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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名公表リスト

No 회사명(일어) 회사명(영문) 홈페이지 주소 분류 취급품목

1 株式会社アーステクニカ EARTHTECHNICA CO., LTD. http://www.earthtechnica.co.jp

http://www.earthtechnica.co.jp/english

기계 파쇄 및 분쇄 재활용 관련 품목, 파우더처리 기기, 특수강 등

2 株式会社ＩＨＩ IHI Corporation http://www.ihi.co.jp

http://www.ihi.co.jp/en/index.html

기계 원자력 및 발전설비 기자재, 사회기반구축 건설 자재, 항공우주용 엔진 등

3 アイコム株式会社 Icom Incorporated http://www.icom.co.jp

http://www.icom.co.jp/world/

전자 Digital Transceiver 등 통신장비

4 アイシン・エィ・ダブリュ株式会社 AISIN AW CO, LTD. http://www.aisin-aw.co.jp/

http://www.aisin-aw.co.jp/en/index.html

기계 자동차 자동변속 장비 등

5 アイシン精機株式会社 Aisin Seiki CO., LTD. http://www.aisin.co.jp/

http://www.aisin.com

기계 자동차 부품, 침대 등 가구, Gas Heat Pump Air-conditioner, Fiber Laser 등

6 ＩＤＥＣ株式会社 IDEC CORPORATION www.idec.com/jpja/

www.idec.com

기계 공장자동화 라인 품목, 검사 라인 품목, 정유화학 관련 품목, 태양열, 농업 관련

품목 등

7 ＩＰＧフォトニクスジャパン株式会社 IPG Photonics Japan Limited http://japanese.ipgphotonics.com/index.htm

http://www.ipgphotonics.com/

전자 FIBER LASERS 및 레이저 시스템 등

8 阿井物産株式会社 AI Corp. 기계 전기 기계기구 및 냉동장비 등

9 ＡＩメカテック株式会社 AIMECHATEC,Ltd. https://www.ai-mech.com/

https://www.ai-mech.com/en/

전자 반도체 관련 품목 등(The Film Forming Equipmentmm, Semiconductor Equipment,

Flat Panel Display Equipment, Life Cycle Support Business)

10 アキレス株式会社 Achilles Corp. http://www.achilles.jp/

http://www.achilles.jp/english/index.html

소재 신발, 차량 내부 인테리어 품목, 우레탄폼, 방열재 등

11 曙ブレーキ工業株式会社 AKEBONO BRAKE INDUSTRY CO., LTD. http://www.akebono-brake.com/html/home.php

http://www.akebono-brake.com/html/home.php

기계 차량용 브레이크 및 센서

12 旭化成株式会社 ASAHIKASEI CORPORATION http://wwwpro.asahi-kasei.co.jp/asahi/jp/index.html

http://wwwpro.asahi-kasei.co.jp/asahi/en/

소재 암모니아 및 질산 등 산업용소재, 의료용 기기 및 필터, 가정용 건축 판넬 등

13 旭化成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ASAHIKASEI MICRODEVICES CORPORATION http://www.akm.com/akm/jp/

http://www.akm.com/akm/en/

전자 오디오 컨버터 및 비디오 엔코더, 아날로그 포인팅 디바이스, 전자컴파스

(Electronic Compass) 등

14 旭化成ファーマ株式会社 Asahi Kasei Pharma Corporation http://www.asahikasei-pharma.co.jp/

http://www.asahi-

kasei.co.jp/asahi/en/aboutasahi/pharma/index.html

생물 약 및 진단용 시약 등(Prescription drugs, Diagnostic reagents)

15 株式会社アサヒ製作所 ASAHI SEISAKUSHO CO.,LTD. http://www.ascl.co.jp 기계 산업용 세탁 장비 등(Continuous batch washer, Tunnel Dryyer, Roll Ironer 등)

16 アジレント・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Agilent Technologies Japan, LTD. http://www.agilent.co.jp/

http://www.agilent.com/

전자 의료용 자동전기영동기, 질량분석기 및 분광기, 세포분석 등 임상진단 품목

17 アスカ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Asuka Trading Co., LTD. 미분류

18 アステラス製薬株式会社 Astellas Pharma Inc. http://www.astellas.com/jp

http://www.astellas.com

생물 암 치료제 등 의약품

（2019/4/26更新、五十音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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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アズビル株式会社 Azbil Corporation http://www.azbil.com/jp/

http://www.azbil.com/

전자 빌딩 자동화 및 매니지먼트 시스템, 공장자동화 컨트롤, 압력변환기, 밸브, 의

약품 생산 시설 등

20 株式会社ＡＤＥＫＡ ADEKA Corp. http://www.adk.co.jp 소재 폴리머 첨가제, 플라스틱 가소제 등 화학관련 품목, 반도체 소재, 에폭시 레진

등
21 アドバンス電気工業株式会社 ADVANCE ELECTRIC COMPANY INC. http//www.advance-e.JP/

http//www.advance-e.jp/english

기계 반도체 및 의료, 환경분야 정밀밸브

22 株式会社アドバンテスト ADVANTEST CORPORATION https://www.advantest.com

https://www.advantest.com/global-top

전자 테라헤르츠 분광/이미지 해석 시스템, 메모리 테스트 시스템 등 시험측정장비

23 株式会社アドマップ ADMAP Inc. http://www.admap.co.jp

http://www.admap.co.jp/en/index.html

기계 고체화학기상증착 기기 등 반도체 관련 품목

24 アネスト岩田株式会社 ANEST  IWATA  Corp. http://www.anest-iwata.co.jp

http://www.anest-iwata.co.jp/english/index.html

기계 에어컴프레셔, 진공펌프 및 코팅장비 등

25 アヴネット株式会社 Avnet K.K https://www.avnet.co.jp/ 전자 파워다이오드, 실리콘카바이드 다이오드, 사이리스터 등 반도체 기초 소자

26 アプライドマテリアルズジャパン株式会社 Applied Materials Japan, Inc. http://www.appliedmaterials.com/ 전자 반도체,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등

27 株式会社天辻鋼球製作所 AMATSUJI STEEL BALL MFG.CO., LTD. http://www.aksball.co.jp

http://www.aksball.co.jp/eng/

기계 베어링

28 アラクサラネットワークス株式会社 ALAXALA Networks Corporation http://www.alaxala.com/jp/

http://www.alaxala.co.jp/en/

전자 라우터 및 스위치

29 アリスタライフサイエンス株式会社 Arysta LifeScience Corp. http://www.arystalifescience.com 화학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

30 アルコニックス株式会社 ALCONIX CORPORATION http://www.alconix.com

http://www.alconix.com/en

소재 비파괴검사장비, 용접재료, 플레이팅재료 등

31 アルパイン株式会社 Alpine Electronics,Inc. http://www.alpine.com/j/

http://www.alpine.com/

기계 자동차 부품

32 株式会社アルバック Ulvac Inc. http://www.ulvac.co.jp 전자 반도체 식각장비, 애싱(ashing)장비 및 진공로 등

33 アルバック九州株式会社 ULVAC KYUSHU Corp. http://www.ulvac-kyushu.com/ 화학 진공펌프 등

34 アルバック・クライオ株式会社 ULVAC CRYOGENICS INCORPORATED www.ulvac-cryo.com 화학 저온펌프 등

35 アルバックテクノ株式会社 ULVAC TECHNO, LTD. http://www.ulvac-techno.co.jp/ 기계 진공장비 및 계측기기 유지보수 등

36 アルバック東北株式会社 ULVAC TOHOKU, Inc. http://www.ulvac-tohoku.com 기계 진공건조장치, 티타늄 등 금속재료 가공, 배치식 소형진공 열처리 장비 등

37 アルファ・ラバル株式会社 Alfa Laval K.K. http://www.alfalaval.com/jp

http://www.alfalaval.com

기계 분석용기기, 압력 및 유량계측기 등

38 アルプスアルパイン株式会社 Alps Alpine Co., Ltd. https://www.alpsalpine.com/同上 기계 차량용 부품 등

39 株式会社アルプス物流 Alps Logistics Co.,Ltd http://www.alps-logistics.jp/

http://www.alps-logistics.jp/eng/

전자 전자부품 전문 물류서비스

40 アンリツ株式会社 ANRITSU CORPORATION http://www.anritsu.com/ja-JP

http://www.anritsu.com/en-US

기계 시험분석장치, 광학기기, 정밀 마이크로파 부품

41 アンリツインフィビス株式会社 Anritsu Infivis Co., Ltd. https://www.anritsu.com/ja-JP/infivis

https://www.anritsu.com/en-US/infivis

기계 X-ray 검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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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Ｅ＆Ｅ　Ｊａｐａｎ株式会社 E&E Japan Co., Ltd. http://www.eejp.co.jp/ 전자 LED 품목

43 株式会社池貝 IKEGAI Corp. http://www.ikegai.co.jp/ 기계 CNC 공작기계

44 池上通信機株式会社 IKEGAMI TSUSHINKI CO., LTD. http://www.ikegami.co.jp/

http://www.ikegami.co.jp/en/

전자 디지털 카메라 및 모니터, VCP 가상컨트롤패널 등

45 伊藤忠ケミカルフロンティア株式会社 ITOCHU CHEMICAL FRONTIER Corporation http://www.itcchem.co.jp/index.html

http://www.itcchem.co.jp/en/index.html

화학 아크릴산, 톨루엔, 암모니아, 시클로헥사논 등 화학물질

46 伊藤忠商事株式会社 ITOCHU Corp. http://www.itochu.co.jphttp://www.itochu.co.jp 소재 금속광물, 의류직물, 에너지정유화학, 건설부동산 등

47 伊藤忠丸紅鉄鋼株式会社 Marubeni-Itochu Steel Inc. http://www.benichu.com/top.html

http://www.benichu.com/english/

소재 철강산업, 자동차 차체, 발전설비 파이프 등

48 稲畑産業株式会社 Inabata & CO., LTD. http://202.212.125.236/index.html

http://202.212.125.236/english/index.html

소재 편광필름 원재료, 터치스크린소재, LCD제조공정용 화학제품 등

49 イビデン株式会社 IBIDEN CO.,LTD. http://www.ibiden.co.jp

http://www.ibiden.com

전자 컴퓨터 메인보드 및 칩셋, 세라믹

50 イビデン産業株式会社 IBIDEN INDUSTRIES CO.,LTD. http://www.ibidensangyo.co.jp 미분류 자동차 판매, 렌터카 운영 등

51 岩崎通信機株式会社 IWATSU ELECTRIC CO., LTD. http://www.iwatsu.co.jp

http://www.iti.iwatsu.co.jp/e

기계 반도체커브트레이셔, 디지털오실로스코프, 지연패턴발생기 등

52 岩谷産業株式会社 Iwatani International Corp. http://www.iwatani.co.jp 기계 아르곤, 질소, 헬륨, 카본다이옥시드 등 화공재료 생산, 공작기계 등 기계류 생

산
53 インターアクティブ株式会社 Interactive Corporation http://www.inter-active.co.jp

http://www.inter-active.co.jp/en/index.html

기계 spin resist coater 등 반도체 생산장비,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54 株式会社インターテック INTERTEC CORP http://www.itcj.com 기계 분석측정장비 중고판매

55 ヴィスコ・テクノロジーズ株式会社 ViSCO Technologies Corporation http://www.visco-tech.com/

http://www.visco-tech.com/english/

전자 화상처리 검사장치, 외관검사 알고리즘 등 카메라류

56 ウインボンド・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Winbond Electronics Corp.Japan www.winbond.co.jp

www.winbond.com

전자 DRAM, SDRAM

57 ウシオ電機株式会社 USHIO INC. http://www.ushio.co.jp/

http://www.ushio.co.jp/en

기계 리소패터닝 장비, 레이저 및 LED, UV-LED프린트, 광학장비 등

58 国立研究開発法人　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 Japan Aerospace ExplorationAgency http://www.jaxa.jp

http://www.jaxa.jp/index_e.html

기계 일본항공우주탐사국_항공우주 개발 및 활용지원 기관

59 宇部興産株式会社 Ube Industries, LTD. http://www.ube.co.jp/ 화학 붕소, 황산암모늄 등 화공재료, 고순도 실리콘 분말 등 세라믹 분야, 다이캐스

