has provided quality concrete pumps through R&D and
technological promotion since 2003. We currently have developed concrete pump
cars ranging from 21M to 65M, a total of 26 models. Manufacturing 50 concrete
pump cars per year and having 15 dealerships network around the world. We
have won awards for the Excellence Export & Technology sector from Gimha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in 2017 and Minister´s Prize from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 2019.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특장차
해당품목 : 완성차

KW5RZ41

KW5RZ56

KW4Z26

E15_(주)고아정공
•
•

소재지 : 경북 의성
Website: http://koh-a.com

전시품목
Bonding Core, EOP, Fan Motor, BPA (By Pass Acurator), EWP 50W, EWP 120W, EBooster, Rotor Shaft, Compressor for Automotive

회사소개
Founded in 1995, Koh-A Jung Gong is the leading company in the Motor and
Motor Core industry with the world-best technology.
Through continuous investment and R&D, we will advance into the future growth
industry and continue to creates customer value by producing and supplying the
world-best product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재제조)

(재)광주그린카진흥원
•
•

소재지 : 광주
Website: www.gigca.or.kr

전시품목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육성 기술개발 과제

회사소개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자동차 산업분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그린카 등 자동차산업 육성, 연계, 조정을 통해 광주지역 완성차 및 부품산업 기술고
도화와 산업 육성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설립되었습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정보 제공, 각종 종합지
원 시스템 구축, 다양한 기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산업육성 지원중심 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
습니다.

F12_(주)구산
•
•

소재지 : 경남 밀양
Website: www.kusan.kr

전시품목
변속기 & 엔진 프레스 부품, 엔진 풀리 부품

회사소개
당사는 자동차의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엔진 및 변속기내 프레스품과 풀리
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로서, 독자적인 금형설계, 개발, 제조 능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으로 국내외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인하
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ASSEMBLY
ENGINE PULLEYS

STAMPING PARTS

D92_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

소재지 : 서울
Website: https://www.kpic.re.kr/html/

소개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
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산업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
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을 의미합
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통계시스템, 지원시스템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뿌리기술 R&D 시스템 구축, 뿌리기업의 자동화·첨단화 지
원사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선순환 인력
공급시스템 구축사업 등 우리 뿌리기업들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B73_나우테크
•
•

소재지 : 경북 경산
Website : N/A

전시품목
자동차변속기 부품

회사소개
We are one of the Global Automotive parts provider applied Korea Brand
passenger cars and commercial vehicles, industrial. NAWOOTECH started
operations in the US market in a short period and Now, our customers are
distributed in many countries to Europe, Russia and the Middle East.
We provide to wide range of Genuine, New Complete Engine ,OEM, Automotive
parts and Also try to do the best service to customer through Excellent
outsourcing.

•
•
•

업
태 : 제조,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Brake pad
component

Transmission parts

D11-H_나이스위드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nicewith.com

전시품목
엔진형궤도운반차, 전동형궤도운반차

회사소개
나이스위드는 자체 기술 및 노하우로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R & D 및
농업 장비 판매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
니다.
우리는 고객이 신뢰할 수있는 최고의 농업 장비를 고객에게 제공 할 수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농업 회사로 성
장할 것입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TRACK-600L

TRACK-1000L

M-1000L

G11_남부
•
•

소재지 : 경남 창원
Website: www.supergun.co.kr

전시품목
산업용 청소기, 흡입 에어건, 배풍기

회사소개
Since Nambu Co., Ltd was established in 1985, the company has specialized in the
manufacture of industrial vacuum cleaners and exported the products to overseas.
Particularly, we have developed the multi-functional air guns (blow, suction,
blow+suction) that are activated by compressed air.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액세서리/튜닝, 정비/공구, 설비/기계

SUPERGUN (SG220)

SUPERGUN (SG100)

JF200 will create output flows up to 25 times their consumption rate.

F85_농업회사법인(주)천마
•
•

소재지 : 충남 천안
Website: http://cheonmamall.com

전시품목
자동차 시트

회사소개
말 제품 생산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2014년에 창립하였으며, 말 산업 육성을 목표로
패션,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여러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시품목인 자동차 시트는 내구성이 강한 소가죽과 부드러운 촉감의 양가죽의 장점
을 살린 말 가죽 시트로서, 본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
•
•

업
태 : 제조,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친환경차
해당품목 : 액세서리/튜닝

Horse leather car seat

누리오(주)
•
•

소재지 : 광주
Website: www.nurio.net

전시품목
차량용 공기청정기, 살균기 등

회사소개
Nurio Co., Ltd.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manufacturing, sal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terilization purifiers for vehicles using photocatalysts and UV
LEDs, small home appliances, small purifiers, and fire evacuation mask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전장, 액세서리, 부품(Aftermarket)

“BLUE BREEZE”
The photocatalytic filter and UV-LED

“CLEBLUE”
The photocatalytic filter and UV-LED

A fire evacuation mask

G43_뉴오토정밀(주)
•
•

소재지 : 경기 화성
Website: www.newautokorea.com

전시품목
자동차부품 (워터펌프 , 오일펌프 , 텐셔널 , 아이들러, OAP 등)

회사소개
NewAuto Precision Co., Ltd.´s business philosophy is to satisfy our customers. We
are the only manufacturing company in Korea that manages die-casting, cutting,
assembly and quality tests,without any out-sourcing.
On top of that, we have had patent technologies such as ISO Integrated
Certification IATF 16949, ISO 9001 and ISO14001 to meet our customers´
everlasting needs.
Our items have been highly appreciated in Asia, Europe, Middle East, Africa, North
American and South America. We are willing to supply our products with the
highest quality, the most reasonable price and the fastest delivery.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Water Pump
( 25100-3E000 )

Tensioner
( 90499401 )

Oil Pump
( 21310-26802 )

G17_대동기어(주)
•
•

소재지 : 경남 사천
Website: www.daedonggear.com

전시품목
농기계, 변속기용 기어 및 샤프트

회사소개
1. 완성차 : 트랙터, 경운기
2. 부품류
가. 농업용 미션 및 차축 조합
나. 자동차 미션용 기어 및 축류

다. 산업기계용 감속기 조합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특장차
해당품목 : 부품(OEM), 기타

Tractor / Skid Loader

Manual T/M &
Auto T/M parts

Traveling Reduction &
Swing Reduction Assy

F02_(주)대신브레이크
•
•

소재지 : 경북 김천
Website: www.dsautotec.com/

전시품목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슈

회사소개
Since 1997 Daeshin had Brake Pad Specialized in the Research and Production of
Automotive Brakes. Above all, Daeshin had invested extensively in the
development of Friction Brake Technology that is both highly efficient and
trustworthy.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

F11_대양공업사
•
•

소재지 : 경남 김해
Website: www.daeyangind.com

전시품목
오비트 스크롤, 메일 프레임, 메인/서브 베어링, 피스톤, 실린더, 크랭크 샤프트, 이부
시

회사소개
Daeyang, a leader of machining field taking a leap forward with new challenges!
We are specialized in mass machining area with casting, forging, bars and any
materials. Also, we have engaged in various application for automotive
components.

With 40 years of technical know-how and experiences, we have been supplying
high quality products to our customers in domestic and around the world as well.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친환경차
• 해당품목 : 부품(OEM)
•

Orbit Scroll, Main
Frame, Main Bearing,
Sub Bearing

Cylinder, C/Shaft, Piston,
Pulley/Hub

Piston, Cylinder,
Shaft, E-bush

D31_대용산업
•
•

소재지 : 경기 시흥
Website: http://daeyong.com

전시품목
알루미늄 고압 다이캐스팅 부품 (엔진부품, 트랜스미션 부품, 스티어링 부품, 브레이
크&ETC부품, EV부품)

회사소개
1983년 설립 이래, 자동차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을 생산하며, 해외 유수의 업
체와 거래하며 높은 품질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IATF16949, ISO14000, ISO45001, SQ 등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Engine parts,
Transmission parts, Steering parts, Brake&ETC parts, EV parts 등을 생산합니다.

초고속 DIE CASTING 머신을 이용하여 재품 내 잠재적인 기공 발생의 최소화를 꾀하
고 있습니다.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

Cam Carrier

Valve Body

Inverter Cover for EV

G83_(주)대원지에스아이
•
•

소재지 : 경북 칠곡
Website: www.daewongsi.com

전시품목
광학선별기 (색채선별기)

회사소개
DAEWON GSI is manufacturer of Optical sorter for varios section of industry such
as Recycling, Food and Grains. DAEWON provides custumizing solution for each
client to make best efficiency of production. we have 50 years of experience with
Optical sorter,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nd do sample test with your
product.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검사/진단 장비

E83_대한오토텍
•
•

소재지 : 경남 양산
Website: www.daehan-at.co.kr

전시품목
•

자동차부품

•

중장비부품

•

5G 알루미늄 부품

회사소개
대한오토텍은 2012년 설립이래 헌신, 정심, 열정, 신의라는 4가지 기치아래
고객최우선, 핵심역량구축, 임직원 상호신뢰, 사회공헌이라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주조, 가공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를 향한 자기 반성과 혁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력과 품질, 효율 및 가격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도약하는 강소
기업으로서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E91_대호 냉각기
•
•

소재지 : 경기 남양주
Website: www.daehocooler.co.kr

전시품목
산업용냉각기 (WATER CHILLER)

제품소개
특징
•

우수한 내구성, 정밀한 온도제어, 고효율 냉각능력, 에너지 절감 및 낮은 소비전력

•

Compact한 외형디자인, 이동설치 편의, 간단한 컨트롤 방식, Safety 사전 경보기능
제공

•

CE 및 ISO 인증 보유등..

D11-N_대홍코스텍(주)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daehongkst.com

전시품목
철강재 압연/강판

회사소개
Daehong Kostech Co.,Ltd. Provides various high-precision, high-quality steel
materials and solves your problems with materials by the products with accurate
thickness and hardness. The only rolled steel provider in Daegu area with 30 years
of tradition, Daehong Kostech Co.,Ltd is equipped with all equipment necessary to
manufacture high-quality steel products, such as rolling, slitting, shearing, qt heat
treatment line and directly procides clients with a small amout of various types of
high-precision steel materials as well as production on a small to large scale.
•
•
•

업
태 : 제조,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해당품목 : 소재/원료

SPCC(CR/ Cold Rolled
Steel Coils)

Special Steel, Stainless,
Aluminum steel

GI/GA(Galvanized Steel
Coils/Galvannealed
Steel Coils)

C64_(주)대화연료펌프
•
•

소재지 : 인천
Website: www.daewha21c.co.kr

전시품목
기계식 & 전기식 연료펌프 및 필터 류(오일 & 에어 & 연료)

회사소개
DAEWHA FUEL PUMP has invested production facilities daringly for improving the
best quality of product and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we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Fuel Pumps and Filters.
we are building up best domestic company trusted by customers by providing
quality products based on IATF 16949. Also one of our main items, Mechanical
Fuel Pump, has been awarded as one of the 2015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by Korea Government on December 16th, 2015.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FUEL PUMP

FUEL FILTER

A71_(주)더팜
•
•

소재지 : 경기 포천
Website: www.thepalm.co.kr

전시품목
자동차 공조제품

회사소개
We have been engaged in our business since 1991 and supplied automotive air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parts of Hyundai, Kia motors for aftermarket use.
As the specialist of A/C parts, we mainly deal with HANON SYSTEMS, DOOWON
and have all kinds of A/C products as well as many stocks. Based on these
capabilities, we have satisfied customers’ needs in Price, Quality and on-time
Delivery since the beginning.
Currently, we export A/C parts to more than 20 countries and wish to broaden our
boundary by offering our good service.

•
•
•

업
태 : 제조, 무역,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Compressor

Radiator

Condensor

Steel Sleeve

F91_도장통
•
•

소재지 : 서울
Website: www.dojangtong.com

전시품목
도료·도장 산업포털 ´도장통´ 체험존 + 기업 홍보 공동관 참여 기업 샘플

회사소개
도장통은 국내 최대 도료·도장 산업포털 사이트 입니다. ´도료,도장´ 산업분야를 중심
으로 업체검색, 구인구직, 중고매매, 견적의뢰, 산업동향, 뉴스 및 탐방, 온라인 광고서
비스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사 홍보
가 가능합니다.
•
•
•

업

태 : 유통, 기타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기타

C33_(주)동남
•
•

소재지 : 대전
Website: www.dongnamauto.com

전시품목
컴프레서, 라디에이터, 컨덴서, 에바포레이터, 히터코어, 팬, 밸브, 필터

회사소개
Dongnam specializes in distributing Hanon Systems(HVCC) and Doowon(DCC) so
we can help you create a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OE and After
market.