팅머신 등 기계류, 의약품 생산 등

60 宇部興産機械株式会社 Ube Machinery Corp., LTD. http://www.ubemachinery.co.jp 기계 다이캐스팅머신, 인젝션몰딩머신, 버티컬롤러밀 등 기계류

61 エア・ウォーター・マテリアル株式会社 Air Water Mateials Inc. http://www.aw-mt.com 소재 실리콘, 희토류 자석, 무기 약, 유기 약, 식품 첨가물, 기능성 원료, 환

경 화학 물질, 접착제, 불소 액체, 광택 오일, 보온재, 라미네이트 판,

전선, 케이블, 고순도 화학 약품, 반도체 응용 재료, 반도체 공정, 포

장, 반송 재료, 기판, 부품, 액세서리, 금속, 석영 재료, 라벨

62 エイケイテクノス株式会社 AK Technos CO., LTD. http://www.ak-t.co.jp

http://www.ak-t.co.jp/index_en.php

기계  선반, 머시닝 센터, 보링 머신, 밀링 머신, EDM, 그라인더, 프레스 및 판금, 드릴

링 머신

63 ＡＧＣセイミケミカル株式会社 AGC Seimi Chemical CO., LTD. http://www.seimichemical.co.jp 소재 플루오르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 플루오르 코팅제, 코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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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株式会社ＨＧＳＴジャパン HGST Japan, Ltd. http://www.hgst.com/ 전자 스토리지 시스템, 임베디드 및 탈착식 플래시

65 株式会社エイチ・ティー・エル HTLCo.Japan Ltd. http://www.htlco.co.jp 기계 나노 인쇄 (NIL Technology Inc.), 원자 층 증착 (ALD) 도구 (Arradiance Inc.) 용 3D

프린터 EBM (Arcam AB.), 스탬프 (Mold)

66 ＡＧＣ株式会社 AGC Inc. http://www.agc.com/index.html

http://www.agc.com/en/index.html

소재 건축 유리, 자동차 유리, 디스플레이 용 유리 기판, 전자 재료, 응용 유리 재료,

화학, 도자기

67 ＳＣＳＫ株式会社 SCSK Corporation http://www.scsk.jp/

http://www.scsk.jp/index_en.html

전자 IT 관리, IT 플랫폼 솔루션

68 株式会社エスビーティー SBT Co., Ltd http://www.sbtjapan.co.jp/

http://www.sbtjapan.co.jp/en/

미분류 중고차

69 エスペック株式会社 ESPEC Corp. http://www.espec.co.jp

http://www.espec.co.jp/english/index.html

기계 환경 테스트 챔버

70 エドワーズ株式会社 미분류 진공 배기 및 계측 배기 가스 재해 처리 온도 관리 장치

71 ＮＥＣネッツエスアイ株式会社 NEC Networks & System Integration Corp. http://www.nesic.co.jp 전자 통신장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72 ＮＥＣエンベデッドプロダクツ株式会社 NEC Enbedded Products, LTD. http://www.necep.co.jp/ 전자 차량용 CPU / LCD 응용, 무선 통신 제품, 메카트로닉스, 라벨 프린터 도트 임팩

트 프린터

73 ＮＥＣスペース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NEC Space Techonologies,  Ltd. http://www.necspace.co.jp

http://www.necspace.co.jp/en/

전자 Payload 장비, 버스 장비, 안테나

74 ＮＥＣソリューションイノベータ株式会社 NEC Solution Innovators, Ltd. http://www.nec-solutioninnovators.co.jp/ 전자 EMI 억제 설계 지원 툴, IC 패키지 설계 지원 툴, 전력 무결성 설계 지원 툴

75 ＮＥＣディスプレイソリューションズ株式会社 NEC  Display Solutions, LTD. http://www.nec-display.com/jp/

http://www.nec-display.com/global/index.html

전자 IT 서비스, 디스플레이 솔루션

76 ＮＥＣフィールディング株式会社 NEC Fielding., LTD. http://www.fielding.co.jp

http://www.fielding.co.jp/ir/e/index.html

전자 ICT 시스템

77 ＮＥＣプラットフォームズ株式会社 NEC  Platforms, Ltd. http://www.necplatforms.co.jp/ 전자 네트워크 통신장비

78 ＮＸＰジャパン株式会社 NXP JAPAN LTD. http://www.nxp.com/jp/ 기계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동차 제품

79 株式会社ＮＴＫセラテック NTK CERATEC CO.,LTD. http://www.ceratech.co.jp/ 전자 웨이퍼 척, 인광 판, 열 분사, 재생, 세라믹 제품

80 エヌ・ティー・ケー・インターナショナル株式会社 NTK International Corp. http://www.ntkinternational.com 기계 항공우주 방위 시스템 장비, 항공 우주 부품, 항공우주용 첨단재료 등

81 株式会社ＮＴＴファシリティーズ NTT FACILITIES, Inc. http://www.ntt-f.co.jp/

http://www.ntt-f.co.jp/profile-e/

전자 태양 광 발전 시스템, 그린 IT 빌딩

82 ＮＴＮ株式会社 NTN  Corp. http://www.ntn.co.jp/japan/index.html/

http://www.ntn.co.jp/english/index.html

기계 베어링 (볼베어링),롤러 베어링 (롤러 베어링)

83 ＮＴＴ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NTT Electronics Corp. http://www.ntt-electronics.com/

http://www.ntt-electronics.com/en/index.html

전자 광대역 네트워크 (고속 전송 IC), 포토닉스, 디지털 비디오

84 エヌ・ティ・ティ・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株式会社 NTT Communications Corporation https://www.ntt.com/

https://www.ntt.com/en/

전자 클라우드, 네트워크, 컨설팅

85 エヌ・ティ・ティ・コムウェア株式会社 NTT Comware Corp. http://www.nttcom.co.jp/index.html

http://www.nttcom.co.jp/english/index.html

전자 Drone / AI / MR 스마트 유지 관리 솔루션

86 株式会社エヌ・ティ・ティ・データ NTT DATA Corp. http://www.nttdata.co.jp/ 전자 AI, 사물인터넷, AR, VR

35페이지 중 4페이지

http://www.nesic.co.jp/#
http://www.ceratech.co.jp/#
http://www.nttdata.co.jp/#


No 회사명(일어) 회사명(영문) 홈페이지 주소 분류 취급품목

87 株式会社ＮＴＴドコモ NTT DOCOMO,INC. http://www.nttdocomo.co.jp/

http://www.nttdocomo.co.jp/english/

전자 스마트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88 株式会社荏原製作所 Ebara Corp. http://www.ebara.co.jp/ 화학 건식 진공 펌프

89 株式会社エフ・シー・シー F.C.C. CO., LTD. http://www.fcc-net.co.jp

http://www.fcc-net.co.jp/english/

기계 오토바이 클러치, 자동차 클러치, 범용 클러치

90 ＦＤＫ株式会社 FDK Corp. http://www.fdk.co.jp/

http://www.fdk.com/

전자 배터리

91 エムアールエム株式会社 MRM CO.,LTD. http://www.mrm-japan.com/ 화학 밸브

92 エムテックスマツムラ株式会社 MTEX MATSUMURACorp. http://www.mtex.co.jp 전자 반도체 조립, 자동차 부품, 의료장비

93 株式会社エルモ社 Elmo CO., LTD. http://www.elmo.co.jp 전자 교육 ICT 제품, 영상솔루션, 보안제품

94 株式会社エレニックス Elenix Inc. http://www.elenix.co.jp

http://www.elenix.co.jp/en/index.html

기계 방전가공기, 플라즈마방전소결장치

95 エレマテック株式会社 Elematec Corporation http://www.elematec.com/

http://www.elematec.com/en/

전자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카메라, 반도체장비

96 エンシュウ株式会社 Enshu Limited http://www.enshu.co.jp/enshu2/home.html

http://www.enshu.co.jp/enshu2/english/index.html

기계 공작기계,레이저 빔장비

97 オークマ株式会社 OKUMA Corp. http://www.okuma.co.jp/

http://www.okuma.co.jp/english/

기계 공작기계, 그라인더, CNC 선반

98 ＯＫＫ株式会社 OKK CORPORATION http://www.okk.co.jp 기계 공작기계, 그라인딩 머신, CNC 선반, 밀링머신

99 株式会社大阪チタニウムテクノロジーズ OSAKA Titanium technologies CO., LTD. http://www.osaka-ti.co.jp/e/ 소재 티타늄 스펀지, 티타늄 잉곳, 고순도 티타늄, 일산화규소 등 소재

100 オー・ジー株式会社 OG Corporation http://www.ogcorp.co.jp/

http://www.ogcorp.co.jp/en/

화학 화인 케미칼 계열, 전자 재료 계열, 펄프 및 종이 부문

101 大塚化学株式会社 Otsuka Chemical CO.,LTD. http://www.otsukac.co.jp 소재 무기 염, 알데히드용 항취제, 발포제, 히드라진 유도체, TERPLUS 또는 LRP가 합

성한 고급 중합체, 전해질 용액, 난연제, 자외선 흡수제, 전도성 필러, 수지 화합

물, 의학 / 식품 / 아로마 / 화학 중간체

102 岡谷鋼機株式会社 OKAYA & CO.,LTD http://www.okaya.co.jp

http://www.okaya.co.jp/en/index.html

미분류 환경 보전 관련 제품, 기술, 서비스 및 정보

103 株式会社沖データ Oki Data Corp. http://www.okidata.co.jp 전자 LED 인쇄기, 칼라복합기, 프린터

104 沖電気工業株式会社 Oki Electric Industry CO.,LTD. http://www.oki.com/jp/

http://www.oki.com/

전자 화상회의시스템, 통신서버, 비디오전송서버, VoIP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자

동현금인출기, 지능형 교통시스템

105 沖電線株式会社 Oki Electric Cable  CO., LTD. http://www.okidensen.co.jp

http://www.okidensen.co.jp/english/e_home.htm

전자 플렉서블 기판(FPC)

106 オクサリスケミカルズ株式会社 Oxalis Chemicals Ltd. https://www.uyeno-group.co.jp 화학 석유 및 화학제품 해상(육상)운송서비스, 화학제품, 드론 및 태양 광 발전 서비

스, 해운대리점

107 株式会社オハラ OHARA Inc. http://www.ohara-inc.co.jp/jp/

http://www.ohara-inc.co.jp/en/

전자 광학장비, 전자부품, 측정장비

108 小原化工株式会社 OHARA&CO.,LTD. http://www.ohara.co.jp/

http://www.ohara.co.jp/e/

전자 전자기기류, 석유화학, 철강 및 내화물, 기본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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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オムロン株式会社 Omron Corp. http://www.omron.co.jp/

http://www.omron.com/

기계 자동차 전자부품, 소셜시스템, 의료장비, 인공지능, 로봇

110 オムロンソーシアルソリューションズ株式会社 OMRON SOCIAL SOLUTIONS CO., LTD. http://www.oss.omron.co.jp 전자 교통 솔루션, 에너지 관리, 생활 서비스 솔루션, 커뮤니티 솔루션, 전력보호, 엔

지니어링

111 オリックス・レンテック株式会社 ORIX Rentec Corp. http://www.orixrentec.jp/

http://www.orixrentec.jp/cgi/en/

기계 3D 프린터 서비스, 로봇 렌탈 서비스

112 オリンパス株式会社 Olympus Corporation http://www.olympus.co.jp/

http://www.olympus-global.com

전자 의료시스템, 카메라, 생명과학솔루션

113 オルガノ株式会社 ORGANO Corp. http://www.organo.co.jp/index.html

http://www.organo.co.jp/english/index.html

화학 순수한 물시스템, 물관리 화학물질, 여과기

114 オン・セミコンダクタ・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ON Semiconductor Japan Holdings Ltd. http://www.onsemi.jp/PowerSolutions/home.do

http://www.onsemi.com/PowerSolutions/home.do

전자 오디오 부품, 이미지 센서, 온도센서, AC-DC 콘트롤러, 증폭기, 주파수 탐지기

115 株式会社カイジョー Kaijo Corp. http://www.kaijo.co.jp 전자 초음파 에너지 시스템

116 国立研究開発法人　海洋研究開発機構 Japan Agency for Marine-EarthScienceand Technology (JAMSTEC)http://www.jamstec.go.jp/j/

http://www.jamstec.go.jp/e/index.html

기계 해양 과학기술

117 花王株式会社 Kao Corp. http://www.kao.co.jp 화학 바디케어, 샴프, 머리 손상케어, 화장품

118 加賀電子株式会社 KAGA ELECTRONICS CO.,LTD. http://www.taxan.co.jp 전자 전자부품 및 반도체 산업, EMS사업, 정보기기

119 カシオ計算機株式会社 CASIO COMPUTER CO.,LTD. http://casio.jp/

http://world.casio.com/

기계 시계, 전자사전, 계산기, 피아노, 빔프로젝트

120 兼松株式会社 Kanematsu Corp. http://www.kanematsu.co.jp/

http://www.kanematsu.co.jp/CONTENTS/eng/index.html/

전자 전자부붐 및 장비, 곡물, 철강소재, 모터류

121 株式会社兼松ＫＧＫ Kanematasu KGK Corp. http://www.kgk-j.co.jp/

http://www.kgk-j.co.jp/english/top.html

기계 공작기계, 태양광 모듈, 전력생산 시스템

122 東光株式会社 TOKO, Inc. http://www.toko.co.jp/ 소재 트랜지스트 라디오용 IFT, 메탈계 코일, 자동차용 안테나 코일

123 川崎重工業株式会社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http://www.khi.co.jp/

http://www.khi.co.jp/index_ehtml/

기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재생 에너지, 보일러, 스팀 터빈, 가스엔진 등

124 株式会社神崎高級工機製作所 KANZAKI KOKYUKOKI MFG CO., LTD http://www.kanzaki.co.jp/

http://www.kanzaki.co.jp/en/

기계 유압 장비, 트랜스미션, 마린 기어 등

125 キーサイト・テクノロジー合同会社 Keysight Technologies Japan G.K. http://www.keysight.com 전자 계측장비(오실로스코프, 발생기 등),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126 ギガフォトン株式会社 GIGAPHOTON INC. www.gigaphoton.com/index.htm

lwww.gigaphoton.com/e/index.html

전자 반도체 장비용 레이저 등

127 ＫＩＳＣＯ株式会社 KISCO LTD. http://www.kisco-net.com 소재 합성 레진, 반도체 장치, 세라믹, 반도체 실링 재료 및 기타 전자 재료

128 キタムラ機械株式会社 KITAMURA MACHINERY CO.,LTD. http://www.kitamura-machinery.co.jp

http://www.kitamura-machinery.com

기계 머시닝 센터(수평, 수직 등)

129 株式会社　北村製作所 Kitamura Machine Works Co.,Ltd. http://www.jknc.co.jp 기계 수평 머시닝 센터, 5축 머시닝 센터 등

130 キヤノン株式会社 Canon Inc. http://canon.jp/

http://www.canon.com/

전자 카메라 렌즈, 모듈, 복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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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キヤノンアネルバ株式会社 Canon ANELVA Corp. http://www.canon-anelva.co.jp 전자 반도체 장치 제조 장비, 스토피지 장치 제조 장비, 진공 부품, 패널 장치 제조 장

비 등

132 キヤノン電子株式会社 CANON ELECTRONICS Inc. http://www.canon-elec.co.jp

http://www.canon-elec.co.jp/english/index.html

전자 스캐너 등

133 キヤノンファインテックニスカ株式会社 CANON FINETECH NISCAINC. http://ftn.canon/ja/index.html

http://ftn.canon/en

전자 복합기 관련 장비, 프린터 등

134 キヤノンマシナリー株式会社 Canon Machinery lnc. http://www.canon-machinery.co.jp 전자 배터리,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관련, 반도체 시스템 사업 등

135 キャノンメディカルシステムズ株式会社 Canon Medical Systems Corp. http://jp.medical.canon/ 기계 의료장비(초음파, 자기공명, X-ray 등)

136 協栄産業株式会社 Kyoei Sangyo CO., LTD. http://www.Kyoei.co.jp

http;//www.kyoei.co.jp/englishpage/

전자 반도체 장치, 기계류, 임베디드 시스템, 로봇 AI 솔루션,집적회로 설계 등

137 共栄商事株式会社 Kyoei Shoji CO., LTD. http://www.kyoeishoji.co.jp 소재 알루미늄 호일, 유리섬유, 광섬유, 각종 화학 제품 등

138 株式会社　京三製作所 Kyosan Electric Manufacturing Co.,Ltd. http://www.kyosan.co.jp

http://www.kyosan.co.jp/english/

기계 철도 관련 제품, 교통 관리 시스템 등

139 京セラ株式会社 Kyocera Corp. http://www.kyocera.co.jp/

http://global.kyocera.com

전자 태양광, 세라믹 패키지, 터치 패널, 전자 부품 등

140 京セラドキュメントソリューションズ株式会社 KYOCERA Document Solutions Inc. https://www.kyoceradocumentsolutions.co.jp

https://www.kyoceradocumentsolutions.com

전자 프린터 및 복함기

141 共同印刷株式会社 Kyodo printing CO., LTD. http://www.kyodoprinting.co.jp/

http://www.kyodoprinting.co.jp/kphome/welcomee.htm

l/

전자 정보통신, 정보보안 분야 품목 등

142 株式会社　共和電業 Kyowa Electronic Instruments Co.,Ltd http://www.kyowa-ei.co.jp

http://www.kyowa-ei.com

기계 스트레인 게이지, 트랜스듀스, 계측 장비, 소프트웨어 등

143 極東貿易株式会社 KYOKUTO BOEKI KAISHA, LTD. http://www.kbk.co.jp/

http://www.kbk.co.jp/en/index.html

기계 원격조정장비, 퓨즈, 로터리 엔코더, 칠링 시스템 등

144 株式会社キリウテクノ KIRIU TECHNO COPORATION http://www.kiriu.co.jp/techno

http://www.kiriu.co.jp/techno/eng/

기계 CNC lathe, 보링 머신 등

145 金属技研株式会社 Metal TechnologyCo.Ltd. http://www.kinzoku.co.jp/

http://www.kinzoku.co.jp/english/index.html?lid=1

소재 희귀금속 재활용

146 株式会社近鉄エクスプレス販売 Kintetsu World Express Sales, Inc. http://www.kwesales.co.jp/

http://www.kintetsu-e-support.com/

미분류 물류 , 전시 사업

147 クアーズテック株式会社 CoorsTek KK http://www.coorstek.co.jp/

http://www.coorstek.co.jp/eng_index.html

전자 반도체 관련 재료(석영 유리, 카본 및 흑연 제품,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 등), 포

토마스크 기판, 화합물 반도체 기판 등

148 クオリティソフト株式会社 QualitySoft  Corporation http://qualitysoft.com/

http://en.quality.co.jp/

전자 엔드포인트 보안 관리 솔루션 등

149 株式会社クボタ Kubota Corporation http://www.kubota.co.jp/

http://www.kubota-global.net/

기계 농업, 건설 기계, 엔진, 계측 관리 시스템 등

150 グラフテック株式会社 GRAPHTEC Corp. http://www.graphtec.co.jp

http://www.graphteccorp.com/

전자 데이터 로거, 열 프린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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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クラリオン株式会社 Clarion CO., LTD. http://www.clarion.com

http://www.clarion.com/jp/en/company/index.html

전자 멀티미디어, 후방카메라, 스피커 등

152 株式会社クラレ KURARAY  CO., LTD. http://www.kuraray.co.jp

http://www.kuraray.co.jp/en/index.html

화학 플라스틱, 폴리머, 화학제품, 섬유 및 직물 등

153 グリーンフィクス株式会社 GREEN FIX CO., LTD. http://www.greenfix.co.jp/

http://www.greenfix.co.jp/eng/index.html

기계 디지털 엔지니어링, 품질 보증 등

154 栗田工業株式会社 Kurita Water Industries LTD. http://www.kurita.co.jp/

http://www.kurita.co.jp/english/

화학 수처리 화학제품, 수처리 시설 유지보수, 운영 분석 등

155 株式会社クレハ KUREHA CORPORATION http://www.kureha.co.jp/

http://www.kureha.co.jp/en/index.html

소재 소재(PVDF, PGA 등), 화학제품, 특수 플라스틱 등

156 グローブライド株式会社 GLOBERIDE, Inc. http://www.globeride.co.jp 미분류 스포츠 제품(낚시, 골프, 테니스 등)

157 黒田電気株式会社 KURODA ELECTRIC Co.,Ltd. http://www.kuroda-electric.co.jp 기계 데이터 저장 부품 생산, 초음파 납땜 장치 제조 등

158 ケイディーアイ株式会社 KDI CO., LTD. http://www.Kdijpn.co.jp 기계 가스분석기 등

159 ケーエスエス株式会社 KSS CO ., LTD http://www.kss-superdrive.co.jp/

http://www.kssballscrew.com/index.htm

기계 볼 스크류, 리니어 액츄에이터, 모터 드라이버 등

160 株式会社ＫＤＤＩ総合研究所 KDDI Research, Inc http://www.kddi-reseach.jp/

http://www.kddi-reseach.jp/english/

소재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 분석, 개발, 실용화

161 株式会社ケーヒン Keihin Corp. http://www.keihin-corp.co.jp 기계 자동차용 장치(엔진, 에어컨, 안전장치 등)

162 株式会社ＫＥＬＫ KELK Ltd. http://www.kelk.co.jp/

http://www.kelk.co.jp/english/

기계 열모듈(thermo modules), 열 생성 모듈(thermo generation module) 등

163 小池酸素工業株式会社 Koike Sanso Kogyo Co., Ltd. http://www.koikeox.co.jp/koikeox/

http://www.koikeox.co.jp/koikeox/english/indexe.htm

기계 고압 가스 및 용접 장비의 제조, 구매 및 판매

164 光音電波株式会社 Ko-on Dempa CO., LTD. http://www.tkd-corp.com 미분류 오디오 믹서, 조명 믹서, 비디오 믹서

165 株式会社神戸製鋼所 Kobe Steel, LTD. http://www.kobelco.co.jp/

http://www.kobelco.co.jp/english/

기계 총강판, 스틸 파우더, 티타늄 등, 자동차용 밸브 스프링용 와이어 로드

166 光洋機械工業株式会社 Koyo Machine Industries CO., LTD. http://www.koyo-machine.co.jp/ 기계 머신 툴, FA 시스템, 정밀 기구, 드라이브 샤프트 등

167 光洋サーモシステム株式会社 KOYO THERMO SYSTEMS CO., LTD. http://www.koyo-thermos.co.jp 기계 반도체 장비(CVD, 산화, 확산 등), 산업 열처리 시스템 등

168 光洋電子工業株式会社 KOYO ELECTRONICS INDUSTRIES CO.,LTD. http://www.koyoele.co.jp/

http://www.koyoele.co.jp/english/

전자 근접 센서, PLC, HMI, 로터리 엔코더, 계측기 등

169 コーセル株式会社 COSEL CO., LTD. http://www.cosel.co.jp 전자 EMI 필터, 전원 공급기, AD-DC 모듈, DC-AC 모듈 등

170 コーヨー光和株式会社 KOYO-KOWA CO.,LTD. http://www.koyo-kowa.co.jp 기계 베어링, 전자부품, 등

171 株式会社国際電気セミコンダクターサービス Kokusai Electric Semiconductor ServiceInc. http://www.hitachi-kokusai.co.jp/kss/ 전자 초음파 측정 시스템, 초음파 크리닝 시스템 등

172 コニカミノルタ株式会社 KONICA MINOLTA, INC. http://www.konicaminolta.jp/

http://www.konicaminolta.com/

전자 디지털 인쇄기, 산업용 잉크젯, 헬스케어, 계측기기 등

173 小西安株式会社 KONISHIYASU CO., LTD. http://www.konishiyasu.com/ 전자 전자부품, 광학 필름, 토너 재료, 스퍼터링 타깃 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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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コマツＮＴＣ株式会社 Komatsu NTC LTD. http://ntc.komatsu/jp/

http://ntc.komatsu/en/

기계 그라인딩 머신, 머시닝 센터, 웨이퍼 절단 장비, 태양광 웨이퍼 절단 잘비 등

175 コマツクイック株式会社 Komatsu Used Equipment Corp. http://www.kuec.com 기계 중고 건설장비, 지게차, 중고 산업용 기계류 등