An official distributor of Hanon Systems(Halla Visteon Climate Cont기 Corp),
Doowon and Delphi we provide all of Hyundai&Kia, GM, SSangyong, Ford,
Chrysler and Mazda`s automotive parts including Compressor, Radiator, Condenser,
Evaporator Core, Fan&Shroud, Filters, Intercooler, Heater Core and other Valves
and Hose&Pipe.
업
태 : 제조, 무역
•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Suspension & Steering Parts

A/C Parts

D42_(주)동아이엔지
•
•

소재지 : 경기 시흥
Website: www.dongaeng.co.kr

전시품목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용 압축 금형

회사소개
폐사는 자동차 인테리어 및 경량화소재 금형의 선두주자로서 매출의 70% 이상을 선
진국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 및 개발을 하여 신소재 및 신공법의 금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입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설비/기계, 부품(OEM)

A44_동우브레이크
•
•

소재지 : 경북 경산
Website: www.dongwoobrake.com

전시품목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슈

회사소개
Valuable technology that leads the world! Safer in a bigger world! Since the
establishment in 1994, Dongwoo Brake has been manufacturing numerous brake
friction materials that are used in everyday life for automobiles, motorcycles and
other machineries based on the core value of quality improvement,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is striving to achieve infinite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endless R&D.
We do our best for our customers’ safety. REPRESENTATIVE BRAND : Hi-TEC &
Mu-TEC(Ceramic)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Hi-TEC BRAKE PAD
1. Excellent brake power
3. Low noise
5. Low rotor damage

Hi-TEC BRAKE SHOE
2. Stable at High Temp.
4. Low dust
6. Environment friendly

동해금속(주)
•
•

소재지 : 전북 완주
Website: www.dhmetal21.com

전시품목
HPF BUS FRAME, Mg DASH MODULE, Partial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회사소개
Since its establishment on 1991, Donghae Metal Co.,Ltd has been growing to a
leader of automotive part industry and continuing to do our best to become a
global company in 21C, with creating customer´s satisfaction based on our futureoriented, progressive mind and great passion. Our main products are Bus frame
assembly, Truck Bumper assembly, Door/side Outer panel assembly, Press die and
Jigs. Recently, we are going to produce steering wheel assembly including MDC
wheel core for Hyundai and KIA Motor Company. We will grow to the "Small but
Powerful" company not only with preparation for globalization but also with Coexistence of society.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전장부품(OEM), 전장부품(Aftermarket), 액세서리/튜닝

HPF BUS FRAME

Mg DASH MODULE

Partial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C34_두루씨엔시
•
•

소재지 : 서울
Website: N/A

전시품목
부싱, 브라켓, 가스켓, 연료펌프, 브레이크패드, 베어링

회사소개
DREW C&C IS THE LEADING EXPORTER TO DEAL WITH ALL KINDS OF SPARE
PARTS FOR “HYUNDAI”,”KIA” AND “DAEWOO” VEHICLES WHICH HAVE BEEN
EXPORTING TO OVER 20COUNTIRES IN THE WORLD.
BYEOND THE “ KOREAN MADE “ CAR, DREW C&C CAN SUPPLY THE MAIN
RUNNING ITEMS FOR JAPANSE , U.S.A, EUROPEAN MADE CAR FROM THE
ESTEEMED MANFACTUERS.
업
태 : 무역
• 적용차종 : 승용차
•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GASKET

BRAKE PADS
BEARING

F13_(주)두손인터내셔널
•
•

소재지 : 경남 창원
Website: https://blog.naver.com/duson002

전시품목
프로토타입 대형플라스틱부품, 스테인리스 정밀에칭부품, 판금프레스 제품, 하이포이
드기어, 베벨기어

회사소개
Starting with the press mold of the Japanese automotive plate press component
makers, plastic plototype component makers, Interior decoration component
makers, hypoid gear, bevel gear in charge of manufacturing inspection tools,
transport devices, etc. and preparing for production in world wide car makers
업
태 : 제조, 무역
• 적용차종 : 전차종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액세서리/튜닝
•

Prototype For Large Plastic Parts

Stainless Precision Etching Parts

hypoid gear, bevel gear
Sheet Metal Press Mold

B82_드라이브텍(주)
•
•

소재지 : 경기 부천
Website : www.drivetech.kr

전시품목
전기미니트럭, BLDC모터, 전기구동시스템, EV엔지니어링

회사소개
친환경자동차 구동 플랫폼의 리더로서 구동 시스템의 고효울화, 표준화, 고도화를 제
공하는 R&D기업, 생명이 건강하게 숨쉬는 친환경 자동차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출발
한 벤처기업, 기술로 인류와 소통, 친환경 에너지 산업화에 기여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친환경차, 레져차, 특장차
해당품목 : 완성차, 부품(OEM), 신기술

EMT(ElectricMiniTruck)

Tech. Transfer
Agency
Joint Venture

BLDC MOTOR

F15_디에이치튜브(주)
•
•

소재지 : 경남 창녕
Website: www.inpackglobal.com

전시품목
튜브어셈블리, 커넥터

회사소개
당사는 자동차 미션, 오일펌프, 스티어링, 등 기타 유체시스템에 들어가는 튜브어셈블
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철, 스테인레스 등의 소재로 아연도금, 아연니켈도금, 분말도금 등의 표면
처리를 적용한 다양한 종류의 튜브어셈블리를 생산하여 Tier 1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마그나, 한온시스템, 스택폴, 넥스티어, 이레오토모티브, 삼보모터스
가 있습니다. 1995년에 창립한 이래 튜브어셈블리 한 분야에 매진하여 25년이 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로, 미래로"라는 기치 아래 해외시장에도 꾸준
히 문을 두드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8개국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고 있습니
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OEM)

Inlet connector
for Brake
vacuum pump

Coolant tube
for Powertrain

Oil pickup tube

A81-2_(주)디피코
•
•

소재지 : 강원 횡성
Website: http://dpeco.com

전시품목
조소형 화물전기차

회사소개
•

국내 최초로 초소형 화물전기차(적재하중 350Kg 이하)의 국산화 개발 및 판매로 중
국산 수입차종이 형성하고 있는 시장의 문제점(상품성 / 편리성 / AS 대응)을 개선

•

한 개의 Platform 공용화 개발로 인한 파생 차종 전개로 다양화된 시장 요구에 부응
하는 실용적인 플랫폼 개발 및 완성차 개발

•

업

•
•

태 : 제조

적용차종 : 친환경차
해당품목 : 완성차

ultra-small electric freight car

리딩솔루션
•
•

소재지 : 부산
Website: www.chang-e.or.kr

전시품목
전동식 조향장치(Motor Driven Power Steering)의 MPDS 구동샤프트

회사소개
Total solution manufacturing company,LSG In today´s society, we will deliver
technologies that can respond quickly to changing corporate environments.
Our leading solution business direction is "comprehensive product development
support". From prototype development to mass production, we will be able to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with low development cost by supporting all the
necessary processes from beginning to end.
With our technology, we´ll take your product development to another level in a
short period of time.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G91_(주)마크텍코리아
•
•

소재지 : 경북 고령
Website: www.marktec.co.kr

전시품목
레이져 마킹기, 타각기

회사소개
㈜마크텍코리아는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첨단의 MARKING 시스템 및 바
파괴 검사 장치산업의 종합메이커로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최적의 솔루
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계,전기,화학의 기술 융합에 의한 신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표면 및 내부
탐상장치 MARKING SYSTEM, 관련 소모품의 종합 메이커로서 폭 넓게 고객의 NEEDS
에 대응이 가능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의해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업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기계/설비

G46_메탈피트코리아(주)
•
•

소재지 : 경기 화성
Website: www.metalfit.co.kr

전시품목
세퍼레이트 플레이트 가스켓, 헤드가스켓

회사소개
Our company was founded in 1987 and based on continuous R&D and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Specialized in producing the highest quality
automotive brake noise abatement shims and automotive engine/compressor
gaskets.
Based on the technology and know-how accumulated over the past 30 years, we
continuously invest and conduct research to provide the best quality products.
•
•
•

업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A74_(주)모야인터내셔널
•
•

소재지 : 경북 칠곡
Website: www.moyacorea.com

전시품목
차량용 스포일러

회사소개
MOYA INTERNATIONAL is an OEM manufacturer of painted blow molding
products of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include REAR SPOILERS, BUMPER
GUARDS, Running Boards.
The Business started under the name of MOYA Plastics in 1987. The name was
changed to MOYA INTERNATIONAL to reflect the international customer base we
now supply. As OEM Manufacturer, MOYA INTERNATIONAL has supplied blowmolded Automotive Rear spoilers, Running Boards and Bumper guards to
customers like Toyota, GM, Mitsubishi, Honda, Holden Special Vehicle, Ford
Performance Vehicle and many additional customers as an OEM.
One of biggest advantages is MOYA has Wide experienced Engineers, Long
Experience for Development & Manufacture of OEM blow molding parts. Moya
has its own production facility in Korea. All Blow molded parts are produced on
our OEM production lines.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소재/원료, 검사/진단 장비

Rear Spoiler

RUNNING BOARD

BUMPER GUARD

A81-6_(주)모토모
•
•

소재지 : 강원 양양
Website: http://motomo.kr

전시품목
차량용 빌트인 멀티박스

회사소개
He has been researching and developing automotive electronic components for
25 years.
Currently, we have made a product supply contract with Renault Samsung Motors.
It has been installed as an option in passenger cars that have been massproduced and shipped from 2019. Vehicle built-in multi-box All-in-one product
that can be used as one of a heating cabinet, refrigerator, cosmetics storage,
medical supplies storage, and air cleaner.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액세서리/튜닝

Refrigerator Built-in multi-box that can be used as a single product for
heating cabinet,cosmetics storage, medical drug storage, and air purifier

F87_모트렉스
•
•

소재지 : 경기 성남
Website: http://motrex.co.kr

전시품목
차량용 멀티미디어(네비게이션, 후석모니터, 디지털 계기판 등), 후석 잔류승객 감지
센서, 차량용 악세사리

회사소개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1, MOTREX Co. Ltd. has been endeavoring for InVehicle Infotainment (IVI) development started with vehicle components business
and currently supplies various automotive IT products to Domestic/Overseas
automakers.
MOTREX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become a leading company of smart car
industry represented by connected and autonomous cars R&D by expanding
business to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Telematics based on
business experiences in AVN(Audio Video Navigation), AVNT(Audio Video
Navigation Telematics), and RSE(Rear Seat Entertainment) etc.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특장차
해당품목 : IT/전장, 인포테인먼트

RSE(Rear Seat Entertainment)

HUD(Head Up Display)

DSM(Driver Status Monitoring)

C42_미도전장
•
•

소재지 : 경기 양주
Website: www.midoautoparts.com

전시품목
시동전동기(스타터 모터), 교류발전기(알터네이터), 전장품 관련 부품 일체

회사소개
미도전장은 자동차부품을 전문으로 제조하고 아시아 전역에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재제조부품 및 관련 부품 전문업체입니다.
미도전장이 제공하는 스타터모터와 알터네이터는 좋은 품질로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
에게 환영받고 있으며, 부품별로 월 3000개 이상 생산 가능한 자체 공장 운영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 양주에 자사 공장을 확대 이전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한 미도전장은 앞으로도 좋은 품질과 정직함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아시
아뿐만 아니라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

업
태 : 제조,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

Related Auto Parts

Alternator

Starter Motor

B34_미래써모텍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thermotec.biz

전시품목
PVD 코팅, TD, 질화, 크로마이징, 터보차져, 저온침탄, 진공 열처리, 각종 표면처리

회사소개
•

2000년 설립, 대구광역시 성서공단 위치

•

진공열처리, PVD 코팅, TD, 질화, 크로마이징, 저온침탄, 각종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표면처리 장치를 제작하여 수출 경험 보유

•

•

(PVD 코팅장치, 진공열처리로, 진공템퍼링로, TD 시스템, 라디컬 질화장치, 다목적
용 열처리로 등) 자동차 금형의 진공 열처리, TD, PVD 코팅 및 자동차 부품의 크로
마이징, 저온침탄 처리를 진행 중
IATF16949, PVD 진공증착과 열처리 SQ를 동시에 보유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운영
중으로 표면 열처리 관련 특허 7건, 상표등록 7건 보유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기타

•

PVD Coating

Plasma nitriding

Piston Ring

B65_바이오라이트(주)
•
•

소재지 : 경북 김천
Website: www.bolightbulbs.co.kr

전시품목
자동차용 할로겐 전구, LED & HID 자동차용 전구

회사소개
We are a Halogen bulb maunufacturer engaged in various application for
automotive components. With 30 years of technical know-how and experiences.
BIOLIGHT is to overcome the changes in the global marekt, take advantage of the
crisis and make bold investments in facilities.

As a result Customer satsifactin has been realized with higer quality products. It
has gained recognition for its trust and reputation in the global market.
Every product that is produced by BIOLIGHT, Quality is strictly controlled by
automated computer control systems.
To ensure that all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satisfied with their customer, " Do
not accept!/Build!/Ship! A defects." under the slogan of I 'm performing my dutie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Halogen bulb

HID D1S/D2S/D3S/D4S

LED for automotive

G18_(주)반석인더스트리즈
•
•

소재지 : 경남 김해
Website: www.withbansuk.com

전시품목
Air Guider Intake Rubber Bushing, Roof Rail Rubber Gaskets, Rubber Bellows(Seat
Fan Gaskets)

회사소개
Founded in 1993 in Busan Korea, Bansuk is an OEM exporting company that
produces rubber products for various industries, especially for global market.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global market, we entered Ho Chi
Minh, Vietnam in 2009 and have been serving our valued customers.
We have grown with global customers through stable 4M (MATERIAL,MAN,
MACHINE, METHOD) management ,and this makes us to maintain same quality at
both factories in Korea and Vietnam. Combining Korean advanced technology and
Vietnamese abundant labor force, we proudly take on the responsibility as a
leader in the global market.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이륜차
•

•

해당품목 : 부품(OEM)

Air Guider Intake
Rubber Bushing

Roof Rail Rubber
Gaskets

Rubber Bellows
(Seat Fan Gaskets)

C13_백산산업(주)
•
•

소재지 : 경북 영천
Website: www.baeksan-industry.com

전시품목
클러치용 스플라인 허브, 피스톤, 플레이트 등 냉간단조 제품

회사소개
자동차부품을 냉간단조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백산산업㈜ 입니다. 현재 주요생산품
은 클러치 스플라인허브류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너클프레스 및 파츠포머 등을 이용한 냉간단조 공법으로 다양한 자동차부품을 생산
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

부산링구공업사
•
•

소재지 : 부산
Website: www.psring.com

전시품목
브레이크 어셈블리,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 3축 액슬 컴플리트

회사소개
•

•
•
•

Produce brake ASM and brake shoe for commercial truck and bus. for military
also.
-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ased on ISO9001 and TS16949.
- Provide technical and professional support.
- Numerical Analysis Technique
- Brake & Drum Design
- Analysis Equipment (Hardness Tester, Dynamo Tester, CMM)
- Total Quality Management
- Outstanding R&D infra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기타

Brake Shoe, Ass`y

Axle Complete

G71_부영산업(카비스)
•
•

소재지 : 경북 칠곡
Website: www.kabis.co.kr

전시품목
차량용무선충전기, LED사이드리피터, DRL램프, 측후방경보기, 림블레이드

회사소개
We are Booyoung Ind.(Kabis) manufacturing "automotive wireless charger", "DRL
lamp" etc.
we are tier 2 for Hyundai, Ssangyong and Daihatsu Japan.
We have reference for supplying wireless charger more than 3year for PDI project.