176 コマツ産機株式会社 Komatsu Industries Corp. http://www.komatsusanki.co.jp/

http://www.komatsusanki.co.jp/en/

기계 서보 프레스, 포징 프레스, 대형 프레스기 등

177 株式会社小松製作所 Komatsu Ltd. http://www.komatsu.co.jp/

http://www.komatsu.com/

기계 엑사이머 레애저, 머신 툴 및 건설 중장비 등

178 コマツ物流株式会社 Komatsu Logistics Corp. http://www.btr-komatsu.co.jp/

http://www.btr-kumatsu.co.jp/index-e.htm

미분류 운송사업, 물류 센터 사업

179 株式会社コンテック CONTEC CO., LTD. http://www.contec.co.jp/

http://www.contec.com/

전자 산업용 컴퓨터, IoT 네트워크, 무선 랜 등

180 サーパス工業株式会社 SURPASS INDUSTRY CO., LTD. http://www.surpassindustry.co.jp 전자 컨넥터, 압력 센서, 유량계, 레귤레이터 등

181 株式会社酒井商店 SAKAI SHOTEN CO.,LTD http://www.nkmc.co.jp/ 기계 각종 금속 가공 기계 판매, 중고 공작 · 판금 기계 매입 판매 사업, 기계 유지 보

수 사업, 기계 수출입 사업, 비지니스폰, 네트워크 제품, IP관련기기 제품, 영상

관련 제품, 카드기기, 카드터미널 장비, 각종 경보장치

182 サカタインクス株式会社 SAKATA INX CORP. http://www.inx.co.jp 소재 신문사업, 오프셋사업, 포장사업, 그라비아사업, 기능성재료 사업, 신기능성

재료사업(폴리실록산 재료, 투명 절연 재료, 고굴절 재료 저 굴절 재료, 비 염소

계 가스 장벽 코팅제, 탄소 나노 튜브 분산 체, 전기 영동 형 안료 분산 체)

183 サクサ株式会社 SAXA, Inc. http://www.saxa.co.jp 전자 비지니스폰, 네트워크 제품, IP관련기기 제품, 영상 관련 제품, 카드기기, 카드

터미널 장비, 각종 경보장치

184 佐藤商事株式会社 SATOSHOJI CORPORATION http:/www.satoshoji.co.jp/

http:/www.satoshoji.co.jp/english/index.html

소재 냉연, 열연 강판 각종 표면 처리 강판 · 기타, 고 탄소강 · 고장력강 · 내 마모 강

내후성 강 · 내 황산 스틸 보일러 강철 스테인리스 · 기타, 탄소강 · 합금강 · 조질

/ 비 조질 강 · 공구강 · 베어링 강 · 주철 · 스테인리스 · 보통 강, 보통 선재 각종

도금 선재 냉간 압 조용 강선 재, 일반 구조용 형강 · 건축 구조용 형강 · 기타, 각

종 전봉 파이프 / 이음 無管 롤 성형 강관 기타, 분말 소결 부품 · 단조 · 용단 제

품 · 금형 가공품 · 단조 금형 수지 금형 · 기타 가공품, 건축 / 토목 용 강재 각종

(H 형강 · 이형 봉강 · 厚中 판 칼럼 · 강판 · 기타) , 각종 데크 플레이트 철판 / 박

판 건축 자재 제품 · 각종 선재 제품 · LB 매트 기타

185 佐鳥電機株式会社 SATORI ELECTRIC CO.,LTD http://www.satori.co.jp/

http://www.satori.co.jp/english/

전자 반도체(선도, 무선 제품, 플래시 스토리지 제품, 전용 LSI, 광 디바이스,메모리

제품, 개발 설계 서비스, 전원 주변 IC, FET), 전자부품(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임

베디드 솔루션, 광통신 제품), 전기 재료 통신 장비 커넥터 / 광 제품 / 통신 장

비, 시스템 솔루션, 무선 솔루션, 임베디드 솔루션(GPS, 모듈, 무선 통신, 컨트롤

러, 설계 · 해석 지원 도구, 소프트웨어, RFID), 공압 장비 / 산업용 로봇, 소형 전

원 기기 · UPS, 산업용 보드 컴퓨터, 모터 솔레노이드, 센서 표시기, 사람 협동

로봇 솔루션, FAMS (수탁 · 자동화,) 가공 · 조립 · 레이저, 구현 관련, 반도체, 디

스플레이
186 三栄ハイテックス株式会社 Sanei Hytechs Co.,Ltd. http://www.sanei-hy.co.jp 전자 LSI 설계, 전기 회로 설계 및 인클로저 설계, IoT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187 国立研究開発法人　産業技術総合研究所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Science and Technologyhttp://www.aist.go.jp 소재 신 에너지, 생명과학, 로봇 인공지능, 탄소 나노 튜브 등 기능성 화학제품, 측정

표준

188 三京物産株式会社 SANKYO & CO.,LTD. http://www.sankomj.co.jp/

http://www.sankomj.co.jp/en/

소재 스테인레스 스틸, 구리합금, 니켈합금, 티타늄 관 티타늄 코일 티타늄 시트

189 三信電気株式会社 Sanshin Electronics CO.,LTD. http://www.sanshin.co.jp 전자 반도체 및 전자 부품, 네트워크 가상화, 보안, 사무실 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솔루션, 비디오 솔루션,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190 サンディスク株式会社 SanDisk Limited http://www.sandisk.co.jp/ 전자 모바일 저장소, 카드 & 리더, USB 플래시 메모리,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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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三洋電機株式会社 SANYO Electric CO., LTD. http://panasonic.co.jp/sanyo/

http://panasonic.net/sanyo/

전자 생활 가전, 미용 · 건강, 네비게이션 / 카 AV, PC · 주변기기, 주택 · 주거 시설

192 株式会社サンワード SUNWARD INTERNATIONAL Inc. http://www.swd-int.co.jp/ 미분류 야마하 그룹 무역 상사

193 ＧＥ　ヘルスケア・ジャパン株式会社 GE Healthcare Japan Corp. http://www.gehealthcare.co.jp/ 전자 화상 진단 장치, 정보 시스템 솔루션, 헬스 케어 솔루션

194 株式会社ＧＳＩクレオス GSI Creos corporation http://www.gsi.co.jp/

http://www.gsi.go.jp/en

미분류 지리 및 지각 역학 연구

195 シークス株式会社 SIIX Corp. http://www.siix.co.jp 소재 전자 기기 수탁 제조 서비스, 부재 조달 대행 및 물류 서비스

196 株式会社ＪＶＣケンウッド JVC KENWOOD Corporation http://www.jvckenwood.com/

http://www.jvckenwood.com/en/

전자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네트워크 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시스템 장비, 동축 HD 카메라, 하드 디스크 , 레코더, 시스템 장비와

주변기기, 비디오 카메라 (CCTV), 돔형 콤비네이션 카메라 리모콘, 하드 디스크

레코더, 시스템 장비 소, 프트웨어, 카메라 레코더, 전문 모니터 (액정 모니터 액

정 디스플레이), 업무용 프로젝터, 업무용 블루 레이 디스크 레코더, 4K 시스템,

3D 시스템, 시스템 랙 관련, 무선 시스템, 마이크,업무용 방송 시스템, 메가폰,

앰프 , 믹서 프로세서, 매우 업무용 방송 설비, 스피커 (방송 장비), 스피커 (전문

사운드 시스템), 회의 시스템 회의장 시스템, 무선 인터콤, 교육 AV 시스템, 풀

디지털 CALL 시스템, 시스템 랙 관련, 무선 인터콤, 무선 면허 국 디지털 / 아날

로그 기계 (휴대용 / 차량용 / 고정 용), 무선 면허 국 아날로그,전용기 (휴대용 /

차량용), 무선 등록 국 (휴대용 / 차량용 / 고정 용), 무선 면허 국 지역 진흥 무선,

시스템 무선, 특정 소 전력 트랜스시버, 의료 영상 표시 모니터, 산업용 모니터,

시선 계측 장치, 에쿠소소무 측정 시스템, 의료용 카메라 시스템, 프로젝터 용,

반사 형 액정 소자 D-ILA, 광 픽업

197 ＪＳＲ株式会社 JSR Corp. http://www.jsr.co.jp

http://www.jsr.co.jp/jsr_e

소재  엘라스토머, 리소그래피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 에멀전, 생명과학, 내열 투명

수지, 광섬유 코팅재,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수소 첨가 중합체, 기능성 화장품,

합성수지, 포토 레지스트, 3D 프린터, 리튬 이온 커패시터

198 ＪＸ金属株式会社 JX Nippon Mining & Metals http://www.nmm.jx-group.co.jp

http://www.nmm.jx-group.co.jp/english/

소재 구리 호일,  스퍼터링 타겟,  화합물 반도체,  고순도 금속,  표면 처리제 ,

Upinorg , 무전 해 UBM 형성 서비스,  금속 분말,  정밀 압연 제품,  정밀 가공 제

품,  음극 재료,  탄탈 및 니오브 분말

199 ＪＸＴＧエネルギー株式会社 JXTG Nippon Oil & Energy Corporation https://www.noe.jxtg-group.co.jp/

https://www.noe.jxtg-group.co.jp/english/

화학 윤활제, 석유 화학 제품, 탄소섬유 등 복합재료, 석탄, 천연가스

200 ＪＮＣ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JNC Engineering Co. Ltd. http://www.jnc-eng.co.jp 기계 화학 · 환경 플랜트 기기

201 ＪＦＥ商事株式会社 JFE  Shoji  Trade Corp. http://www.jfe-shoji.co.jp 소재 자동차의 도어, 보닛 강판, 엔진과 머플러를 잇는 파이프,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터 코어, 조선 용 후판, 철도 레일, 건설장비, 철광석 · 석

탄 · 코크스, 합금 철, 보일러 튜브 (보일러의 강관), 보일러와 터빈을 연결하는

파이프, 원유와 천연 가스를 시추하는 해상 장비에 필요한 후판 및 건축 자재,

원유와 천연 가스를 시추하는 유정 파이프, 하천이나 해안의 안전을 위한 강판

및 널말뚝, 저장탱크, 가드 레일, 방음벽

202 ＪＦＥスチール株式会社 JFE Steel Corpration http://www.jfe-steel.co.jp/index.html

http://www.jfe-steel.co.jp/en/index.html

소재 박판, 강판, 스테인리스, 티타늄

203 株式会社ジェイテクト JTEKT Corp. http://www.jtekt.co.jp 기계 자동차부품, 베어링, 공작기계. 센서, 파워 어시스트 슈트, 고온 리튬 이온 커패

시터

204 株式会社システナ Systena Corporation http://www.systena.co.jp/

http://www.systena.co.jp/eng/

전자 IT 제품,  IT 환경 구축 클라우드, 시스템 운용 · 보수 · 자동화

205 シスメックス株式会社 SYSMEX CORPORATION http://www.sysmex.co.jp/

http://www.sysmex.co.jp/en/

생물 검체 검사 기기 · 시약, 생명과학, 유세포 측정기

35페이지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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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シチズン時計株式会社 Citizen Watch Co., Ltd. http://www.citizen.co.jp

http://www.citizen.co.jp/global

기계 공작기계, 시계, 초음파 세척기, 계산기, 전자혈압계, 전자 온도계, 보수계,

207 シチズンマシナリー株式会社 Citizen Machinary CO., LTD. http://cmj.citizen.co.jp/ 기계 공작기계

208 芝浦エレテック株式会社 Shibaura Eletec Corp. http://www.shibaura.co.jp/eletec/ 전자 진공펌프, 밸브, 레이저 장치,마이크로파 장치

209 芝浦メカトロニクス株式会社 Shibaura Mechatronics Corp. http://www.shibaura.co.jp/ 기계 FPD 제조 장비, 매 엽식 인산 에칭장치, 매 엽식 웨이퍼 세정 장치, 포토 마스크