•
•
•

업
태 : 제조, 무역,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액세서리/튜닝, IT/전장

Automotive wireless
charger(5W to 15W)

DRL : Daytime Running
Light

C03_브이피케이(주)
•
•

소재지 : 서울
Website : www.vpkcorp.com

전시품목
사실적인 해석을위한 완벽한 통합 솔루션 Abaqus, 피로내구 솔루션 Fe-safe, 위상최
적화 솔루션 Tosca, 상세최적화 솔루션 Isight, 전자기장 해석 솔루션 CST STUDIO
SUITE, 유동해석 솔루션 Xflow, 3DEXPERIENCE Platform, CATIA

회사소개
브이피케이㈜는 PLM전문업체로 CAD, CAE 및 IT 솔루션, 자동차 공장 자동화 등을 제
공하고 있으며, SIMULIA Abaqus의 구조해석 외 피로 내구, 최적화 솔루션을 공급하
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항공/ 중공업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강도/ 충돌/ 소
음진동(NVH) 평가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설계, 해석 분야 솔루션을 공급하
는 기업입니다.

•
•
•

업
태 : 기타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소프트웨어, 신기술, 기타

E17_비엔케이(주)
•
•

소재지 : 충남 천안
Website: www.bnkco.co.kr

전시품목
에어필터, 고온용 오븐필터, 페이스 마스크

회사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bnk(주) 입니다.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모든과정을
직접 생산하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기업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OEM), 소재/원료, 기타

Raphael sky Face mask
High Temperature
Para Aramid Nonwoven Oven Filter

Spray booth
ceiling filter

D11-K_비젼디지텍(주)
•
•

소재지 : 대구
Website: http://visiondgt.co.kr

전시품목
저주파수 안테나, 배선, 고전압, 저전압, RF 안테나

회사소개
비젼디지텍(주)은 1994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운송기기용 하네스와 자동차용
저주파수 안테나로 국내 쌍용자동차와 주요농기계사인 대동공업으로 각각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상용 전기자동차 배선 개발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로 확장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운송기기용 저주파수 안테나 저주파(Low Frequency)통신을 통해 사용자와 안테나,
차량 내부의 컨트롤러를 연결시키는 스마트키 시스템의 한 부품 임. 주로 차량 내부,
도어, 트렁크 등에 장착되며 안테나 일체형, 브라켓 부착형, 커넥터 일체형 등 조립 환
경에 맞도록 제작이 가능함. 2. 운송기기용 저/고전압 배선 이 제품은 사람의 혈관으
로 비유되며 자동차에서 필요한 곳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통로 임. 맞춤형 제작이 가
능하며 400회로 이상의 주요 배선을 양산하고 있음. 한국의 메이저 농기계사인 대동
공업으로 공급 중. 최근에는 경상용 전기자동차 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고전압배선을
공급하였음. 3. RF 안테나 케이블 차량의 원거리 통신을 위한 RF안테나와 이런 통신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RF케이블을 이용한 Feeder cable Assy. 주로
인도로 간접 수출되어 쉐보레에 적용되었음.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친환경차, 특장차
해당품목 : 부품(OEM), IT/전장

Antennas for Automotives

Wiring Harness(HV/LV)

G72_삼기산업(주)
•
•

소재지 : 울산
Website: www.samki.kr

전시품목
자동차용 스크류 잭, O.V.M, 연료탱크 밴드, 휠 발란스 웨이트, PRESS 부품

회사소개
•

we are supplying car-auto parts of chassis and body, the products as like OVM,
BAND, BWT, to Hyundai/Kia Motors company and Mitsubishi.

•

From design to launch, we give a one stop service to potential customer.

•

We received attention our technology, faith, abilities on accumulated 40 years
experience and know-how from the global makers.

•

As the result, we make commercialization auto parts of hydrogen fuel car.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정비/공구

Jack

Jack
Ass`y

Fuel Tank
Band

WeightWheel
Balance

D32_(주)삼성공조 서울총판
•
•

소재지 : 서울
Website: www.scckorea-inc.com

전시품목
자동차공조부품, 라디에이터, 에어콘콘덴서, 인터쿨러, 엔진오일쿨러, 미션오일쿨러,
각종 모터들

회사소개
We are a official distributor of Samsung climate control co.,ltd.
On MAY 20, 1954, SAMSUNG CLIMATE CONTROL Co.,LTD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climate control company in Korea. SCC had invented the first successful
radiator.

We can supply competitive products with especially radiators and condensers.
We have been specializing in automotive air conditioning parts. With 30 years of
technical know-how and experiences, we have been supplying high quality A/C
parts to Korea automotive companie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A/C CONDENSER
RADIATOR

INTER COOLER

D11-I_(주)삼양금속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samyangmetal.com

전시품목
샤프트 앗세이, 로터 샤프트 앗세이, 드라이브 샤프트 등

회사소개
SAMYANG METAL Company was founded in 1985 and producing automotive
compressor shaft & rotor assembly, shaft for starter motor, and shaft for alternator.
It recorded about $30 millions in sales in 2018. For 35 years since Samyang was
founded, it has become the world´s best company in shaft manufacturing.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설비/기계

DRIVE SHAFT

COMP SHAFT

E-COMP SHAFT

D11-F_삼영금속공업(주)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samyung.com

전시품목
볼조인트, 랙앤드, 타이로드앤드, 로어암, 어퍼암

회사소개
SAMYUNG technology in passenger cars Innovations of Great Value Automobiles
also move people in an emotional way. This fascination goes beyond eye-catching
designs and high-performance engines. Attention is also focused on intelligent
concepts that combine future mobility and the joy of driving with lower fuel
consump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mproved safety features.
These characteristics are anything but contradictory for SAMYUNG. In the world of
steering and chassis technology. SAMYUNG has been setting the standards for
decades. As a reliable partner for car manufacturers, the focus at SAMYUNG is on
making cars more agile, safer and more efficient.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LOWER /UPPER ARM

TIE ROD END
/ RACK END

BALL JOINT / STABILIZER LINK

C66_(주)삼원알텍
•
•

소재지 : 인천
Website: http://samwonaltech.co.kr

전시품목
AL아노다이징(피막표면처리),알루미늄 표면처리 자동화설비 및 시스템

회사소개
저희 ㈜삼원알텍은 AL표면처리 기술발전으로 국가와 민족 앞에 바르게 서야겠다는
일념으로 다년간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며 차별화된 장비로써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자부심으로 장
비를 권해드립니다.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전차종
• 해당품목 : 부품(재제조), 설비/기계, 신기술
•

Anodizing Automation Equipment

F81_삼진튜브
•
•

소재지 : 충남 아산
Website: www.samjintube.com

전시품목
열수축튜브

회사소개
전기, 전자 통신, 자동차 분야 Wire Harness의 절연, 방수, 내열, 내한, 내유를 보호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열수축 튜브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 해외 UL 인증을 시작으
로 고객만족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였고, 또한 품질시스템 ISO14001 획득으로 한단
계 품질 Up-Grade 및 지속적 품질시스템으로 운영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이륜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소재/원료

Adhesive Lined, Heat
Shrinkable Tube

Heat Shrinkage TUBE

D11-M_(주)성림티앤티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sungrhim.co.kr

전시품목
방진고무(부싱, 마운트), 시트댐퍼, 순고무류(고무패킹, 더스트커버, 벨로우즈)

회사소개
자동차고무부품 전문업체로 제품개발 및 제작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생산라인과 다양
한 검사기기를 통해 자동차 및 산업용 고무부품을 생산하는 ‘대구 3030기업’으로 선
정된 회사임
※ 대구3030기업 : 대구지역에서 창업해 30년이 경과하고 종사자 수가 30인 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 향토기업으로 예우 (주)성림티앤티의 강점은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
의 2차협력사(SQ업체)지만 1차 협력사 못지않은 자체 설계/배합/시험설비/생산기술
능력을 갖춘 업체입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Engine Mount

Rubber Bush

Dynamic seat damper

D41_성진포머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sjfoma.com

전시품목
•

IMS / EPS PARTS

•

Various Shafts

•

sleeve / cold forming part

회사소개
We are a competent and reliable partner for the automotive industry in the area
of Cold-Forming.
With our extensive know-how and state-of-art multi station cold forming
machines, we manufacture a wide range of technologically demanding cold
formed parts such as Steering parts, ABS parts, Engine parts, Piston pins, Oil filter
parts, Brake parts, Clutch parts, Inner tubes, and various Shafts.

Through consistent innovation activit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we are
being recognized and establishing a global presence with our customer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C14_(주)세라컴
•
•

소재지 : 충남 아산
Website: www.ceracomb.com

전시품목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회사소개
Ceracomb Co., Ltd. has been producing and supplying ceramic honeycombs using
ceramics extrusion molding technology.
We have been developing and supplying catalytic products for industrial
hazardous gas eliminating, automobile exhaust gas purification, and filters for
reducing soot. Moreover, the automobile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device
developed based on Ceracomb’s honeycomb and catalytic technology, i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improvement of the fine dust / atmospheric
environment which is becoming an issue in the 21st century.
업
태 : 제조, 무역
•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특장차
•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소재/원료

TWC Converter

Hybrid DPF System

PM-NOx After-Treatment System

E18_세미고
•
•

소재지 : 경기 고양
Website : www.semigo.co.kr

전시품목
자동차부품관련 온라인플랫폼

회사소개
세미고는 2019년 1월 15일에 설립된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되어, 한국자동차부품산업에 특화된 디
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의 해외 판로 마련을 위하여 무료로 제품과 회사 홍
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부품 정보포털서비스 www.koreapartsinfo.com
에 자사 홍보를 원하시거나, 재고자동차 부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시길 원하시는 자
동차부품 제조사들은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
•
•

업
태 : 무역, 정보서비스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소프트웨어

Universal EFI fuel
pump
Auto transmission related parts

Engine related sensor
and electronic parts

C01_(주)세이브
•
•

소재지 : 서울
Website : www.ensave.co.kr

전시품목
자동차 연료 및 매연 저감 장치 엔세이브

회사소개
1988년 설립된 (주)세이브는 자동차 연료 절감 및 매연 저감 장치인 "EnSave"의 개발
및 생산을 하여 해외수출을 목표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EnSave"는 연료절감과 매연저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획기적인 신개발 특허상품으로
서, 백금, 란타늄 등과 같은 귀금속, 희토류에서 화학반응으로 발생시킨 촉매제 방식
의 내연기관 연소효율 개선제이며, 촉매작용에 의해 엔진 실린더 내부에 공급되어, 기
화연료를 완전연소에 가깝게 연소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타깃 고객은 1) After Market 고객 2) 실 수요자 (버스, 트럭 운수회사) 3) 산업,차
량용 제품 전문업체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상용차, 특장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액세서리/튜닝, 카케어

"EnSave"
Fuel & Fumes
Saving Device

D66_(주)세일단조
•
•

소재지 : 경남 진주
Website : www.seilkorea.com

전시품목
axle shaft, crown wheel, gear, bearing and other forged parts

회사소개
자동차/농기계/중장비/산업기계용 각종 부품(GEAR & SHAFT, HUB-BEARING &
TAPER BEARING)을 단조에서 가공 조립까지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된 업체임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주)신기인터모빌
•
•

소재지 : 부산
Website: www.sinkimobil.com

전시품목
차량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

회사소개
1. Pillar Trim Package - Pillar Trim is one of our main interior item which supplies
30%(Global Volume) of HKMC Trim commodity - Vehicle : Tucson, Avante, Accent,
Veloster, Ioniq, Nexo, Sonata, Sorento and etc.
2. Floor Console - The console is our new flagship item offering about 20%(Global
Volume) of HKMC Console. We supply top quality and luxury products on premier
vehicles. - Vehicle : GV70, GV80, Palisade, i40, i30, Veloster, Santafe, Kona and etc.
3. Fuel Filler Door & Charging Port - We are producing over 70%(Global Volume)
of HKMC F/F DR worldwide. Most of OEM using steel-based F/F DRs. However,
our plastic F/F DR will provide the benefits of cost&weight reduction while
fulfilling the quality target. - Vehicle: Tucson, Avante, Ionic, Nexo, Sonata, Sorento,
i30, i40, Santafe, etc.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Console
Pillar Trim Packager

F/F Door & Charging Port

D11-D_(주)신도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sindokorea.com

전시품목
이너 부쉬, 이너 로드, 볼 조인트 하우징, 볼 스터드, 샤프트, 피니언 기어 등

회사소개
㈜신도는 창사이래 30년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영
혁신, 축적된 경험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임직원 모두가 투철한 주인의식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21C 최고의 냉간
단조 회사로 거듭 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2200Ton 전 세계 최대 사이
즈 냉간 단조 설비를 구축하여 기존에 열간단조에서 생산되는 대형 포머 제품을 냉간
단조로 성공하여 10%이상 원가 절감을 달성 하였습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Inner Bush

Ball Joint Housing

Shaft

E16_신라엔지니어링(주)
•
•

소재지 : 충남 아산
Website: www.sillaeng.co.kr/en

전시품목
프레스 금형

회사소개
SIILLA ENGINEERING CO., LTD was established in 1987. and is joint venture
between Silla Corporation (Korea 60%) and HIROTEC (Japan 40%). We are a top
level manufacturer of Press Die for automobile mainly for automotive skin and
moving parts.
But we can support structure parts too, of course. Press die for automotive is our
main business and we have so many sales reference for different global customers
such as Hyundai-Kia, Renault-Nissan and Maruti-Suzuki. In addition to experience
and know-how for 30 years , recently We upgraded our facility with 2.5K ton T/O
press, High speed milling machine and 3D laser scanner to meet different
customers´ high quality standard. Especially we can dare to say ´we are the most
specialized press die maker for Aluminum parts in Korea´.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레져차, 특장차
해당품목 : 설비/기계

Press die for
Body side outer

Press die for Door

Press die for Fender

B31_신명하이텍
•
•

소재지 : 대구
Website: N/A

전시품목
딜리버리아세이, 캡홀더, 부쉬 하우징

회사소개
"고객만족을 통한 가치 창출 실현 ”의 경영의지로 92년에 설립되어 고객과 더불어 성
장해 온 신명하이텍은 자동차용 프레스 부품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신명하이텍은 PRESS 금형설계에서 부터 제작,부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SYSTEM을 확보하고 있으며,날로 다양해져 가는 고객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설비투자는 물론,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을 통한 고품질, 저가격의 제품 공급을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OEM)

Fuel-Rail assy

Cap Holder

Bush Housing

D11-J_(주)신양테크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shinyang.kr

전시품목
EPDM 가스켓, 충격보호재, 보온단열재, 운반용 포장재, 폴리우레탄 폼 흡음재

회사소개
(주)신양테크는 CR, EPDM, PE, EVA PU FOAM등의 스폰지류의 Polymar소재물성과 성
분을 이용하여 각부품의 용도에 맞추어 pressing, Taping ,열 성형, 진공성형, 냉각성
형 발포 등의 다양한 공법과 공정으로 방음방진분야의 가스켓 및 자동차의 변속기 방
음 Cover와 PAD를 생산하여 완성차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2차 업체로서, 다양한 폴
리머 소재를 이용한 기술개발로, 다양한 자동차 부품개발과 포장용 박스외 여러가지
상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충격성, 내유성, 탄력성, 복원성, 흡음성, 단열성이 우수한 우레탄 소재에 바이
오소재를 융합하여 원적외선과 음이온과 항균, 포름알데히드를 감소시키는 내장재를
개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자동차실내 공간창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EPDM sponge pad

sound proof sponge cover

A63_신우신(주)
•
•

소재지 : 경북 경산
Website: www.sws88.com

전시품목
클램프 밴드, 이너워셔, 리테이너, 써클립, 슬리브, 엔진 마운트 브라켓 등 자동차 부품

회사소개
신우신은 엔진, 등속, 변속 등 자동차 구동분야 핵심부품을 생산합니다. 독자설계 능
력을 갖고 있는 클램프 밴드의 라인업 확대를 위해, 시장 요구에 맞는 신기술을 선행
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해외시장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과, 모터, 감속기 등 친환경차용 부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 리소스를 투입하
는 중입니다.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 해당품목 : 부품(OEM)
•

Clamp Band

Engine Mount Bracket

Steel Sleeve

D11-L_신한정공(주)
•
•

소재지 : 대구
Website: N/A

전시품목
피스톤, 클러치 피스톤, 플레이트,심, 와셔, 커버, 디덴트 스프링 외

회사소개
Shinhan Precision is a global leader in fine-blanking press technology and
worldwide offering high quality products to GM global plants and several Tier1
customers in the field of Auto Transmission, Dual Clutch Transmission, Transfer
Case, Seat Parts, and A/C compressor parts.
GM awarded to Shinhan 'The General Mortors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for the 2016 and 2019.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Detent Spring
Clutch Piston

Plate Clutch

E87_(주)씨스코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cysko.co.kr

전시품목
•

Standard hydraulic cylinder

•

Cylinder for construction equipment

•

Hydraulic unit

제품소개
Standard hydraulic cylinder
•Bore 40mm-250mm (inventory status)
•Double rod cylinder
•Thin type cylinder
•Cylinders with attachable switches
Cylinder for construction equipment
•Bucket cylinder
•Boom cylinder
Hydraulic unit
POSCO 3 thick plate cold leveler
power unit
(July 2007)

C24_(주)씨앤와이텍
•
•

소재지 : 경북 김천
Website: www.cnytec.co.kr

전시품목
블랙박스, FMS

회사소개
CNYTEC Co., Ltd. Is a company that develops, researches and produces BLACKBOX
for vehicles(called Dashcam, Car DVR, Driving Recorder, etc. in the Angloshere).
We possess 1-channel, 2-channel, 3-channel and multi-channel dashcams in our
invetory and we are currently distributing them in Korea. Also, We are developing
a dashcam in the Fleet management Sysmtem(FMS).
This FMS product sends a vehicle`s video and its driving data in real time to a
server, which allows a manager to check the vehicle`s condition. If needed and
based on the vehicle`s real-tim footage, the manager can talk to the driver of the
vehicles ands are able to communicate via a cellphone. Our company consists of a
group of experienced experts who have developed and sold dashcams for many
years. We aim to develop a highly reliable and a distinctive dashcam and supply
them to the public. If you are thinking of distributing our completed products or
planning an OEM/ODM, CNYTEC will be your best choice.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액세서리/튜닝

Dashcam(2ch)

FMS

FMS Web Service

E01_CSC
•
•

소재지 : 경북 고령
Website: www.autoclover.com

전시품목
블랙 다이아몬드 도어바이져, 크롬 도어 바이져, 스모크 도어 바이져, 후드가드, 크롬
가니쉬, 크롬 몰딩

회사소개
We are domestically the first company to develop "Door Visor" to have been done
first in the world we introduced the "Chrome Door Visor", "Black Diamond Door
Visor" that does not discolor.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ts own R&D center it
successfully obtained the ISO 14001 and the IATF 16949.
•
•
•

업
태 : 제조,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액세서리/튜닝

Chrome Door Visor

Smoked Door Visor

Black Diamond Door
Visor

(주)씨에이치플러스
•
•

소재지 : 부산
Website: N/A

전시품목
2.5ton 트럭용 전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EHPS) 성능시험기

회사소개
2.5ton 트럭용 전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EHPS) 성능시험기 EHPS 시스템은 차량의
동적상황에 따른 최적의 조향 보조력을 발생하고, 차량의 조종안정성 측면에서 차량
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중의 하나이다.
기존 NPS 시스템에 비해서 연비개선 효과가 있고 MDPS 시스템에 비해서는 NPS 시
스템에서 유압에너지 생성부분만을 개선하기 때문에 설계 개발 비용이 적고 유압이
갖는 조향감성이 우수하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검사/진단 장비

D11-R_(주)씨엠에스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cmsworld.co.kr

전시품목
(1)도어 스커프&스텝 (2)스피커 그릴 (3) 페달 커버&필라 가니쉬

회사소개
(1)(주)CMS는 자동차부품 전문 업체로써 고객중심의 품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선진 기
술의합작과 영업 제조의 거점을 전국망으로 구축하여 기술, 사양 협의를 비롯해 주문
에서 납품까지ONE-STOP SYSTEM으로 구축함
(2)자동차, 가전 내외장재의 Etching 가공과 Metal 소재의 (AL,SUS, ALLOY, CU+BE) 원
하는 Pattern과 Logo를 Etching과 전사함으로써 표면에 미적 장식적인 효과와 촉감&
감성 품질 구현
(3) Speaker Grille Hole 최소 Ø0.1부터 가공가능 (삼성,애플 스마트폰 적용)
(4)국내최초 차량 내 SUS speaker grille 도입!
(5)자동차 내장재로서 Real Aluminum 소재에다양한 3D Pattern구현.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Speaker Grille

Door Scuff & Step

STRIP

A61_(주)씨엠파트너
•
•

소재지 : 경기 용인
Website: www.cmpartner.com

전시품목
자사가 직접 제조한 폭발로부터 안전성이 탁월한 인산철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이륜차

회사소개
발전기 전기 전자 부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양극활물
질, 인산철리튬배터리 및 전기 이륜차를 연구 개발하였으며 제조 초기 단계에서 시장
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이륜차
해당품목 : 완성차 제조사, 소재/원료

LiFePO4 Module
Design

전기바이크

LiFePO4 Pouch 30A Cell

LiFePO4 Pack Design

G15_아스픽
•
•

소재지 : 경남 김해
Website: www.aspic.co.kr

전시품목
파인 블랭킹 자동차 부품(도어 랫치, 시트 리클라이너, 기어, 트랜스 미션 등) 및 플라
스틱 사출 금형

회사소개
저희 회사는 1992년5월에 설립하여 그동안 사출금형,Fineblanking 금형제작,
Fineblanking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국내 금형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최신설비 및 전문기술인력 축적된 기술로저 모듈 기
어용 Progressive Fineblanking 금형을 개발하여 신기술인증(NT MARK) 받았습니다.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특장차
• 해당품목 : 부품(OEM), 기타
•

Door latch(Pawl,Catch,Ratchet)

many kinds of Brake parts

many kinds of transmission parts

(주)아이엠알
•
•

소재지 : 광주
Website: www.imrbiz.co.kr

전시품목
IOT infra-Sensor, Integrated Monitoring Platform

회사소개
IMR Inc. offers a total convergence solutions that can solve the problems with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Cloud.
In addition, IMR Inc. has the ability to effectively accommodate new opportunities
with innovative ideas,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OEM)

주거단지용 통합 관제

통합관제센터

IoT Infra-Sensor

주거단지용
통합 관제

무인 주택단지용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Integrated Monitoring
Platform

H82_(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

소재지 : 서울
Website: www.safelife.or.kr

전시품목
드라이빙 플러스

회사소개
현대자동차와 안실련이 함께하는 ´드라이빙 플러스´는 여성·어르신·초보 운전자, 교통
사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운전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상현실 속
체험을 통해 운전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자신감을 높이고 행복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
•

업
태 : 기타
적용차종 :
해당품목 : 서비스

B72_안켐(주)
•
•

소재지 : 경북 경산
Website: www.ahnchem.com

전시품목
내마모용, 이음방지용, 복사단열용, EMI차폐용 protector류

회사소개
자동차, 고속열차, 선박부품 중에 Wire Harness, Hose, Tube 등의 내마모용 (Abrasion)
단열용 (Heat) 이음방지 (Noise) 용 Protector를 특수섬유기술과 특수 화학수지 기술
을 활용하여 전문으로 개발/생산을 하여 판매를 하는 회사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IT/전장

A81-5_(주)애플망고
•
•

소재지 : 인천
Website: http://applemango.co.kr

전시품목
전기자동차 충전기

회사소개
㈜애플망고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SMART &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2019년 설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친환경 에너지시장에서 확고한 자
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각종 특허와 기
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전기차 충전 제품 개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구축, 충전개량
시스템 등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
•

업

태 : 기타

적용차종 : 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OEM), 장비/기계

50kW Slim
DC Fast
Charger

100kW Slim
DC Fast
Charger

G41_(주)액트
•
•

소재지 : 경기 화성
Website: www.actsystem.co.kr

전시품목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 외 부품 시험기

회사소개
(주)액트는 2001년 설립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샤시 부품에 대한 내구 성능
시험 및 분석관련 시험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각종 기계류에 대한 피로 내구시험, 강성 시험, 열충격 시험, 충
격흡수 시험, 자동차 RLDA(Road Load Data Acquistion), 시험 SPEC 개발 등과 같은
시험 용역 등과 같은 엔지니어링 해석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업
태 : 제조, 기타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검사/진단 장비, 설비/기계, 신기술

Brake Dynamometer
(Model SM5000)

Compressibility Test
Machine

Shear Test
Machine

G16_(주)어드밴스오토
•
•

소재지 : 경남 김해
Website: www.advanceauto.co.kr

전시품목
쇽업쇼바

회사소개
All kinds of Korean Auto Parts Specialized in quality OEM parts CTR: Steering &
Suspension parts
Hi-Q: Brake pads ABSOLUTE: Shock Abosrber DRB: Rubber Belt DYG: Gasket & kits
DONGYANG: Pistons ATC: Water & Oil Pump KOD: Ignition Cables TCIC: Brake
master cylinder, Clutch master cylinder HANON/DOOWON: A/C parts
업
태 : 무역
• 적용차종 : 승용차
•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

Hi-Q
Brake pads & Shoes,
Disc rotors

CTR Steering &
Suspension parts

ABSOLUTE Shock Absorber

에스에이치모터스
•
•

소재지 : 부산
Website: www.sh-motors.co.kr

전시품목
스타터모터(차량용시동기), 알터네이터 차량용발전기

회사소개
SH Motors is located in Busan city in Korea.
We established in 2017 and start to supply to domestic market and export both
ways.
SH motors keep growing in domestic market with good reputation for excellent
quality especially for Nippon Denso starter and component parts.
On the other hand, to serving the global market requirements for the high quality,
We doing our best to supply the best quality unit and component for the
customer's satisfaction.
We expand on and on and keep doing our best to achieve the best quality with
good price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재제조 스타터

재제조 Alternator

F82_에스올텍(주)
•
•

소재지 : 충남 천안
Website: www.salltech.kr

전시품목
하이브리드에어컨, 자동시동충전장치

회사소개
Hybrid air conditioner does not need indoor unit & outdoor unit of air conditioner.
so, practical use for space is strength. “AUTO CRANKER”(Auto Starter Charger) is
eco-friendly device and has various functions.
1.Ignition function 2.Cranking time setting function 3.Change holding time setting
function 4.Cranking time display function 5.self diagnosis function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상용차, 특장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Auto Cranker

Non-ignition air conditioner

C78_에스제이시스템
•
•

소재지 : 충북 청주
Website: N/A

전시품목
뉴로모픽 저항 스위칭 메모리 디바이스

회사소개
477/5000 당사는 다양한 산화물 반도체 재료를 사용하여 박막 트랜지스터 및 지능형
반도체 전자 장치를 설계, 제조 및 판매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에 수 차례 참여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품질 디스플레이 박막 증착 기술, 원자 층 증착 공정 기술, 뉴 로
모 픽 멤 리스터 메모리 소자 제조 기술 등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소재/원료, IT/전장

•

Oxid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Neuromorphic resistance
switching memory device

D11-O_(주)에스제이오토모티브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kasskorea.net

전시품목
자동차 부품

회사소개
2008년부터 현대기아GM 대우기타 자동차부품을 중동지역으로 처음 수출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매년 해외전시회 (두바이, 말레이시아, 러시아)에 참가하여 바이어 발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현재 중동.동남아.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브랜드(KASS)을 등록하여 추가로 바이어에게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
•
•

업
태 :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BRAKE PARTS

OTHER PARTS

D11-A_에스제이테크
•
•

소재지 : 대구
Website: http://sjtechkorea.co.kr

전시품목
서스펜션 (볼조인트,링크,암)

회사소개
SJ TECH is a Korean manufacturer and provider of suspension and steering parts
•

Products : Ball Joint, Tie Rod End, Rack End, Control Arm, Stabilizer Link and
Bushing

•

Origin : Made in Korea _ 100% Korean materials both components and finished
goods