에칭 장치, 매 엽식 포토 마스크 세정 장치, 화학 건식 식각장비, 이온 화학 에칭

장치, 플립 칩 본더, 다이 본더, 광학 부품용 스퍼터링 장치, 세라믹 기판 스퍼터

링 장치, EMI 차페용 스퍼터링 장치,  밀리파 레이더용 스퍼터링 장치, 램프 반

사경용 스퍼터링 장치, 반도체용 스퍼터링 장치,  광디스크용 스퍼터링 장치,

진공펌프, 자동화 시스템, 이차전지 제조장치, FPD용 패턴 절단장비

210 株式会社島精機製作所 SHIMA SEIKI MFG., LTD. http://www.shimaseiki.co.jp 기계 편직 기계, 디자인 시스템, CAD / CAM, 인쇄 기계

211 島田理化工業株式会社 SPC ELECTRONICS CORPORATION http://www.spc.co.jp/

http://www.spc.co.jp/english/index.html

기계 마이크로파 밀리미터 웨이브 필터 , 마이크로파 밀리미터 웨이브 용 공용 장비,

안테나 급 전용 구성 요소,  도파관 구성 요소 , 더블 리지 도파관 구성 요소,  기

상 · 항공 관제 용 대역 통과 필터 , 선박 탑재 용 통과 대역 필터 , 높은 전력 저

역 통과 필터 , 높은 전력 방향성 결합기 (커플러) , 높은 전력 로터리 조인트 (회

전 피팅) , 높은 전력 4 포트 순환,  위성 탑재 용 도파관 , 위성 탑재 용 도파관 구

성 요소 , 위성 탑재 용 동축 구성 요소 , 위성 탑재 용 MIC 아이솔레이터,  가속

기 용 순환 , 가속기 용 워터로드 (수냉 더미로드, 종단) , 가속기 용 로터리 조인

트 , 가속기 용 커플러 (커플러, 하이브리드) , 가속기 용 고주파 진공 창 (RF 진

공 창) , 가속기 용 도파관 장치, 마이크로파 가열 / 플라즈마 발생 장치 용 아이

솔레이터 , 마이크로파 가열 / 플라즈마 발생 용 파워 모니터

212 株式会社島津製作所 Shimadzu Corp. http://www.shimadzu.com 전자 터보 분자 펌프, 헬륨 누설 감지기, 진공 열처리로, 액체전달장치 기어펌프, 메

카트로닉시스템 유리섬유 와인더, 회절 격자, 비구면 거울, 고출력 레이저 용

레이저 미러 및 레이저 윈도우, 폴카 도트 빔 스플리터, 정밀 분광계, 정밀 굴절

계, 마이크로 샘플링 장치, 레이저 모듈 및 레이저 장치, 전기 기계식 액튜에이

터, 비행 제어 시스템, 랜딩 기어 시스템, 강자성체 검출기 / 자력계, 유압 기어

펌프, 파워 팩, 다중 제어 밸브, 분석 및 측정 장비, 의료 시스템

213 シャープ株式会社 Sharp  Corporation http://www.sharp.co.jp/

http://sharp-world.com/index.html/

전자 가전제품, 복사기, 자동반송장치, 이온발생기, 무선스마트 네트워크, 감시카메

라

214 ジヤトコ株式会社 JATCO  Ltd http://www.jatco.co.jp/index.html

http://www.jatco.co.jp/ENGLISH/index.html

기계 자동차 변속기

215 株式会社ジャパンセミコンダクター JAPAN SEMICONDUCTOR CORPORATION http://www.jsemicon..co.jp

http://www.jsemicon..co.jp/eng/index.htm

전자 반도체( MCU 제품, ASIC 제품, 아날로그 제품), 리니어 이미지 센서

216 株式会社ジャパンディスプレイ Japan Display Inc. http://www.j-display.com/index.html

http://www.j-display.com/english/index.html

전자 액정모듈(자동차, 의료,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디지털 카메라 등)

217 株式会社潤工社 Junkosha Inc. http://www.junkosha.co.jp/

http://www.junkosha.co.jp/english/index.html

기계 와이어 및 케이블 제품, 튜브 및 피팅 제품, 필름 제품, 불소 폴리머 사출 성형

품, 누출 탐지 시스템

218 昭和オプトロニクス株式会社 Showa Optronics CO., LTD. http://www.soc-ltd.co.jp/ 전자 레이저 거울, 분광 필터, 대구경 렌즈, 비구면 미러, 고체 레이저, 가스 레이저,

심자 외용 광학계, 정밀대물렌즈

219 株式会社昭和真空 Showa Shinku CO., LTD. http://www.showashinku.co.jp

http://www.showashinku.co.jp

전자 스퍼터링 및 이온 플레이트, 크리스탈 장치 장치, 광학장치

35페이지 중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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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昭和電工株式会社 Showa Denko K.K. http://www.sdk.co.jp/

http://www.sdk.co.jp/index_e.htm.

화학 석유 화학 , 산업가스, 기초화학제품, 기능성 화학, 세라믹, 카본, 알루미늄, 전

자기능재료, 첨단전지재료

221 昭和電線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SWCC SWOWA HOLDINGS CO.,LTD. http://www.swcc.co.jp/

http://www.swcc.co.jp/eng/index.htm

전자 전선, 케이블

222 エヌイーシー　ショット　コンポーネンツ株式会社 NEC Schott Components Corp. http://www.nec-schott.co.jp/japanese/

http://www.nec-schott.co.jp/english/

전자 폐쇄형 하우징 및 관련 부품, 특수유리

223 神栄株式会社 Shinyei Kaisha http://www.shinyei.co.jp/index.htm

http://www.shinyei.co.jp/eng/index.htm

기계 방재 관련, 도로인프라시설, 건설 기계, 금속 가공품, 베어링, 시험기, 건축철물

자재, 습도 측정 관련 기기, 콘덴서, 환경 계측 기기, 시험 장비 · 계측기

224 信越石英株式会社 Shin-Etsu Quartz Products Co., Ltd. http://www.sqp.co.jp/

http://www.sqp.co.jp/e/index.htm

소재 광학 용 석영 유리, 실리콘 단결정 인상 용 석영 도가니, 광섬유 용 합성 석영 유

리,

225 信越ポリマー株式会社 ShinEtsu Polymer CO., LTD. http://www.shinpoly.co.jp/

http://www.Shinpoly.co.jp/english/

기계 자동차, 정보기기기타, 의료, 실리콘 가공품, 반도체, 전자부품, 건축자재, 일반

포장자재, 에너지, 소재,

226 株式会社新川 SHINKAWA LTD. http://www.shinkawa.com/

http://www.shinkawa.com/english/index.htm

기계 다이본더, 와잉본더, 플립칩본더, 범프본더,

227 新川電機株式会社 Shinkawa Electric CO., LTD. http://www.Shinkawa.co.jp/top.html

http://www.Shinkawa.co.jp/eng/

전자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228 株式会社神鋼環境ソリューション Kobelco Eco-Solutions Co, .LTD. http://www.kobelco-eco.co.jp

http://www.kobelco-eco.co.jp/english/engindex.htm

기계 하수 처리 시스템

229 神鋼商事株式会社 SHINSHO Corp. http://www.shinsho.co.jp/

http://www.shinsho.co.jp/english/

기계 철강, 철강 원료, 비철금속, 제철소 기계

230 新光商事株式会社 Shinko Shoji CO., LTD. http://www.shinko-sj.co.jp/

http://www.shinko-sj.co.jp/e/index.html

전자 마이크로, SoC/ASIC, 메모리, FPGA,led, 전자 부품(전원, 콘덴서, 저항, 기판, 코

일), LCD, 터치 패널, 커넥터, 하네스 EMS, 임베디드 보드

231 株式会社新興製作所 SHINKO Manufacturing Co.,Ltd http://www.sinko-fh.co.jp/company/ 기계 평면 연삭기, 세로 축 평면 연삭기, 고속 원심 배럴 기계, 둥근 눈 가공 기계, 로

타리 연삭기, 외주 잎 절단기, 단면 연삭기, 외형 가공 기계, 원통 연삭기. 정밀

다이삭, 웨이퍼 두께 · 변형 측정기, 면조도 형상 측정기, 레이저 간섭계, 금속

현미경, 레이저 현미경 3D, 진공 증류 재생 장치, 발포 폴리 우레탄 포장 시스템

232 新光電気工業株式会社 Shinko Electric Industries CO., LTD. http://www.shinko.co.jp 전자 P-BGA 기판, 빌드 업 기판, 리드 프레임, 모듈 어셈블리, 테스트 서비스 ,   유리

대 금속 씰, 열 분산기, 세라믹 전기 정전기 고정 척, POL, 무인 센서 모듈, 마이

크로 루프 히트 파이프

233 新生交易株式会社 SHINSEI KOEKI CO., LTD. http://www.rakuten.co.jp/shinsei-koeki 미분류 도소매상

234 新東亜交易株式会社 Shintoa Corporation http://www.shintoa.co.jp 화학 화물 하역 작업- 민간항공, 선박 · 함정 지원, 전자 부재 수지 · 전자 기기 기판

(내열 방수 절연 난연), 자동차 전장 부품 용 (내열 방수 절연 난연), 건축 자재

부재 (페인트, 접착제 등), 상하수도 콘크리트 시설 보호 코팅 (안감 소재), 섬유

보강 용 함침 수지 (CFRP 등), 물 처리 필터 용 접착 수지, 자판기

235 新日本工機株式会社 SHIN NIPPON KOKI  CO., http://www.snkc.co.jp/

http://www,snkc,co,jp/english/

기계 5면 가공기, 5축 가공기, 대형 선반, 5축가공기/선반(복합), 소프트웨이 IoT, 선

반(복합)SVT, 전용기- 자동차, 항공기,일반가공,조선,충전,소재,반도체, 전용기

236 新日本無線株式会社 New Japan Radio CO., LTD. http://www.njr.co.jp

http://www/njr.co.jp/index_e/htm

전자 자동화, 공장 자동화, 헬스 케어, 통신 장치, 위성 통신

35페이지 중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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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シンフォニア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SINFONIA TECHNOLOGY CO., LTD. http://www.sinfo-t.jp/

http://www.sinfo-t.jp/eng/index_a.htm

전자 항공기용 차세대 전원 VSCF 컨버터,발전기 시스템, 스토아즈 관리 시스템

(SMS)로드 관리 시스템 (LMS), 차량, 각도 검출기, 부하 검출기, 다중 전송 장치,

간섭 방지 장치, 전도 방지 장치

238 水ｉｎｇ株式会社 Swing Corporation http://www.swing-w.com

http://www.swing-w.com/en/index.html

화학 활성탄, 고분자 응집제, 탈수 보조제, 여과포 세성제, 스케일 세정제, 탈취제, 소

포제, 활성 오니 처리 약제, 비산재 처리제, 금속 제거제, 보일러용 복합제, 냉각

수 약품, 이온 교환 수지, 반응 탱크 설비 , 슬러지 탈수 시설, 슬러지 자원화 시

설 ,응집 침전 · 여과 시설 (용수) ,  순수 초순수 제조 설비

239 株式会社　スギノマシン Sugino Machine Limited http://www.sugino.com/j_index.html

http://www.sugino.com/e_index.html

기계 워터 제트 커터, 머시닝 센터, 간도리루 가공기, 워터빔 머신, 초음파 가공기, 드

릴링 태핑 장피, 항공기용 정밀 드릴링 단위, 보조개 성형 도구, 디버링 세척기,

브픔 건조기, 세정 · 박력 · 케렌 절단하는 기계 / 장비,  바이오 매스 나노 섬유

240 株式会社ＳＣＲＥＥＮ　ＰＥ　ソリューションズ SCREEN PE Solutions Co., Ltd. https://www.screen.co.jp/pe/

https://www.screen.co.jp/eng/pe/

전자 노광 장치, AOI 광확 외관 검사 장치, AVI 최종 외관 검사 장치, 포토 마스크 검

사 장치, 육안 확인 스테이션, 결함 집계 소프트웨어

241 株式会社ＳＣＲＥＥＮグラフィックソリューションズ SCREEN Graphic Solutions Co., Ltd. http://www.screen.co.jp/ga/

http://www.screen.co.jp/eng/ga/

기계 고속 잉크젯, 라벨링기계, 와이드포멧 잉크젯, CTP출력기, 워크플로우 솔루션

(SW)