•

Certificate : ISO9001, Promising S&M Enterprise in Export, and Venture Business

•

R&D : Department dedicated to R&D

•

Major Customers : Mando, PHC Valeo, DongNam, etc

•

Customer friendly (High Quality, Reasonable Price and Timely Delivery)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

Ball Joint, Tie Rod End, Rack End, Control Arm, Stabilizer Link and
Bushing

G13_에스큐인터내셔널
•
•

소재지 : 경남 창원
Website: www.sqinternational.co.kr

전시품목
하체품, 브레이크, 엔진오일, 방진제품, 공조부품

회사소개
We, SQ International as a Exporter and Manufacture, are developing and providing
of Automotive Parts to worldwide with Advanced Korean Technology. Not a buyer
and seller, we are looking for a partner who will make the future & business.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케미칼

Front / Rear Brake Pad
Rear Shoe Assy

Tie Rod End
Ball Joint
Lower & Upper Arm
All Range of Metal &
Rubber Bushing

Engine Oil
Mission Oil
Industrial Oil

(주)에이엠특장
•
•

소재지 : 광주
Website: www.amsv.co.kr

전시품목
EV Road Sweeper, 1 ton Electric Conversion Truck, Korean Garbage Truck

회사소개
Since AMSV CO., LTD has established in 1999, based on consta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ccumulated technical skills, we have being recognized the high
technology and best quality in the same field of business as a professional
manufacturer of environment-related cleaning vehicles at present.
Korean Garbage Truck has secured a separate boarding space inside of the cabin
and it made the low-floor style that sanitary worker can get on and get off rapidly
and possible to work safely from external hazard factors.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low carbon&eco-friendly vehicles, the 1 ton
electric conversion truck is being developed and processing certification to get it.
The electric Road Sweeper i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and we are preparing
environmental cleaning vehicles for the next generation.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특장차
해당품목 : 완성차

EV Road Sweeper

1 ton Electric Conversion Truck

Korean Garbage Truck

C41_(주)에코트라
•
•

소재지 : 경기 고양
Website: www.winafuel.com

전시품목
연료펌프, 위나, 위나 연료 펌프

회사소개
ECOTRA CO., LTD. Is an automotive fuel pump manufacturer in Korea. Based on
abundant technical experience, we have produced full range of fuel pump
products in Korea from fuel pump to module in variou types - electric pump,
contact point type, transistor type and mechanical fuel pump.
The brand name is "WINA" fuel pump. Our goal is to exceed the expectations of
every customer by providing great valueable products and professional services.
To ensure our customer's satisfaction, WINA maintains the high standard of quality
control system and regulation (100% inspection before delivery) and the wide
range of product line.

•

업
태 :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

Electrical Fuel Pump

Fuel Pump Assembly

E13_엔(N)테크
•
•

소재지 : 경북 칠곡
Website: http:////xn--li5bu7qgta.kr/

전시품목
전기식 다목적 산업용 리프트

회사소개
N (N) Tech, which was founded in 2016, has developed and distributed enginecarrying vehicles, focusing on the transport and harvest required for agriculture,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income of farmers.
Recently, the company has been transforming itself into an eco-friendly company
by converting electric power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by developing
and distributing electric lifts to farmers.
We will lead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preparation for the coming fourth
industry.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상용차, 특장차
해당품목 : 부품(OEM), IT/전장, 소프트웨어

(N-300)a twowheel-drive carrier

(N-600L)a six-wheeldrive carrier

(N-600L)a sixwheel-drive Lift

C21_(주)엔디케이
•
•

소재지 : 경북 구미
Website: www.ndk21.com

전시품목
휴대용 산업용 내시경, 축전지열화진단장치

회사소개
산업용내시경은 검사분야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손바닥 크기의 사이즈로 가능하게만
들었습니다.
자동차, 품질관리 ,금속기계 ,배관,유압,주물/주조와 같은 다양한 어필리케이션을 제공
합니다.
•
•
•

업

태 : 제조, 무역, 유통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검사/진단 장비

E02_NC 테크
•
•

소재지 : 경북 고령
Website: www.autoclover.com

전시품목
블랙 다이아몬드 도어바이져, 크롬 도어 바이져, 스모크 도어 바이져, 후드가드, 크롬
가니쉬, 크롬 몰딩

회사소개
We are domestically the first company to develop "Door Visor" to have been done
first in the world we introduced the "Chrome Door Visor", "Black Diamond Door
Visor" that does not discolor.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ts own R&D center it
successfully obtained the ISO 14001 and the IATF 16949.

•
•
•

업
태 : 제조,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액세서리/튜닝

F18_(주)엔에스글로벌
•
•

소재지 : 경남 김해
Website: www.nsmkorea.co.kr

전시품목
공조용 팬모터 어셈블리

회사소개
NS Global (NSM Co.,Ltd.) is the reliable manufacturer specializing in automotive
air-conditioning parts and thermal parts. Our main product is the cooling fan
motor for A/C condenser and Radiator, using with our own motors.
We are selling our product with best quality in Korean market and 30 overseas
markets for 20 years. We have a reputation from our buyers as the best provider
of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with well-rounded experiences in this field. It will
be our great pleasure If we can offer you the most competitive conditions
including lowest prices, on-time delivery dates, etc.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Radiator Fan Motor

Condenser Fan Motor

Double Blower Motor

E14_엘림브레이크
•
•

소재지 : 경기 이천
Website: www.elimbrake.co.kr

전시품목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라이닝

회사소개
Welcome to Elimbrake. Elimbrake has manufactured brake pad and brake shoe for
korean cars under " Elim Ace" since 1992. Through our market development, the"
Elim Ace" has become increasingly familiar to domestic and export market.
Our specialists research and development resources have been tasked to enhance
existing product ranges and to develop new products in consultation with
customers.
We recognize more clearly than ever that our continued success must be built
upon relationships of trust, the philosophy of treating people like we would like to
be treated ourselves.At Elimbrake, our aim is to maximize the opportunities with
each of our valued customer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상용차, 특장차
해당품목 : 부품(OEM), IT/전장, 소프트웨어

EUROPEAN
CERTIFICATE PAD( E9)
NON ASBESTOS
BRAKE PADS

C74_(주)엠비젼
•
•

소재지 : 충북 청주
Website: www.mv21.kr

전시품목
자동화검사시스템, 자동화검사장비용 LED 모듈, 머신비전 부품, 광학부품

회사소개
㈜엠비젼은 머신비전용 LED 조명 및 자동화검사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적 설계와 검증을 통해, 검사대상물에 가장 적합한 LED 조명과 검사
시스템을 제공해 드립니다.
유리, 필름, 포일, 금속 등 반사가 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다양한 솔루션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고속·복합검사/대면적 검사/고균일도 요구 등 까다로운 검사조건에
서도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검사결과를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검사/진단 장비, 기타

LED Modules for
vision inspection
system
Vision Inspection system
Machine vision
components

A64_(주)엠팸
•
•

소재지 : 충남 천안
Website: http://mfam.kr, http://mcoat.kr

전시품목
유리막 코팅제, 발수 코팅제

회사소개
㈜엠팸은 자동차 외장관리용 코팅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ISO 인증 기
업이며 자사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직접 개발, 생산, 유통 및 서비스까
지 모두 자사에서 담당함으로 신기술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제품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유리막 코팅제는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으로 타제품의 원료 배합성분 및 원료의
차이를 가지며 습식작업으로 잔사가 남지 않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편리한 작업
성으로 초보자도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경도(9H), 내화학성 및 내열성,
광택, 발수력이 우수하여 UV차단, 잔기스, 배설물, 나무수액 등 차체 완벽 보호가 가
능합니다.
당사 발수코팅제는 편리한 작업성으로 초보자도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하며 뛰어난
발수력 및 기술력으로 타사대비 지속기간 3배 이상으로 6~12개월까지 유지 가능합
니다.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

해당품목 : 액세서리/튜닝, 카케어

•

Black Barrier set (Car
glass coat) 50ml

Glass Barrier+ set (Glass
water repellent coating)
50ml

Blizzard+

D63_영완
•
•

소재지 : 경기 시흥
Website: www.youngwan.com

전시품목
제동 장치 부품, 조향 장치 부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부품. MOC SPINDLE ASSY,
BIR 부품, 피니언 샤프트, 인풋 샤프트, 아웃풋 샤프트, 스플라인 샤프트, 마그네틱 코
어, 마운팅 부시, 키락, 볼 스터드, 볼트 레버,

회사소개
We "Young Wan" are the specialized manufacturer of precise cold forging to
automobile parts in Korea and Tianjin China. We have produced precise cold
forging parts which are brake and steering parts and many others in global
markets.
Since our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85, We have produced many excellent
products on the way of forging over 30years. The Motor on caliper on rear brakes
called "MoC" in Electric Parking Brake(EPB) is our major item to export.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전차종
• 해당품목 : 부품(OEM)
•

B74_(주)오성테크닉스
•
•

소재지 : 경기 안성
Website: www.osungtechnics.com

전시품목
자동차 하단 서스펜션 & 스티어링 부품 (Stabilizer Link, Ball Joint, Rack End, Tie Rod
End, Control Arm, Bolt&Nut)

회사소개
We are an enterprise specializing in the Suspension and Steering parts of
Automobile.
We are liberal with investment and research especially on the technical quality and
durability of products and also on the material development.
We are constantly improving and making efforts with introduction of automation
machineries and quality improvement systems.
•
•
•

업
태 : 제조,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Bolt and Nut

Suspension Parts

Steering Parts

A34_(주)오토탑
•
•

소재지 : 경북 영천
Website: www.autotop.kr

전시품목
워터펌프, 오일펌프, 댐퍼풀리, 서모스탯

회사소개
We, AUTOTOP Co., are a Korean manufacturer of auto parts that specializes in
producing water pumps, oil pumps, and damper pulleys, all of which are crucial
for automobile engines.
AUTOTOP produces the largest quantity of water pumps, oil pumps, thermostat
and damper pulleys for automobiles in Korea. In addition, we also supply these
parts for Japanese, American, and European cars as well, and are currently
exporting our products to more than 50 countries worldwide.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부품(Aftermarket)

WATER PUMP

OIL PUMP

THERMOSTAT

G01_온지구(달리자)
•
•

소재지 : 경북 칠곡
Website: www.dalliza.kr

전시품목
스포일러, 바디킷, 익스테리어

회사소개
We, as an expert in the field of exterior tunning parts like spoilers, side steps,
body kits, LED lamps, are one of distrubutors and manufacturers of A/S lines of
car makers like Hyundai, KIA, Renault-Samsung, Ssangyong, and some foreign
auto manufacturers.
And we do design, mock-up, moldling, painting by ourselves, partially cooperate
with our subcontractors. Specially we have being cooperating with MOBIS more
than 10 years as one of suppliers of genuine auto parts.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 해당품목 : 액세서리/튜닝
•

roof spoiler

rear spoiler

car body kit

D11-C_(주)와우텍
•
•

소재지 : 대구
Website: N/A

전시품목
터빈허브, 모터기어, 스크류, 너트, 샤프트, 컨넥터, 튜브

회사소개
와우텍은 정밀가공 전문 업체로써 2009년도부터 자동차 엑츄에이터나 토크 컨버터,
클러치, 안전벨트, 시트 부품등에 조립되는 제품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CNC, MCT, 자동복합선반과 브로치 기계등을 이용하여 SCREW, NUT, ROD, HUB류등
3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부품을 양산 가공 합니다.
국내 거래 및 멕시코,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OEM)

WAD SCREW & WAD
NUT

WORM GEAR

MOTOR GEAR

G31_와이비에스
•
•

소재지 : 경기 화성
Website: www.ybsworld.co.kr

전시품목
자동차 연료펌프, 모듈 및 기계식 연료펌프, 농기계 및 승용차 부품

회사소개
YBS has grown up from 1994, we mainly has known as business in Polyurethane
parts.
From 2015, the NEW YBS AUTO Parts launched with Korean High-Technical Fuel
Pump and Suspension parts.
Especially, we build a new factory for special reason. For need of expansion of
business, and Best quality check system need to more efficiency to manufacturing.
Besides a factory, built new facility for Auto-Spare Parts area.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소재/원료

•

Fuel Pump

D33_(주)와토코리아
•
•

소재지 : 경기 고양
Website: www.wato.co.kr

전시품목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전장부분품, 휠-허브 베어링, 텐셔너 & 아이들러, 클러치릴리
스베어링, 트랜스미션 & 엑슬기어, 재제조 자동차부품

회사소개
Since 1998, we are a leading manufacturer & exporter for Korean automotive
parts in South Korea.
Our main products are Alternator, Starter Motor & Wheel-Hub Bearing including
all Electrical Component Parts (Regulator, Rectifier, Auto Clutch Pulley, Bendix Gear,
Solenoid & Brush Holder etc.).
We also supply all kind of Transmission & Axle Gears, Heavy Duty Parts for Korean,
Japanese bus & trucks. WATO means We Are The One. You can contact us without
any hesitation for consulting about Korean Auto Parts & Markets. Thank you for
truly.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IT/전장

Wheel-hub Bearing
ALTERNATOR
(GENERATOR) &
STARTER MOTOR

Electric
Component Parts

D11-Q_(주)우성씰텍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woosungst.co.kr

전시품목
더스트카바 / 스트립 / 가스켓 / 컵씰 / 그루멧 등 자동차 고무부품

회사소개
We are a "Rubbe & Silicone part of rmanufacturer engaged in various application
for automotive components.
With 30 years of technical know-how and experiences, we have been supplying
high quality rubber & silicone parts to major tier-1 automotive companies in
South Korea.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OEM)

DUST COVER

Strip

GROMMET

G74_(주)우주특수산업
•
•

소재지 : 경북 경주
Website: www.gwoojoo.com

전시품목
자동차 선바이져 라벨 외 직조라벨/각종 스티커라벨/플라스틱 사출물

회사소개
우주특수산업은 창립이래 자동차 내장부품생산의 선두주자로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
다. 주력제품으로는 차량 선바이져, HOTMELT 융착형 UV라벨, 핫스템핑 가공품 등이
있습니다.
2013년 SQ마크인증을 시작으로 2014년 품질불량 Zero화를 최우선 회사방침으로 세
웠으며 바코드 시스템 및 자동화시스템등의 신기술도입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향상된
제품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개선으로 우주특수산업의 이름이 세계인이 신뢰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 해당품목 : 부품(재제조)
•

UV LABEL

Injection and
Weaving Label

F83_(주)울트라이노베이션
•
•

소재지 : 충남 아산
Website: www.ultrai.co.kr

전시품목
자동차 알터네이터, 스타트모터

회사소개
Ultra Innovation Co., Ltd. is a Green Company that is in the field of
remanufacturing parts for cars.