242 株式会社ＳＣＲＥＥＮセミコンダクターソリューションズ SCREEN Semiconductor Solutions Co.,Ltd. http://www.screen.co.jp/spe/index.html

http://www.screen.co.jp/eng/spe/index.html

전자 Coat/Develop Track 장치, 웨이퍼 세정 시스템(Wet Station, Spin Processor, Spin

Scrubber, Polymer Removal 등), 스핀 프로세서(싱글웨이퍼클리너), 어닐링 시스

템(Laser, Flash Lamp, IR Lamp 등), 측정 기기(필름 두께 등), 검사기(웨이퍼패턴),

어드밴스드 패키징 리소그래피

243 株式会社ＳＣＲＥＥＮファインテックソリューションズ SCREEN Finetech Solutions Co., Ltd. http://www.screen.co.jp/fdp/index.html

http://www.screen.co.jp/eng/fdp/index.html

전자 Coater 시스템(Single Substrate, Roll to Roll), Vacuum film 증착(CVD, Sputter, EB

evaporation system, Dry etcher), Wet Process(Single substrate - cleaner,

developer, etcher, resist stripper) Dryer/Heater(Hot plate, Vacuum dryer),

Exposure(Proximity exposure), Laminator/Delaminator(Roll to Sheet, Single

Substrate)244 株式会社ＳＣＲＥＥＮホールディングス SCREEN Holdings Co., Ltd. http://www.screen.co.jp/

http://www.screen.co.jp/eng/

전자 반도체 장치, Display&Coater, PCB관련 장치, Graphics arts 장치, Advanced ICT 솔

루션, 바이오사이언스, 제약, 차량내 부품, 에너지

245 スズキ株式会社 Suzuki Motor Corp. http://www.suzuki.co.jp/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2륜차)/ATV, 수상레져 등 관련 장치

246 スター精密株式会社 Star Micronics Co., Ltd. http://www.star-m.jp/ 기계 소형프린터, Visual Card Reader/Writers, 자동 선반(CNC 및 지원 SW), 정밀부품

(시계, 바이오, 자동차, 탐침)

247 スタンレー電気株式会社 STANLEY ELECTRIC CO.,LTD. https://www.stanley.co.jp/company/ 기계 자동차(4륜차) / 오토바이(2륜차) 램프 등 부품

248 株式会社ＳＵＢＡＲＵ SUBARU Corporation https://www.subaru.co.jp/

https://www.subaru.co.jp/en/

미분류 자동차, 악세서리 등

249 住化ケムテックス株式会社 SUMICA CHEMTEX Co., LTD. https://www.chemtex.co.jp 화학 합성 염료, VAE Emulsion, 이온 교환 수지, 킬레이트 수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

스틱, 오일 용해성 염료

250 住商機電貿易株式会社 SUMISHO MACHINERY TRADECORPORATION http://www.smtcorp.co.jp/ 기계 자동차 및 부품, 전기 스쿠터 공유서비스, 전기버스, 건설용 중장비 등, 발전용

설비 수출 및 관리

251 住友化学株式会社 Sumitomo Chemical CO., LTD. http://www.sumitomo-chem.co.jp/

http://www.sumitomo-chem.co.jp/english/index.html

화학 석유 화학 및 플라스틱(Propylene oxide, MEG, Polyethylene, Polypropylene 등),

에너지 및 기능성 재료(알루미늄, 알루미나 등), IT 관련 화학물질(GaAs, GaN

등), 건강 및 작물 과학, 제약(방사성 의약품 등)

252 住友金属鉱山株式会社 Sumitomo Metal Mining Co, LTD. http://www.smm.co.jp

http://www.smm.co.jp/index_E.html

소재 금속(구리, 니켈, 코발트, 금 등 귀금속), 산업용 물질(배터리(Nickel Hydroxide

등), 크리스탈(Lithium Tantalate 등), 분말(니켈 등)), 패키지 물질(Copper-clad

Polyimide Films 등), 촉매(자동차용 등), 건설자재, 기타(표면처리, Lens Barrel

등)253 住友重機械工業株式会社 Sumitomo Heavy Industries, LTD. http://www.shi.co.jp/

http://www.shi.co.jp/english/index.html

기계 기계부품(Gear Motors, Motion Control Drives 등), 정밀기계(Ion Implanters,

Injection Molding Machines, Laser Systems 등), 건설용 중장비(유압굴착기, 크롤

러크레인 등), 산업용기계(양성자치료, 단조프레스, 리프팅 마그넷, 증기터빈

등), 선박(유조선), 환경설비 및 플랜트(정전기 침전, Ash 처리, 증류 및 추출 설

비 등), IT솔루션 및 보안서비스

35페이지 중 13페이지

http://www.smtcor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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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住友商事株式会社 SUMITOMO CORPORATION https://www.sumitomocorp.com/ja/jp

https://www.sumitomocorp.com/en/jp

미분류 금속, 건설/교통, 인프라, 미디어, 부동산, 광물자원/에너지/화학/전기 등

255 住友商事ケミカル株式会社 SUMITOMO SHOJI CHEMICALS CO., LTD. http://www.sc-chem  co.jp/

http://www.sc-chem.co.jp/english/index.html

소재 플라스틱(자동차용 부품 등), 유기 화학(도료, 잉크, 신나, 접착제, 의약품 등),

기능성 화학(화장품, 개인 위생 용품, 반도체, 배터리 등), 전자 재료(실리콘 웨

이퍼, 복합 웨이퍼, 초정밀 연마 용 연마 패드, 실란트, 레지스트, PCB 관련 재료

등)256 住友商事マシネックス株式会社 Sumitomo Shoji Machinex Co., Ltd. www.smx.co.jp

www.smx.co.jp/index_e.php

기계 기계 및 전기 인프라(제철, 식품 등), 기계 시스템(머신툴, 자동차 등), 환경 및

시설, ICT 인프라 · 솔루션

257 住友精化株式会社 Sumitomo Seika Chemicals CO., LTD. http://www.sumitomoseika.co.jp/

http://www.sumitomoseika.co.jp/english/index.html

소재 일상용품(기저귀, 반려동물, 티슈, 탈취제 등), 화장품(바디워시, 헤어젤, 파운

데이션 등), 의약품, IT/전자(렌즈, 필름, 반도체, LCD 등), 배터리(이중층커패시

터, 음극/양극 등), 자동차(금속, 접착제 등), 농업 등

258 住友電気工業株式会社 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http://www.sei.co.jp/ 전자 자동차, 정보 통신, 시스템, 전자/가전, 반도체/장치, 에너지, 환경, 인프라, 산업

용 자재 등

259 住友電工デバイス・イノベーション株式会社 SUMITOMO ELECTRIC DEVICEINNOVATIONS, Inc. http://www.sedi.co.jp/ 전자 전기 장치(Power GaN 등), 광학 장치(트랜시버) 등

260 住友ベークライト株式会社 Sumitomo Bakelite Co., Ltd. http://www.sumibe.co.jp/index.html

http://www.sumibe.co.jp/english/index.html

소재 IT 재료(반도체 등), 고기능성 플라스틱(레진, 부품 등), 필름/시트(PVC, 슈퍼엔

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261 セイコーインスツル株式会社 Seiko Instruments Inc. http://www.sii.co.jp/index.html

http://www.sii.co.jp/corp/eg/index.html

기계 전기부품(Quartz Crystal, 희토류 자석 등), 프린터, 머신툴(그라인더, FA 등), 시

계류, 메트로놈/튜너 등

262 セイコーエプソン株式会社 SEIKO EPSON Corp. http://www.epson.jp/

http://www.epson.com/

기계 프린터, 광학 제품, 시계 관련 용품, PC 관련 용품 등

263 セザス・ジャパン株式会社 CEZUS JAPAN K.K 미분류

264 株式会社セツヨーアステック SETSUYO ASTEC Corp. http://www.setsuyo.co.jp/ 전자 전력분배 및 제어, 공장자동화, 광학 장비, 반도체 및 전자 장치, 산업용 자재 등

265 セルマーク・ジャパン株式会社 CellMark Japan http://www.cellmark.com 화학 화학물질, 금속, 패키징, 종이/펄프 등

266 千住金属工業株式会社 SENJU METAL INDUSTRY CO.,LTD. http://www.senju-m.co.jp/index.html

http://www.senju-m.co.jp/en/index.html

기계 화학물질(솔더/플럭스), 스파크볼, 솔더링장치, 베어링/부싱 등

267 双日株式会社 Sojitz Corp. http://www.sojitz.com 기계 자동차, 항공/운송, 기계/의학 인프라, 에너지/사회 인프라, 금속/광물 자원, 화

학물질, 식품/농업 등

268 双日エアロスペース株式会社 Sojitz Aerospace Corp. http://www.sojitz-aero.com 미분류 방산제품(플랫폼, 엔진 등), 항공용제품(엔진, 재료, 내장재, MRO 등)

269 双日ジェクト株式会社 Sojitz JECT Corp. http://www.jectcorp.com 소재 Cokes(Needle, Metallurgical, Foundry 등), 음극/양극, 흑연 전극 등

270 双日プラネット株式会社 Sojitz Pla-Net Corporation http://www.pla-netcorp.co.jp/ 소재 플라스틱 레진(자동차, 가정용품 등), 패키징 재료(PE, PP, EVA 등), 전자재료

(PCB, LCD panel, CCL, Backlight unit, 터치 패널 등)

271 双日マシナリー株式会社 Sojitz Machinery Corporation http://www.sojitz-mac.com/jp/

http://www.sojitz-mac.com/en/

기계 반도체장치, 중공업장치(Rolling Mill 등), 레진/필름 생산용 화학장치, 가스터빈

용 부품, 컴프레셔, 자동차용 부품 등

272 株式会社ソディック Sodick CO., LTD. http://www.sodick.co.jp/

http://www.sodick.org/

기계 방전가공장치, 적층가공(3D Printing), 고속 밀링머신

273 ソニー株式会社 Sony Corp. http://www.sony.co.jp/index.html

http://www.sony.net/

전자 가전, 스마트폰, 게임, 영상, 음악, 금융 등

274 ソニーグローバル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オペレーションズ株式会社 Sony Global Manufacturing & OperationsCorporation http://www.sonyemcs.co.jp/ 전자 전자 기기 · 장치의 개발, 제품 설계, 자재 조달, 생산, 물류, 고객 서비스, 수리

등
275 株式会社ソニー・インタラクティブエンタテイメント Sony Interactive Computer EntertainmentInc. http://www.sie.com/index.html

http://www.sie.com/en/index.html

전자 PlayStation®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 및 네트워크 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판매

35페이지 중 14페이지

http://www.sei.co.jp/#
http://www.sedi.co.jp/#
http://www.cellmark.com/#
http://www.sojitz.com/#
http://www.sojitz-aero.com/#
http://www.ject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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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ソニーセミコンダクタマニュファクチュアリング株式会社 Sony Semiconductor ManufacturingCorporation http://www.sony-semiconductor.co.jp/ 전자 반도체(CCD 및 CMOS 이미지 센서) 등

277 ソニーモバイ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株式会社 Sony Mobile Communications Japan, Inc. http://www.sonymobile.co.jp/

http://www.sonymobile.com/global-en/

전자 휴대폰, 타블릿 등 휴대용 기기, 악세서리(이어폰, 블루투스 기기) 등

278 第一実業株式会社 DAIICHI JITUSGYO CO.,LTD. http://www.djk.co.jp

http://www.djk.co.jp/engl/index.htm

기계 플랜트/에너지(석유화학, 리튬이온배터리 등), 산업용기계(레진, 표면처리, 검

사, 3D프린팅), 전자(디스플레이 등), 자동차, 제약, 항공

279 ダイキン工業株式会社 Daikin Industries, LTD. http://www.daikin.co.jp/ 기계 공조 및 냉방 시설, 유압, 불소화합물 등