We jumped into the business in the spirit of revitalizing the remanufacturing
industry which is becoming industrialized. In order to show the outstanding
performance and market value of remanufactured parts, and to get rid of social
stigma on remanufactured parts, all the employees are putting utmost effort to
produce the best quality products.
Currently, we are trying to get certification from the National Technology
certification on remanufactured part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재제조)

Alternator

Start-motors

Brake calliper & pad

C63_원정밀
•
•

소재지 : 인천
Website: www.wonprecisionco.com

전시품목
자동차부품 금형

회사소개
WONPRECISON was founded in September 1995 with a technical expertise
specialized in connector molds.
For many years since its founding, all executives and employees have been
practicing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to become the cornerstone of the
mold industry.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

D61_원진산업
•
•

소재지 : 부산
Website: www.wjind.com

전시품목
COOLER, CORE PIN, INSERT

회사소개
•

Die casting cooler 분야의 세계적 경쟁사와 대등한 품질

•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 우수

•

해외 Die casting 금형업체에 납품실적 확보

D11-P_(주)윈텍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wintech21.co.kr

전시품목
머신아이

회사소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조립/시험설비의 설계, 제작 및 자동화 관련 축적된 기술과 경
험을 토대로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을 명제로 신기술 접목과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고객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검사/진단 장비, 설비/기계, 신기술

Electric Compressor
Assembly Line
Alrernator Assembly Line
Coil Wind'g Assembly Line

Helium Leak Tester &
Recovery System

Image-based remote non-face-to-face
process and quality control device

C64_유니월드 오토테크(주)
•
•

소재지 : 인천
Website: www.uni21c.com

전시품목
폴리우레탄 부싱

회사소개
Polyrethane suspension bush, Sstabilizerbar, Torque rod Bush
폐사는 1999년도에 모회사인 (주)대화연료펌프로 부터 법인 독립하여 세워졌으며 호
주의 REDRANGER사로 부터 설비 및 기술이전을 받아 자동차용 서스펜션 부싱을 고
무가 아닌 폴리우레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수출해 왔으며 폴리우레탄 부싱에 관한
한 세계 일류 제조업체로서, 호주 REDRANGER사와 합작 투자하여 베트남 법인을 설
립하였습니다.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액세서리/튜닝

(주)유니캠프
•
•

소재지 : 전북 김제
Website: http://unicamp.co.kr/

전시품목
Univan RT, UNIVAN X, UNIVAN P

회사소개
* For Hyundai Motor Co.´s Grand Starex camping car, the Uni-Camp´s Univan RT
model is the most price-competitive one for the Grand Starex-based campus van
currently on the market, compared to the sales price of nearly 63 million won
including packages.
* The results from the behavior analysis of the campus are reflected in the Univan
RT model. It ruled out kitchen facilities with less frequent use, and can instead be
used as a bed by using second row bench-type sheets and link panels. Two adult
males, two adults and one child are fully available
* Coupling the first row seats with the second row seats allows for comfortable
dining, play, work and relaxation. A removable table is provided between columns
1 and 2 for us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레져차
•

•

해당품목 : 액세서리/튜닝

UNIVAN RT

UNIVAN X

UNIVAN P

D62_(주)유승
•
•

소재지 : 경남 양산
Website: www.ysbiz.co.kr

전시품목
Cad-Cam Disc / Automotive parts

회사소개
당사는 축적된 기술과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자동차부품 및 분말야금제품, 금속치과
재료 등 새로운 분야에 기술을 선도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하
여 고객님께 최상의 품질로 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혁신을 가치로 내걸고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강한 신념과 성실함,
도전정신의
경영전략으로 미래를 개척해 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D11-B_(주)이노알앤씨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innornc.co.kr

전시품목
자동차용 방진고무부품, 마운트류, 부싱류, 스토퍼, 댐퍼류, 순고무류, 산업용 고무류,
다이아프램

회사소개
(주)이노알앤씨는 자동차용 방진고무부품 및 산업용 고무부품 제조업체이며 최상의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생산 공정 및 검증된 기술력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력제품: 자동차용 방진고무부품: 마운트, 부싱, 스토퍼, 댐퍼, 다이아프램,
기타 순고무류 등)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Mount

Bush

Others

A43_(주)이림전자
•
•

소재지 : 충남 천안
Website: www.elim.com

전시품목
점화코일, 클러스터 이오나이져, 솔레노이드, 고압트랜스 등

회사소개
We, Elim Electronics, are estabilished in 2005 as a developer and manufacturer of
high voltage transformers. Also, We are one of OE supplier for Ignition Coil,
Cluster ionizer, Solenoid, Washer Pump and Sensor in korea.
Our name ELIM is an acronym for Efficiency, Leading, Innovation, and Morality.
With confidentiality, reliability, and a indomitable challenging spirit, we are
strengthening our competitive power by developing source technologies. Our
efforts have been recognized through ISO and UL certificates for electronic parts.
We will continue to satisfy our customers with top-class quality and competitive
price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부품(Aftermarket), 기타

Ignition Coil

Cluster Ionizer

SENSOR

A81-4_이모빌리티연구조합
•
•

소재지 : 강원 횡성
Website: www.emobility.kr

전시품목
이모빌리티분야 연구개발

회사소개
국내 중소기업들의 독자기술을 융합하여 개발한 자체 e-Mobility 차량 전시에 따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한 향후 판매거래선 확보 및 이미지 재고

•

업
태 : 기타
적용차종 : 친환경차

•

해당품목 : 기타

•

Model RC (Retro Cycle)
Retro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공도주행용으로 설계된
차량

Model RK (Racing Kart)
레이싱파크 경주용 및
테마파크 용도로 제작된
차량

Model KK (Kids
Kart)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 차량

C61_인천광역시청
•
•

소재지 : 인천
Website: www.incheon.go.kr

전시품목
지자체 투자유치 홍보

F16_인팩글로벌(주)
•
•

소재지 : 경남 김해
Website: www.inpackglobal.com

전시품목
자동차 부품 전용 일회용 박스 및 회수용 박스(종이,철재,플라스틱)

회사소개
INPACK GLOBAL은 포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수출포장 System을 출시하였고 많은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게 INPACK GLOBAL의 기술을 소개하여 수출 포장산업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는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수 많은 기업들은 폐기문제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매년 상승하는 포장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Recycle이 가능한 포장을 적용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회용 용기와 기업에서 필요로하
는 맞춤형 소재를 활용한(종이철재플라스틱) 전용 회수용 용기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기타

플라스틱

종이

스틸

G84_(주)일성테크
•
•

소재지 : 경북 칠곡
Website: N/A

전시품목
광학선별기 (색채선별기)

회사소개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검사/진단 장비

D11-G_일신프라스틱(주)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ilshin-plastic.co.kr

전시품목
RETAINER, ASH TRAY, ARM REST ASS’Y, DOOR ASS’Y

회사소개
일신플라스틱(주)은 1971년에 설립하였으며 끊임없는 인적자원 발굴과 연구개발을
토대로 최고의 제품과 품질을 자랑하는 자동차 플라스틱 내,외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
는 자동차플라스틱(사출성형)회사입니다.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

Armrest for Center Console
Blower Wheel for HVAC

Retainer & Fastener

D34_(주)재성테크
•
•

소재지 : 경남 김해
Website: N/A

전시품목
저속전기차용 파워트레인

회사소개
We have developed powertrains specializing in the sector of the low-speed
vehicles equipped with motors that have rated output powers of 3kw, 4kw, and
5kw.
The deceleration ratio is to be choose from 6.2:1 to 15:1, and the maximum
speeds vary between 25~80km/h. The weight of the products is about 35kg, which
is about 30% lighter than conventional products in the market.
Also, since the design of our product is compact and simple, 20% saveon
mounting-space is achievable.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친환경차, 이륜차, 레져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E-Powertrain for EV

A58_(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
•

소재지 : 전북 군산
Website: www.jiuc.or.kr

전시품목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회사소개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은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
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선
순환 생태계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설립된 기관입니
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는 "군산형 자동차 대체부품 일자리 생태계 조성사업"을
수행하며 군산시 및 전라북도 내 우수한 자동차 대체부품 기업을 지원하고 적극 홍보
하고 있으며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인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업
태 : 기타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기타

C011_(주)전우정밀
•
•

소재지 : 경북 경산
Website : www.jwjm.com

전시품목
도어스트라이커, 에어백 인플레이터, 모터 케이스, 토크 컨버터, 도어 랫치, 도어 힌지
외 스탬핑 부품

회사소개
Since establishment in 1992, Jeonwoo Precision Co., Ltd. has specialized in press
mould and processing works, focusing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2006, the IATF 16949 and SQ Mark certifications were achieved in press
processing works and so its high technology and advantageous competition have
been proven in the world´s market.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B64_정복전장
•
•

소재지 : 경북 경산
Website: www.aproled.co.kr

전시품목
자동차 부품, LED자동차 악세사리, 충전식 손전등, 기타 외

회사소개
자동차 부품 램프 생산 전문기업 정복전장은 현대모비스 순정용품생산업체로 20여년
간의 축척된 기술로 충전식 LED 손전등, 충전식 LED투광작업등을 연이어 개발해 산
업, 레저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당사에서 생산되는 LED 제품들은 특허를 획득한 반사판을 적용하여 저전력으로 고효
율을 실현하였다.
LED는 120도의 각도로 빛이 나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사판을 적용하였으며,
타제품에 비해 빛을 집중적으로 모아주고 멀리 비추어 4배이상의 밝기 차이가 난다.
정복전장은 사출에서 증착, 조립, 포장까지 Full라인업 자체 생산 공정으로 제품에 대
한 품질을 보증하며, 하청제조와 복잡한 유통과정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을 없애고 직
접 생산, 대리점 판매 및 온라인·전화 등 직접주문 판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
비자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업
태 : 제조, 기타
• 적용차종 : 상용차
•

•

해당품목 : 부품(OEM), 액세서리/튜닝, 기타

E11_(주)정아유압
•
•

소재지 : 경기 화성
Website: www.jahc.co.kr

전시품목
부스터 펌프를 일체로 구비한 유압실린더

회사소개
(주)정아유압은 정직과 품위를 기업이념으로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2000년
부터 일본,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우수성과 회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수출전문 기업 입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특장차, 농기계, 건설장비
해당품목 : 정비/공구, 신기술

G81_정우오토모티브(주)
•
•

소재지 : 경북 경주
Website: www.jwawp.com

전시품목
자동차 엔진용 워터펌프

회사소개
Ace of Korea With top engineer over 35 years of expreinece for automobile, we
guarantee our products.
Jungwoo Automotive Co., Ltd is specializing on water pump products and has got
reputation for the finest quality even at the start of business. This pride made us
to use our brand " Ace of Korea"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water pump for
Japanese car

water pump for
Korean car
Available for latest
water pumps

C12_제이테크
•
•

소재지 : 경북 경산
Website : N/A

전시품목
도어스트라이커

회사소개
프레스 금형 및 프레스가공 전문기업 자동차 부품 도어스트라이커 생산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 해당품목 : 부품(OEM)
•

G35_제일에이치티씨
•
•

소재지 : 경기 화성
Website: http://blog.naver.com/jeilhtc

전시품목
진공열처리, 질화열처리

회사소개
품질, 속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명성이 높은 열처리 서비스의 틈새 공급자가 필요
하다면 준비된 프리미엄 열처리 서비스 - 제일 HTC를 고려해 보세요.
우리는 열처리가 필요한 알루미늄, 티타늄, 니켈 합금 또는 철강 부품 고객을 위해 다
양한 최상급 열처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 합니다.
필요한 내구성과 내식성을 얻기 위해 부품이 거쳐야 할 어떠한 공정이 필요해도 우리
는 작업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소재/원료

Heat treatment of Gear Parts

Heat treatment of Aluminium Parts

B71_(주)지씨에스
•
•

소재지 : 경북 김천
Website: www.gcsnetwork.com

전시품목
차량용 공기압축기, HVAC SYSTEM

회사소개
우리 GCS 는 차량용 공기압축기 전문제조 및 수출업체로써 미국 일본 브라질 유럽
호주를 비롯하여 전세계 18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AFTERMARKET 시장에서 GCS 제품들은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를 위하
여 꾸준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100% 고객만족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부품(Aftermarket)

Automotive A/C compressor

C75_지엠테크
•
•

소재지 : 충북 청주
Website: www.newgmtech.com/main

전시품목
복합재료 검사 시스템

회사소개
GM TECH as a Korea sanding equipment manufacturer is making the equipment
to meet the needs of our customers with the determination to make the best
metal surface treatment equipment.
GM TECH manufactures and supplies non-destructive testing equipment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arts and materials at the industrial site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정비/공구, 설비/기계, 소재/원료

Wet
Dust
collector
Sand blast machine

Development of
Multi-Joint Robotic
Ultrasonic

C23_(주)지케이알
•
•

소재지 : 경북 구미
Website: www.globalkr.com

전시품목
차량용 계기판, 건설기계/농기계용 디지털 디스플레이

회사소개
*Strength
1) Reliable product
2) Competitive price (VE and effective R&D resource input)
3) Two manufacturing locations in Korea(Gumi) and China (Yentai) *R&D
Capabilities :
(1)

CAN (LS/HS) communication development experiences

(2)

Gateway (Low Cost Architecture) - BCM function is included in cluster

(3)

3.5” 4.3” 5.7” 7” 8” TFT LCD development/M.P.

(4)

Simulation & Verification - Illumination/Strength/Vibration/Injection simulation
for plastic parts H/W & S/W matching and debugging (bench & vehicle)

(5)

EV cluster development (SOC gauge)

(6)

OBD-II data utilized product development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이륜차, 특장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C44_지티코리아
•
•

소재지 : 대구
Website: N/A

전시품목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서 부품

회사소개
GT KOREA can supply not only our own AC Compressors and the parts but also
the Genuine Compressors as a distributor.
Under infinite challenging spirit innovation imitativeness and confidence from
management spirit to become high-class company based on affirmative thinking
and mind with the ambition to become the global leading automobile parts to
build up the fine quality and technological power for customers.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Air Conditioning Compressor

G82_(주)진영프로토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
Website: www.jyproto.com

전시품목
트랜스미션케이스, 실린더헤드, 배기매니폴드, 실린더헤드커버, 흡기매니폴드, 오일펌
프하우징, 인버터하우징, 컨버터하우징, 파이프, 브라켓, 워터펌프하우징, 컴프레서하
우징

회사소개
Jin Young Proto uses its outstanding sand-casting technology to produce
the most complicated aluminium parts, including TM cases, cylinder heads,
cylinder head covers, manifolds, inverter housing, oil pump housing, and
more.
The technology is useful for items of relatively smaller quantity but of high
complexity and fine finish, and lowers the mould costs compared with the
die-casting process. The company specialises in fabricating custom-made,
aluminium alloy parts for automotive, ships, rail cars, IT, medical devices and
other industrial machines. It has been recognised as a top-tier vendor.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상용차,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C22_(주)진흥브레이크
•
•

소재지 : 경기 포천
Website: www.jhbrake.co.kr

전시품목
브레이크 패드 & 슈 아세이

회사소개
We Jinheung Brake Co.,Ltd have been supplying companies with brake pads, brake
shoe assembly and brake lining since 1968.
We are now exporting with a long line of experience of the domestic market.
Accurate delivery, non-defective and high quality of goods for a reasonable price
is our motto. We have provided the best service to our customers and have
gained an excellent reputation.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Brake Pad

Brake Shoe

G73_천일엔지니어링(주)
•
•

소재지 : 인천
Website: www.chunileng.com

전시품목
자동차 엔진, 트랜스미션 플라스틱 부품( Water Outlet, 변속기 커버, 플러그 등)

회사소개
당사는 GM 1차 협력사이며 자동차 트랜스미션,엔진용 플라스틱부품 생산하고 있습
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상용차,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 (OEM)

Trans-Mission Item

(주)카츠코리아
•
•

소재지 : 부산
Website: www.karz.kr

전시품목
해양 레저용 보트 트레일러

회사소개
This trailer embodies what is expected from it.
Karz is a company that specializes in the manufacture of automobile suspension
systems. The company has accumulated knowhow and expertise in cars and now
produces boat trailers using the mechanisms and technologies it has employed in
cars. It is proud to introduce its signature product “Karz Trailer”.
The Karz Trailer is made possible by its long-time technology and best engineers.
This product well reflects the company’s philosophies of “pursuing the best” and
“maintaining challenging spirits”.
•
•
•

업
태 : 제조, 무역, 유통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KA 350 series

C71_(주)케스케이드테크
•
•

소재지 : 충북 청주
Website: www.cascadetch.co.kr

전시품목
산업용, 초경 절삭공구, 앤드밀, 드릴, 리머, 특수공구

회사소개
Our Cascadetech company is a promising Korea specialty cutting tool
manufacturing company specializing in various Endmills, Drills, Reamers, Cutters,
Saws, and Bites made in Carbide and PCD materials.
We strive to provide the best service for our customers by improving quality and
performance by improving precision and surface roughness of processed parts,
while improving productivity and securing cost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optimized tool materials..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정비/공구

High-performance
End mills (X-Series)

Diamond Coated
EndMills for
Graphitename

EndMills for Acrylic
and Wood

(주)케이스랩
•
•

소재지 : 경기 수원
Website: www.caselab.co.kr

전시품목
자율주행시스템 모듈로 차량의 자율 주행을 위한 전체 시스템을 탑재

회사소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능 로봇 개발 및 판매, 산업플랜트 전문 서비스 적용을 목
적으로 2018년 설립되었다.

AI형 지능형 알고리즘-스마트 센서-스마트 구동기-스마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지
능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18년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으며 2020년 SCI주관 우
수기술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IT/전장,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주)케이씨엘피
•
•

소재지 : 광주
Website: www.kclpgroup.com

전시품목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회사소개
쌍용자동차에 차량용 무선충전기, 파워트렁크를 납품. 필리핀, 태국 현대 등의 고객사
에 자동차용품, 부품을 수출하고 자동차 전장 핵심부품인 파워트렁크 (오토트렁크 시
스템), 오토래치, 차량용 무선충전기 등 혁신 기술개발을 통하여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간중심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
*제품소개 - 차량용 무선충전기(휴대폰을 무선충전영역 중앙에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
되는 기기)는 세계최초 무선충전 가이드 특허기술인 “무선 충전 주파수 검출기술
(FTT)” 보유, 충전 효율을 극대화 한 3코일을 이용하여 무선충전이 가능한 충전범위를
확대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 해당품목 : 액세서리/튜닝, IT/전장, 신기술
•

Dual wireless charger

DRL(Daytime Running Light)

C31_(주)케이아이씨
•
•

소재지 : 경기 안산
Website: www.kiccoltd.co.kr

전시품목
차량용 완충장치

회사소개
KIC is leading manufacturer of shock absorber for passenger & commercial car in
Korea. And KIC is the tunning car suspension specialist and manufacturer.
KIC can provide any kinds of suspension shockabsorber and tunning car chassy
system. KIC produces over 200 types of after-market shock absorbers and each
product has passed various tests in our own facilities to consolidate quality.
Try our KIC absorbers and you will readily appreciate its quality which is
acknowledged globally.
업
태 : 제조, 무역
• 적용차종 : 승용차
•

•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액세서리/튜닝

RB ACCENT FRONT LH

RB ACCENT REAR L/R

A81-1_(주)코알라스튜디오
•
•

소재지 : 강원 강릉
Website: www.gwtp.or.kr

전시품목
전동 수중익 서핑보드

회사소개
•
•

Company history: Since 2018
Technology
- Manufacture and repair of leisure yachts
- Electric surfboard and paddle boat manufactruing
- Tourism ship manufacturing and repair
- National policy task research and development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친환경차
해당품목 : 완성차

Electric Hydro
Surfing Board

Electric Paddle Board

코업
•
•

소재지 : 부산
Website: www.4thf.com

전시품목
차량용 친환경소재 스위치

회사소개
차량용 친환경소재 스위치 : 3D 프린팅 기반 전기차 및 친환경 자동차의 인포테인먼
트시스템에 적용되는 친환경 소재로 제조, 전면에는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형상으로
가공되는 동시에 후면에는 각 부품들에 요구되는 성능과 품질을 갖춘 3차원 플라스
틱 구조의 스위치 제품임)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C67_클라이젠(주)
•
•

소재지 : 충남 예산
Website: www.clizen.com

전시품목
차량 공조기용 부품 및 엔진 쿨링모듈

회사소개
폐사는 1995년 설립이래 자동차 공조 및 엔진 쿨링모듈을 설계&제작하여 완성차 및
1차벤더 업체에 OEM 공급과 해외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OEM거래를 위한 각종 인증 및 특허를 보유하고, 고객사 대응을 위한 기술연구소 운
영 하고 있으며, 생산설비 및 검사장비를 갖추고 최상급 품질의 제품을 제작하여 공
급하고 있습니다.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부품(Aftermarket)

E12_태하 메카트로닉스
•
•

소재지 : 경기 안양
Website: N/A

전시품목
클러스터, HMI 디스플레이, ECU, 로터리 스위치

회사소개
태하메카트로닉스㈜는 건설, 농업, 광업, 중장, 자동차, 산업의 전장부품 설계와 제조
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제조 시설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엄
격한 품질 관리와 우수한 인력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고 나아가 세계
로 나아가는 큰 경쟁력 원동력 입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상용차, 특장차
해당품목 : 부품(OEM), IT/전장, 소프트웨어

Conpac 035 (ECU)

CUBE (HMI 4.3 inch Display)

UNO (Basic Instrument Cluster)

A73_(주)테스크
•
•

소재지 : 경북 김천
Website: www.tesk.co.kr

전시품목
스텐레스 조관 파이프,타공파이프, EURO-6 DOC/DPF/SCR 머플러,유레아(요소수)탱
크, 배기매니폴더, 요소수농도검사장치

회사소개
We are a Emission system, PTO related Special vehicle and Stainless Steel tube
manufacturer engaged in various application for automotive components.
With 15 years of technical know-how and experiences, we have been supplying
high quality P/M parts to major tier-1 automotive companies in Korea and Globe.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소재/원료, 검사/진단 장비

PTO based Electric Vehicle Recharging

D11-E_테슬론(주)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tesllon.com

전시품목
압축공기용 필터

회사소개
테슬론이 개발한 압축공기 필터 "이세퍼레이터(e-Separator)"는 99.9997% 효율로 이
물을 제거하며, 엘리먼트가 없어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NC, 도장, 자동화기기, 실린더 등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의 품질을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국무총리상"과 2019년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습
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정비/공구, 설비/기계

eSeparator (iC03)

eSeparator (MA03)

Purity (AM01)

G33_테크노바이오
•
•

소재지 : 경기 화성
Website: www.technobio.co.kr

전시품목
연료첨가제

회사소개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 회사는 1995년에 설립된 이래 ISO9001과 14001 인증을 받고 현재까
지 자동차 및 선박 연료용 친환경 연료첨가제(브랜드명 : POWER-Z)를 생산해오고 있
으며,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의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 및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첨가제의 품질과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왔습니
다.
폐사제품은 친환경 연료첨가제로써 연소효율 상승, 카본제거 효과는 물론 뛰어난 배
기가스 저감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제품인증”(산업통상자
원부)과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을,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특허, 미국특허, 중국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업
태 : 제조, 유통
• 적용차종 : 전차종
• 해당품목 : 소재/원료, 케미칼, 신기술
•

POWER-Z(Diesel)

POWER-Z(Gasoline)

C76_(주)테크브릿지
•
•

소재지 : 충북 청주
Website: www.techbridge.kr

전시품목
아웃도어용 파워뱅크

회사소개
전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문기업입니다.
회로설계부터 PCB, 펌웨어 개발 및 시스템 설계까지 직접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
다. 현재 보조배터리들을 연결하여 쉽게 구성이 가능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와
아웃도어용 파워뱅크를 출시 준비중입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레져차
해당품목 : 액세서리, 전장, 신기술

* Product Details *
Powerbank for outdoor use
is easy to use by connecting
the auxiliary battery.
Scalable up to 1 kWh and
supports a variety of output
ports on Seager Jack, USB,
and DC Jack.

Portable Power Station 1000

C72_(주)티니코
•
•

소재지 : 충북 청주
Website: www.tiniko.co.kr

전시품목
군수 수송기계부품용의 열수축링/튜브, 형상기억합금 선재 및 판재

회사소개
(주)티니코는 TiNi계 형상 기억(SMA: Shape Memory Alloy)재질의 반제품 와이어를
생산 및 판매 하는 기업임
주요 생산품 1)초탄성 특성의 TiNi-Nb으로 제조된 군수 수송기계부품용의 열수축
ring 및 tube fastener 2)ASTM F2063 국제규격형의 TiNi 형상기억합금 선재, 판재 등
공급 3)척추고정기구, 골절치료용기구, 등의 정형용품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4)스텐
트용 와이어, 수술용가이드와이어, 등 와이어 반가공(반제품)품. 등 제조 및 판매
5)TiNi 다공형 소재를 활용한 웨어러블 약물전달기 제조 및 판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OEM), 소재/원료

B62_(주)파츠몰
•
•

소재지 : 경기 고양
Website: www.parts-mall.com

전시품목
필터, 서스펜선, 브레이크패드 등

회사소개
The organization of Parts-Mall Corp. serves its customers with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et the needs of all kinds of spare parts.
As the leader in Korean spare parts business, Parts-Mall Corp. provides primarily
our customers with involvement in wide range and reliable quality.

Beyond the limited boundary of Korean spare parts business, Parts-Mall Corp.
pursuits to be a remarkable leading company in the worldwide market. To achieve
the vision of Parts-Mall Corp., it is necessary to conduct business strategies
steadily and continuously.
업
태 : 무역
• 적용차종 : 승용차
•

•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엔진, 전장용
재제조부품

(주)프리모
•
•

소재지 : 광주
Website: www.primo1.co.kr

전시품목
차량용 전장부품( Electronic Side Step, Door Spot Lamp, LED Tailgate Lamp)

회사소개
▶ IATF16949:2016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 ISO9001:2008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 Selected as the first supply company of genuine parts to SSANGYONG MOTOR
▶ Standard & Automotive LED lighting total solution
- Custom lighting application / Control system design / LED project management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해당품목 : 전장부품(OEM), 전장부품(Aftermarket), 액세서리/튜닝

Electronic Side Step

LED Tailgate Lamp

Door Spot Lamp

B35_피씨케이(주)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pckinfo.co.kr

전시품목
합성고무 Compound, 자동차 및 산업용 특수 고무, 오일씰, O-ring, 열차용 방진고무,
에어 스프링

회사소개
PCK is a technology business which has developed through endless R&D and
facility investment in the field of high molecular technology since its foundation in
2000.
Our company began as a Comp’D of synthetic rubber supplier, and currently, we
are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adhesives for rubber forming, and
manufacturing special rubber products for vehicles and industrial purpose, and we
are doing our best to become the cornerstone of domestic industrial development.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 해당품목 : 부품(OEM), 소재/원료, 케미칼
•

A81-3_(주)피엠모터스
•
•

소재지 : 강원 횡성
Website: http://pmmotors.co.kr

전시품목
Personal mobility 전기 이륜차, 전기 스쿠터, 전기 킥보드

회사소개
㈜피엠모터스는 PM(Personal Mobility)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를 위해 2017년 09월
창업한 기업으로 PM(Personal Mobility) 제품 중 전기 삼륜 바이크, 전기 이륜 스쿠터,
전동 킥보드, 농업용 운송 대차(수레) 제품에 고유의 제품 브랜드와 차별화된 전용 기
술을 접목한 제품을 생산 판매 합니다.
제품군 중 1호 제품은 마루(Maru)_액티언(Actyon)로 전기 삼륜차(바이크) 제품 입니
다. 제품 중 2호 제품인 라온(Laon)_스쿠터(Scooter), 제품 중 3호 제품은 마루(Maru)_
킥보드(Kickboard), 4호 제품은 라온(Laon)_농업용손수레(Agricultural handcart)가 있
습니다. 고유 기술로는 기계식 자세복원 및 무동력 냉각, 단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업
태 : 제조
• 적용차종 : 친환경차
• 해당품목 : 완성차
•