280 株式会社大真空 DAISHINKU CORP., http://www.kds.info/

http://www.kds.info/english.html

전자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 무선통신, 자동차 전장, 시청각 장비, 게임 장비, FA

장비 등

281 株式会社ダイセル Daicel Corporation http://www.daicel.com/

http://www.daicel.com/en/

화학 셀룰로스 유도체, 유기 화학물질, Chiral 분리, 플라스틱, 파이로테크닉 장치 등

282 ダイセン・メンブレン・システムズ株式会社 DAICEN MEMBRANE-SYSTEMS Ltd. https://daicen.com/

https://daicen.com/en/

기계 멤브레인, 기포확산기, Sprinkling 시스템 등

283 株式会社ダイチューテクノロジーズ Daichu Technologies CO., LTD. http://www.daichutec.co.jp/ 전자 테스트 장비(온/습도/압력 등), 메카트로닉스(센서, 액츄에이터, 등), 멀티미디

어, 저장장치(HDD, Micro Card) 등

284 Ｄｙｎａｂｏｏｋ株式会社 Dynabook Inc. dynabook.comdynabook.com 전자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안경, 저장장치(SSD 등), 악세서리 등

285 大日本印刷株式会社 Dai Nippon Printing CO., LTD. http://www.dnp.co.jp/

http://www.dnp.co.jp/index_e.html

전자 패키징(식품, 제약,  기타 산업), 디스플레이 부품(LCD, 터치패널 등)

286 大八化学工業株式会社 DAIHACHI CHEMICAL INDUSTRY CO., LTD. http://www.daihachi-chem.co.jp 화학 난연제, 가소제, 금속 추출물, 수지 개질제 등

287 ダイハツ工業株式会社 Daihatsu Mortor CO., LTD. http://www.daihatsu.co.jp/

http://www.daihatsu.com/

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용 부품

288 株式会社ダイフク DAIFUKU CO., LTD. http://www.daifuku.co.jp

http://www.daifuku.co.jp/english

미분류 설비(제약, 식품, 석유화학 등), 클린룸 관련 장치, 공항 입출국 수속 관련 장치

(검색, 컨베이어 등)

289 株式会社ダイヘン DAIHEN Corp. http://www.daihen.co.jp/ 전자 전기 송배전용 장치, 용접/메카트로닉스

290 太洋物産株式会社 TAIYO BUSSAN CO.,LTD http://taiyobussan.jp 전자 전자(시청각, 생활가전, 전기제어 등), 기계(TV 스튜디오/카메라, 용접, 화재방

지장치 등), 화학물질

291 太陽誘電株式会社 Taiyo Yuden CO., LTD. http://www.ty-top.com/ 전자 커패시터, 인덕터, 노이즈방지 부품, 고주파제품, 무선모듈 등

292 田岡化学工業株式会社 Taoka Chemical CO.,LTD. http://www.taoka-chem.co.jp 화학 제약 중간체, 농업용 화학물질 중간체, 전자 부품 소재, 수지 원료, 염료, 고무

첨가제, 접착제, 가소제 등

293 株式会社タカギセイコー TAKAGI SEIKO CORPORATION http://www.takagi-seiko.co.jp/

http://www.takagi-seiko.co.jp/en/index.html

기계 자동차부품(연료탱크, 스포일러 등), 사무자동화(복사기 프린터 등), 휴대장치

악세서리(스마트폰 케이스)

294 株式会社高砂製作所 TAKASAGO, LTD. http://www.takasago-ss.co.jp/ 전자 AC/DC 파워서플라이, 배터리 테스트 시스템, 일렉트로닉 로드

295 高松機械工業株式会社 Takamatsu Machinery CO.,LTD. http://www.takamaz.co.jp/ 기계 CNC 정밀 선반, CNC 터닝 센터 등

296 株式会社滝澤鉄工所 TAKISAWA MACHINE TOOL CO., LTD. http://www.takisawa.co.jp/

http://www.takisawa.co.jp/-e/index.htm

기계 CNC 선반, 멀티태스킹머신, 피스톤머신, 머시닝센터, CNC/매뉴얼 선반, 매뉴얼

선반

297 タナカ・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Tanaka Corporation http://www.3915.jp/

http://www.3915.jp/4/

기계 반도체관련장치(Dicers, Bonders, Tester 등), SMT 장치, 검사장치(X-ray, ICP 등),

진공 장치, 챔버 등

298 多摩化学工業株式会社 Tama Chemicals Co.,Ltd http://www.tama-chem.co.jp

http://www.tama-chem.co.jp/english/index.html

생물 분석용 시약(HF, HCl, HNO3, Nitric Acid 등)

35페이지 중 15페이지

http://www.daikin.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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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株式会社チノー CHINO Corp. http://www.chino.co.jp 전자 온도센서, IR 온도계, 온/습도 장치 및 센서, 연료 전지 테스티 장치, 사이리스

터, 데이터 로거 장치 등

300 蝶理株式会社 Chori  CO., LTD. http://www.chori.co.jp/

http://www.chori.co.jp/en/index_en.htm

화학 섬유(자동차, 의류, 건축 등), 화학(첨가제, 디스플레이 부품용 소재) 등

301 千代田化工建設株式会社 Chiyoda Corporation http://www.chiyoda-corp.com

http://www.chiyoda-corp.com/en

기계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엔지니어링,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 chiyoda 첨단 솔루

션, AI 솔루션 등 공정 플랜트, 사회기반 시설의 계획,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

302 千代田興業株式会社 CHIYODA KOGYOCO., LTD. http://www.chiyodakogyo.com

http://www.chiyodakogyo.com/en/

기계 Plastic Core, Roll, Physical Distribution Products(pallet등),  Molding, Robot･FA

System

303 株式会社ツガミ Tsugami Corp. http://www.tsugami.co.jp

http://www.tsugami.co.jp/eng/index.html

기계 CNC 정밀 자동 선반, CNC 선반, 정밀 터닝 센터, 정밀 머시닝 센터, 정밀 연삭 기

계

304 月電ソフトウェア株式会社 TSUKIDEN SOFTWARE CO., LTD. http://www.tsukiden.co.jp/ 전자 통신 시스템 솔루션, 장치 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 해외 브릿지 솔루션

305 株式会社ディーアンドエムホールディングス D&M Holdings Inc. http://www.dm-holdings.com/jp

http://www.dm-holdings.com/eng

전자 오디오 및 비디오 장치

306 株式会社ティーエムケー TMK Corporation. 미분류

307 ＴＯＡ株式会社 TOA Corporation http://www.toa.co.jp/

http://www.toa.jp/

전자 음성 피난 시스템, 상업용 오디오 시스템, 인터컴 시스템,무선 시스템 등 사운

드 및 비디오 제품 및 솔루션

308 ＴＤＫ株式会社 TDK Corporation http://www.tdk.co.jp/index2.htm

http://www.global.tdk.com/

전자 캐패시터, 인덕터, EMC 부품, RF 부품 및 모듈, 전압-전류-온도 보호 장치, 센서

및 센서시스템, 세라믹 스위칭 및 힛팅기, 압전 부품, 버저, 페라이트, 소음 저감

및 자기 시트, 챔버 및 전파 흡수체, 전원공급 장치,  플래쉬 저장소, 무선전력전

송, FA 시스템, 투명 전도성 필름, 마이크로 모듈(IC내장기판, SESUB 사용 제품),

태양전지, 용도별 IC 개발 및 공급, 바이오 센서 등

309 ＴＤＫラムダ株式会社 TDK-Lambda Corporation http://www.tdk-lambda.co.jp/

http://www.tdk-lambda.com/

전자 AC 입력전원(AC-DC 컨버터), DC 입력 전원(DC-DC 컨버터), 직류안정화 전원

(CVCC), 양방향 컨버터, 전원 라인용 EMC 필터, 부속품(전원 제품용), 산업 기기

용 무선 전력 시스템

310 ＴＨＫ株式会社 THK CO.,LTD. http://www.thk.com/jp

http://www.thk.com

기계 LM 가이드, 볼나사, 볼스플라인, LM가이드 액츄에이터, 크로스 롤러링, 액츄에

이터, 캠플로워, 롤러플로워, 리니어부쉬, LM스트로크, 슬라이드팩, 슬라이드

레일, 크로스 롤러가이드, 크로스 롤러테이블, 리니어 볼슬라이드, LM롤러, 플

래트 롤러, 리드 스크류너트, 체인지 너트, 스플라인 너트, 정밀 리니어 팩, 링

크, 로드엔드, 구면 베어링, 윤활 액세서리, 면진

311 ＤＭＧ森精機株式会社 DMG MORI  CO.,LTD http://www.dmgmoriseiki.co.jp/index.html

http://www.dmgmori.co.jp/en/

기계 5축 및 다축 머신, 터닝 센터, 머시닝 센터, 초음파 및 레이저 기계,  CELOS 및 소

프트웨어, 시스템 및 솔루션 등

312 帝人株式会社 TEIJIN LIMITED https://www.teijin.co.jp/

https://www.teijin.com/

소재 아라미드, 탄소섬유, 필름 및 시트, 레진, 프레임, 난연제, 첨가제, 복합재, 섬유

및 제품, 헬스케어, IT, 환경 및 엔지니어링 등

313 帝人フロンティア株式会社 TEIJIN FRONTIER CO.,LTD. http://www2.teijin-frontier.com 소재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TT), Mixel™POEMY™(필라멘트, 직물), ECO

CIRCLE™ FIBERS(필라멘트, 직물, 스테이플 섬유), SUPER EXTAR™(방염 폴리에스

터 물질), NANOFRONT™(나노섬유), Chemitac™(냄새 방지 효과)

314 株式会社ディスコ DISCO Corp. http://www.disco.co.jp/

http://www.disco.co.jp/eg/

기계 다이싱 쏘우(dicing saw), 레이저 쏘우, 그라인더, 폴리싱 장비, 웨이퍼 마운트

장비, 다이 세퍼레이터, 표면 평판화 장비, 워터젯 절단기, DBG(Dicing Before

Grinding) 및 패키지 싱귤레이션, 다이싱 블레이드, 그라인딩 휠, 건식 폴리싱

휠, 관련 장비(초음파 다이싱 장치, 전력장치, DI 워터 재활용 장치, 수처리 컨트

롤 장치, 저항 측정 장치, 자동세척기  등), 관련 부품(다이싱용 절단 첨가용제,

용해보호필름, 테이프 프레임, 다이싱 카트리지 등)

35페이지 중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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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テクノクオーツ株式会社 TECHNO QUARTZ Inc. http://www.techno-q.com 기계 석영유리 가공 제품: 석영 링, 대구경 챔버, 반응기, 분광 광도계, 이종재료 봉입

플레이트, 이너 튜브,

실리콘 가공 제품: 가스 샤워 플레이트,대형 플레이트 (□ 800㎜)

미세가공기술, 청소 서비스, 내플라즈마 표면 처리, 불소 수지 코팅, 차세대 부

품 관리 기술,포러스 구조체 (다공질 자립 막)