Maru_Actyon

Laon_Scooter

Maru_Kickboard

C62_(주)피케이에프씨
•
•

소재지 : 인천
Website: www.pkfc.kr

전시품목
자동차부품, 기계 가전제품, 브라켓류, 클립류, 특수 고정부품, 후드로드, 루프 링 등

회사소개
By ensuring reliability about quality through various certification. It has a technical
advantage by holding patents on various products. It has abundant experience in
developing auto parts, has secured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in-house
development, and has various facilities.
1. Press product : The equipment is widely used in producing various automobile,
electric and electronic parts
2. Multi forming product : The amount of material consumption in the production
by this equipment is lower than any other equipment due to its lower loss rate.
3. Assembly product & Assembly products from machining center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친환경차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재제조)

Press/Brackets
Multi-forming/Clips

Air filter/Cabin filter

A72_하나로자동차써비스(주)
•
•

소재지 : 경기 김포
Website: www.hannaroparts.co.kr

전시품목
자동차 A/S 부품과 Wiring harness 제작용 Connectors

회사소개
•

•

•
•
•

All kinds of A/S autoparts to repair Hyundai, GM, Kia, Ssangyong, RenaultSamsung cars with genuine, OEM and non-genuine quality parts(especially very
strong Genuine parts)
All kinds of Connectors to assemble Wiring harness under the brand of TE, KET,
Molex, JST, Delphi, Yazaki, Sumitomo, Bosch, KUM, etc.
업
태 :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부품(Aftermarket)

G44_하영산업
•
•

소재지 : 경기 화성
Website: N/A

전시품목
엑슬 하우징 브라켓트, 콘크리트 펌프카 부품

회사소개
하영산업은 금속주조 회사로서 특수강 생산업체 입니다. 생산 품목으로서는 상용차
엑슬 하우징 브라켓트 및 콘크리트 펌프카 부품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먼저 현대자동차 품질 인증(SQ인증)을 2016년도 획득하여 신뢰성을 확보한
제품을 지속 생산하고 있으며, 마모성이 중요한 펌프카 부품과 관련된 특수강 재질
관련 특허를 2016년 취득하여 국내 시장의 품질의 우수함을 평가받고 있으며, 재질
숙련의 축적으로 가장 적합한 재질의 성분량을 데이터화 하고 지속 유지 관리하는 시
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충족하여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부품(Aftermarket)

AXLE HOUSING BRAKET

CONCRETE PUMPCAR ELBOW

G14_(주)하이원
•
•

소재지 : 경남 함안
Website: www.highone.co.kr

전시품목
자동차, 중장비 및 기타 열간 단조 부품

회사소개
Since Highone started forging business in 2005, We have been investing all efforts
into creating meaningful activities which make our valuable partners satisfied with
technology innovation, reliable quality and cost reduction.
As the result of continuous effort by highly qualified members of Highone, we
became one of the best hot forging part manufacturer in Korea.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

해당품목 : 부품(OEM)

•

Shaft, flange,
connecting rod, link

Link, Fork

Segment for
alternator

B36_(주)한국고분자
•
•

소재지 : 대구
Website: www.kppolymer.co.kr

전시품목
모노캐스팅나일론, 폴리아세탈, 피크

회사소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합성수지를 필요한 요소 분야에 최적의 조건으로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생산.공급하고자 함.
주력 생산품은 MC Nylon, POM 등 이미 일반화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물론 EDS
등 특수 기능성 제품군과 폴리케톤, 슈퍼엔프라제품인 PEI, PEEK의 생산, 특히 PEEK의
경우는 국내 최초 필름 생산 개발에 성공함.
주력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과 미국, 호주, 남
아공 등 보다 넓은 시장을 직접 공하고 있음.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객이 원하는 어
떠한 제품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소재/원료 , 부품(재제조)

D41_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소재지 : 서울
Website: www.kpic.re.kr

전시품목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

회사소개
Established in 2011, the Korea National Ppuri Industry Center has been pursuing a
diverse range of policies to promote Ppuri industry. Under the vision of
“Conversion of the Ppuri Industry: From 3D to ACE,” the center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upgrade the outdated images of the Ppuri Industry, improving the
models as well as creating new visions for the future.
•
•
•

업
태 : 기타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전차종
해당품목 : 부품(OEM), IT/전장, 설비/기계

A81-7_한국이브이충전기(주)
•
•

소재지 : 경기 군포
Website: www.kevc.net

전시품목
전기차 충전기

회사소개
양산된 제품별 사양 및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전기차용 충전기를 설계 제작함.
점차 늘어가는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고성능 급속 충전기 보급과
충전 스테이션을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친환경차
해당품목 :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B33_한국클래드텍
•
•

소재지 : 대구
Website : http://koreacladtech.com

전시품목
동+알루미늄+동 3중 클래드메탈 버스바, 스테인레스+알루미늄 2중 클래드메탈 테일
트림

회사소개
We are a Clad Metal manufacturer engaged in various application for automotive
components. With 30 years of technical know-how and experiences, we have been
supplying high quality material parts to automotive companies in the KOREA.
Clad metal means the bonded mechanism metal with ferrous metal and nonferrous metal. By using the advantages of each metal, clad metal has the new
properties. Manufacturing methods are rolling, welding, casting and extruding etc.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전차종
해당품목 : 소재/원료

TAIL TRIM

BUSBAR

HOOD INNER

B61_한나 코퍼레이션
•
•

소재지 : 경기 파주
Website: www.hannacorp.kr

전시품목
자동차부품, 필터

회사소개
With 30 years of experience under the designation of authorized parts dealer,
Hanna Corporation has been devoted itself yo supplying the spare parts for
engine parts of Doosan infracore, bus, Tata truck, heavy duty, Cummins, Man and
ZF etc.
We have a highly professional sales team to assist the customers with most
satisfaction and our competent support staff ensures proper support for the sales
team.
We have huge storage facility with more than 10,000 square meter on our own in
Korea.
this enables the storage of entire volume of all the necessary goods for the entire
market, and also this ensures right and quick delivery of the product, in
reasonable time.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

해당품목 : 부품(OEM),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IT/전장

•

OIL FILTER

SHOCK ABSORBER

EGR KIT

C43_(주)한남하이텍
•
•

소재지 : 충남 공주
Website: www.hannamht.com

전시품목
아크릴폼 양면접착 테이프

회사소개
Hannam Hi-Tech Co., Ltd. Is founded in 1998. We have only focused on acrylic
foam tape. Now we have good portfolio of acrylic foam tape. We have selfadhesive foam tape, coated foam tape, heat activated foam tape and etc. We have
several foam types from firm to very conformable. We are the expert to combine
two different surface materials for metal, glass, plastics, and rubber.
We can produce whatever about acrylic foam tape. Example, one side heat
activated adhesive, and the other side automotive painted panels for Hyundai, KIA,
Samsung, Renault, Mercedes, VW, Toyota, Nissan, GM, Ford and others.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

해당품목 : 부품(Aftermarket), 부품(재제조), 액세서리/튜닝, 소재/원료, 카케어

•

Acrylic foam Tape

Thermally conductive tape

(주)한엑스
•
•

소재지 : 부산
Website: www.ihanex.com

전시품목
우레아탱크, 차량용냉장고, 파워스티어링탱크, 서지탱크, 엠블렘 등

회사소개
Hanex Co., Ltd. has been a leading expert in plastic molding since its departure as
Haenim Toy in 1968 and has maintained sustainable growth based on more than
50 years of accumulated technology and know-how. As soon as it became
independent from Hanex Co., Ltd. in 2006, July, an auto parts company, in 2006,
December and 2007, May Hanex Co., Ltd. registered as the primary vendor of Zyle
Daewoo Commercial Vehicle Co., and Tata Daewoo Commercial Vehicle Co. Ltd to
provide high quality products to all industries that need plastics as well as the
automobile industry. Hanex Co., Ltd. is building a one-stop system that covers the
entire process of developing and producing plastic products (design, mold making,
molding, assembly production, etc.) in a package manner, providing instant and
prompt response to all customer needs to deliver customer satisfaction and
impression.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상용차
해당품목 : 액세서리/튜닝, 전장, 부품(OEM),부품(Aftermarket),부품(재제조)

The urea tank that
supplies urea
to reduce NOx nitrogen
oxides in diesel vehicles

A portable
refrigerator for both
vehicle and home use.

The power
steering tank that
supplies power
oil for power
steering

F01_(주)헥스하이브
•
•

소재지 : 경북 구미
Website: www.hexhive.co.kr

전시품목
피오르360 PREMIUM 블랙박스

회사소개
(주)헥스하이브는 차량용, 바이크용 블랙박스 제품 및 홈 보안 IP 카메라를 제조 판매
하고 있습니다. 360도 렌즈모듈 카메라 1대 설치로 차량의 전방, 실내, 좌측 및 우측
360도 전방향 화면을 한번에 촬영 녹화할 수 있는 블랙박스로서 시야각 확보가 용이
하고, 높은 선명도를 가지면서도 기기의 소형화가 가능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설치수량 감소, 저장용량 감소, 사고분쟁 감소, 다양한 확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
니다.
아울러 홈 및 사무실, 매장등 실내에 설치하여 360도 전방향 상황을 촬영 및 녹화할
수 있는 컴팩트한 크기의 유무선 기반 IP 카메라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헥스하이
브의 NET신기술 인증 받은 360도 렌즈를 이용하여, 바이크용 블랙박스인 "피오르360
2Mega"와 "피오르360 QHD"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차량용 블랙박스인 "피오르
360 CAR"와 금번 신규로 출시된 "피오르360 PREMIUM"은 블랙박스 1대로 차량의 전
방/좌/우/실내 까지 촬영하며,주차중 문콕테러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동 제품
은 QHD 고화질 360렌즈 기술! 쏘니센서(IMX179, 8 Mega Pixels) 탑재! Wi-Fi연결 전
용 모바일 앱인 Hex CAM앱을 제공합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IT/전장, 부품(OEM), 부품(Aftermarket)

(주)현대하이텍
•
•

소재지 : 광주
Website: www.hdhitec.com

전시품목
COWL & DASH COMPL, QTR COMPL, SUNROOF REINF

회사소개
Hyundai Hitech was established in 1991 Gwangju´s leading auto parts
manufacturer in 2017 Continuous development of R&D and quality assurance
(High strength steel and CFRP/Al etc. Joint technology)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

QTR COMPL
COWL & DASH COMPL

SUNROOF REINF

D43_형일기술
•
•

소재지 : 인천
Website : www.hyungil.co.kr

전시품목
플라스틱 사출금형

회사소개
고강도의 팔레트와 박스를 만들기 위한 제품설계 및 금형제조 특허와 금형설계기술
을 보유

B81_(주)형제파트너
•
•

소재지 : 경북 구미
Website : http://hjp.kr/

전시품목
전기차, 전기골프카트, 농기계 등

회사소개
당사는 2012년 10월에 창업한 골프카트, 전동운반차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최초로
농업용 전동운반차의 농기계 인증을 획득(2015.01.14.)하는 등 전동운반차 분야의 선
두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농기계 인증을 획득한 달구지7, 아그레브10의 양산모델을 개발하여 시판중이며,
그 외 다인승 전동차, 트럭, 시설관리차, 리조트 용도 등의 특수목적 전동차를 생산하
여 관공서 및 기업 등에 판매하고 있다.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친환경차, 특장차
해당품목 : 완성차

AGREV 10

A41_(주)홍성브레이크
•
•

소재지 : 충남 홍성
Website: www.hsbrake.com

전시품목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닝, 슈 어셈블리

회사소개
Hong Sung Brake Co., Ltd which is one of OE manufacturers in Korea is now
producing “GOLD” brand.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Hong Sung “GOLD” as a top brand for 14 years
consecutively and Hong Sung Brake Co., Ltd. Takes No. 1 award from Korean
government. “Gold” brand has a full coverage for all Korean vehicles including
Hyundai, Kia, Daewoo, Samsung and Ssangyong.

Also “Gold” had developed many brake pads and shoes for foreign cars including
Japanese, European and American cars.
•
•
•

업
태 : 제조, 무역
적용차종 : 승용차, 상용차
해당품목 : 부품(OEM),부품(Aftermarket)

BRAKE PAD "GOLD"
1.
2.
3.
4.

BRAKE SHOE "GOLD"

BRAKE LINING "GOLD"

Retaining the technology of mixture design of friction materials
Soft material selection, improved brake friction noise
Improved braking, reduced dust
Outstanding braking power, thermal safety at high temperatures, and
maintaining electrical insulation

G36_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화성상공회의소
•
•

소재지 : 경기 화성
Website: http://hstrade.or.kr/

전시품목
화성시 기업제품(샘플)

회사소개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는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
으며(화성시 조례 제820호),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가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센터장 1명 외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기업에서 5년 이상
의 수출입 경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시장과 무역업무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컨
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
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가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화성시 중소
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 할 수 있도록 견실한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화인특장
•
•

소재지 : 광주
Website: www.finemotors.co.kr

전시품목
Autonomous Collection Vehicle, Negative Pressure Ambulance, Arm-roll Truck

회사소개
FINE MOTORS is a manufacturer of Special Purpose vehicle and only company
registered in UNGM(REG No. 365941) as a special vehicle vendor in S. Korea.
Especially we have very skillful technicians in R&D Department. Human resource is
one of our main strength and our R&D center has commit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products.
Based on excellent technologies, the company had developed 124 kinds of special
purpose cars to satisfy functions and efficiency of soldiers, policemen, airport,
environment, construction work and farming
•
•
•

업
태 : 제조
적용차종 : 특장차
해당품목 : 완성차

Autonomous Collection Vehicle

Arm-roll Truck

Negative Pressure
Ambul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