316 テラダイン株式会社 Teradyne K..K. http://www.teradyne.co.jp

http://www.teradyne.com

전자 전자 테스트 솔루션(반도체, 스토리지, 무선,프로덕션 보드, 항공우주 테스

트), 로봇 기술

317 株式会社デンソーテン DENSO TEN Limited https://www.denso-ten.com/jp

https://www.denso-ten.co/

전자 ICT 기술(Drive Recorder, Vehicle Security System(VSS), Airbag Control Module,

Telematics Unit for the eCall Emergency Call System, 네비게이션 및 차량 오디오,

차량 사운드 시스템, 홈 오디오 시스템, 하이브리드 모듈, 엔진 컨트롤 모듈, 파

워 매니지먼트

318 株式会社デンソー Denso Corp. http://www.denso.co.jp/ja/

http://www.denso.co.jp/en/

기계 에어컨 시스템, 동력 전달 시스템, 조수석 안전 시스템, 기타 차량 관련 부품, 로

봇, QR코드 관련 기술, 시스템 솔루션, 집 관리 시스템, 이산화탄소 냉각 펌프

319 株式会社デンソーウェーブ DENSO WAVE INCORPORATED https://www.denso-wave.com/

https://www.denso-wave.com/en/

전자 AUTO- ID(휴대용 단말기, 휴대용 스캐너, 웨어러블 스캐너,스캐너,  RFID, OCR,

소프트웨어,

320 東北パイオニアＥＧ株式会社 TOHOKU PIONEER EG CORPORATION http://pioneer.jp/topec-eg/

http://pioneer.jp/topec-eg/index-e.html

기계 엔진 관련 부품 생산라인, 전장 부품 생산 라인, EV 부품 생산 라인, 내 외장 부

품 생산 라인, 구동 · 제동 부품 생산 라인, 리어 부품 생산 라인,저면 부품 생산

라인, 전기 · 반도체 관련라인, 의료 관련, 일반 기기 관련 · 기타, 관리 시스템 기

술, 부품 공급 기술,반송 기술,조립 조정 기술, 도포 기술, 검사 기술, 안전 · 환경

대책 기술321 Ｔｉａｎｍａ　Ｊａｐａｎ株式会社 Tianma Japan Ltd. https://www.tianma.co.jp/

https//www.tianma.co.jp/en/

전자 의료용 디스플레이, 산업용 디스플레이, TN-LCD, STN-LCD, TFT-LCD, LTPS AM-

OLED and CF production

322 天龍コンポジット株式会社 TENRYU COMPOSITE CO., LTD. http://www.tenryu-kogyo.co.jp/ 기계 시트, 플라스틱 제품, 수송 기계 부품 등

323 東亜ディーケーケー株式会社 미분류

324 東亜バルブ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TOA VALVE ENGINEERING INC. http://www.toavalve.co.jp/

http://www.toavalve.co.jp/english

화학 원자력 공급용, 열전력 발생장치, 석유, 석유화학, 화학 산업용 밸브 및 각종 장

치

325 東海高熱工業株式会社 TOKAI KONETSU KOGYO CO., LTD. http://www.tokaikonetsu.co.jp/ 기계 전기저항성 소재, 산업용 퍼니스 및 히팅 장치, 세라믹 저항기 등

326 東京エレクトロン株式会社 Tokyo Electron LTD. http://www.tel.com/jpn/index.html

http://www.tel.com/eng/index.html

기계 코팅 및 디벨로퍼 장비, 에칭 장비, 표면처리 장비, 증착 장비, 테스트 장비, 웨

이퍼 본딩장비, CVD장비,이온빔 장비 등

327 東京計器株式会社 TOKYO KEIKI Inc. http://www/tokyo-keiki.co.jp/

http://www.tokimec.co.jp/

전자 선박, 유압제어, 유체관리, 통신제어, 인쇄검사, 철도보선, 자동 건기 관련 장비

328 株式会社東京精密 Tokyo  Seimitsu  CO., LTD. http://www.accretech.jp/

http://www.accretech.jp/english/

전자 반도체 생산 장비(다이싱 기계, 블레이드, 프로빙 기계, 폴리싱 그라인더, 웨이

퍼 생산장비), 측정장비(정렬 측정기기, 표면 및 조도 측정기기, 광학 측정기기

등)
329 東京貿易テクノシステム株式会社 TOKYO BOEKI TECHNOｰSYSTEM LTD. http://www.tbts.co.jp 기계 3차원 형상 측정기, 비접촉 삼차원 형상 측정기 (다관절형 카메라식 레이저 방

식) 검사 · 분석 · 측정 기계, 소프트웨어, 모델 가공기

330 東京貿易マテリアル株式会社 TOKYO BOEKI MATERIALS LTD. http://www.tokyo-boeki-kinzoku.co.jp

http://www.tokyo-boeki-kinzoku.co.jp/en/index.html

소재 철 및 스테인리스강, 원재료, 내화재, 건축용 자재 등

331 株式会社　東興 TOKO CO.,LTD https://www.k-toko.com/en/ 기계 절단기, 절삭기, 포장기 등

332 東工コーセン株式会社 http://www.tokokosen.co.jp 화학 자동차를 중심으로하는 고무 · 섬유 자재, 중국무역사업(각종 플랜트 류, 기계

류, 철강, 화학 등의 수출, 석유, 석탄, 화학 원료, 경공업 제품, 농산물), 섬유 자

재(의류사업), 부동산 사업 등

35페이지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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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東西貿易株式会社 TOZAI BOEKI KAISHA, LTD. http://www.tozai-jpn.co.jp

http://www.tozai-jpn.co.jp/en/

미분류 수출입 및 국내교역 담당(화학, 전자재료, 기계, 건축 등)

334 株式会社東芝 Toshiba Corp. http://toshiba.co.jp/index_j3.htm

http://www.toshiba.co.jp/index.htm

전자 사회기반시설 시스템, 전자기기 및 부품(반도체, 스토리지 장비, 마이크로웨이

브 반도체 등), 디지털 기기 등

335 東芝インフラシステムズ株式会社 Toshiba Infrastructure Systems & SolutionsCorporation https://www.toshiba.co.jp/cs/index_j.htm

https://www.toshiba.co.jp/cs/en/index.htm

기계 사회기반 시스템, 안전 및 자동 시스템, 철도 시스템, 산업분야 등의 솔루션 및

시스템

336 東芝機械株式会社 Toshiba  Mashine CO., LTD. http://www.toshiba-machine.co.jp/ 기계 사출성형기, 다이캐스트 머신, 압출 성형기, 나노 가공 시스템, 공작 기계,

FA컨트롤러, 서보 모터, 산업용 로봇, 반도체 제조 장치 등

337 東芝テック株式会社 TOSHIBA  TEC. Corp. http://www.toshibatec.co.jp/

http://www.toshibatec.co.jp/en/

전자 모바일 등 소프트웨어, POS 시스템, 프린터, 셀프 체크아웃 기기, 디스플레이 ,

관련 기기 등

338 東芝デバイス株式会社 TOSHIBA DEVICE Corp. http://www3.toshiba.co.jp/tdec/index.html 전자 메모리, 다이오드, 센서, 자동차용 장치(프로세서, 오디오 IC, 증폭기 등), 스토

리지 프로덕트, 광 반도체, 마이크로 컴퓨터, IC치, MOSFET, 리니어 IC , 사용자

SoC, 고주파 장치, 트랜지스터, 로직 IC, 무선통신 IC, 소프트웨어IP

339 東芝マイクロ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Toshiba Microelectronics Corp. http://www.toshiba.co.jp/tosmec/index_j.htm 전자 반도체 제품 관련 영업 기술, 반도체 제품 설계 및 개발 관련 기술,  반도체 장비

평가 분석 기술

340 東芝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Toshiba Trading Inc. http://www.toshiba-tti.co.jp/ 미분류 조달 업체

341 東芝三菱電機産業システム株式会社 Toshiba Mitsubishi-Electric IndustrialSyatems Corp. http://www.tmeic.co.jp/

http://www.tmeic.com/

전자 모터, 제너레이터, AC드라이버, DC 드라이버, PV 인버터,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장치, UPS 시스템

342 東芝メモリ株式会社 Toshiba Memory Corporation https//business.toshiba-memory.com 전자 플래시 메모리, SSD,

343 東北パイオニア株式会社 TOHOKU PIONEER Corp. http://www.pioneer.co.jp/topec/ 전자 스피커, 차량용 AV기기, HUD 기구학 모듈 , OLED

344 株式会社　童夢 DOME CO., LTD http://www.dome.co.jp 기계 레이싱 카, 선행 개발 차량 등 자동차 엔지니어링 디자인, 탄소섬유 레이싱카,

공기역학 레이싱카 개발 및 제작

345 東洋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Toyo Engineering http://www.toyo-eng.co.jp/ja/top.html

http//www.toyo-eng.co.jp/en/top.html

화학 정유, 가스, 석유화학, 화공 업스트림, 발전, 산업설비, 환경 엔지니어링

346 東洋精機工業株式会社 TOYO SEIKI KOGYO CO.,LTD http://www.toyosk.com 기계 머시닝 센터, 다축 드릴링 머신, 전용기 및 유닛, 반도체 제조 장비, 정밀 부품

제조 등

347 東洋炭素株式会社 TOYO TANSO CO.,LTD. http://www.toyotanso.co.jp/

http://www.toyotanso.co.jp/index_  en.html

화학 특수 흑연 제품, 탄소섬유로 강화된 탄소복합재료, 흑연 시트, 카본 브러쉬 제

품, 표면 처리 재료, 탄화 탈륨 등 신규 개발 제품

348 株式会社東陽テクニカ Toyo  Corp. http://www.toyo.co.jp/

http://www.toyo.co.jp/en/index.html

전자  정보 통신, 자동차, 환경 에너지, EMC (전자파 적합성), 해양 조사,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과학 등의 분야에서 해외의 첨단 측정 장비 · 기술을 제공

349 東洋電機製造株式会社 TOYO DENKISEIZO K.K. http://www.toyodenki.co.jp/

http://www.toyodenki.co.jp/en/

전자 교통 관련 시스템(철도 차량용 전기 장비), 산업분야 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기

타 전기 장비), 정보 시스템 분야( 방송국 운영 장비 및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공급

350 東洋紡株式会社 TOYOBO CO.,LTD. http://www.toyobo.co.jp/ 소재 필름, 기능성 수지, 접착체 , 도료, 코팅제, 필터 관련 재료, 분리막 모듈, 의료기

기, 의약품 관련, 바이오 관련 제품, 화장품 원료, 의류용 섬유, 산업용 섬유, 토

목 자재, 슈퍼 섬유 등

351 東レ株式会社 Toray Industries, Inc. http://www.toray.co.jp/

http://www.toray.com/

화학 섬유 및 직물, 탄소섬유복합재, 의료 및 의약품 관련 제품, 수처리 멤브레인 및

장치, 레진, 필름, 전기 및 화학 분야

352 東レインターナショナル株式会社 TORAY INTERNATIONAL ,INC. http://www.toray-intl.co.jp/

http://www.toray-intl.com/

화학 섬유 및 직물, 탄소섬유복합재, 의료 및 의약품 관련 제품, 수처리 멤브레인 및

장치, 레진, 필름, 전기 및 화학 분야

353 東レ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Toray Engineering Co., Ltd. http://www.toray-eng.co.jp/ 전자 플랜트 엔지니어링, FA 및 생산 합리화 시설, 검사 -측정-분석 기기, 정보처리

및 CAE,  반도체 제조 설비, FPD 제조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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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東レ・デュポン株式会社 DU PONT-TORAY CO., LTD. http://www.td-net.co.jp 소재 열가소성 폴리 에스터 , 폴리이미드 필름,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355 株式会社東レリサーチセンター Toray Research Center,Inc. http://www.toray-research.co.jp/

http://www.toray-reseach.co.jp/en/index.html

미분류 반도체에서 의약 · 바이오까지 폭 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수탁 분석을 실시

356 株式会社トーキン Tokin  Corporation https//www.tokin.com/

https://www.tokin.com/english/

전자 캐패시터, 전자기기, EMI, 금속 복합재 인덕터, 소음저감 시트, 센서,압전 기기,

무향실

357 株式会社ネクスティエレクトロニクス NEXTY Electronics Corporation http://www.nexty-ele.com/ 전자 세계 반도체, 전자 장치 제품을 자동차 관련 업체 · 전기 메이커에 제안, 판매

중, 엔지니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수탁 개발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소프

트웨어 솔루션을 제안, 마케팅 사업

358 株式会社トーメンデバイス TOMEN DEVICES Corp. http://www.tomendevices.co.jp 전자 DRAM, FLASH, MCP 등 메모리 반도체, ASIC DDI, CMOS 이미지 센서 등 시스템

LSI 반도체, 액정 패널이나 LED, OLED

359 トーヨーエイテック株式会社 Toyo Adovanced Technologies CO.,LTD. http://www.toyo-at.co.jp/ 기계 공작 기계, 반도체 · 태양 전지 · 전력 반도체 · LED 관련 장비, 공작 기계 용 수치

제어 장치, 하드 코팅 수탁 가공 공구, 금형,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 판매

360 株式会社トクヤマ Tokuyama Corporation http://www.tokuyama.co.jp/

http://www.tokuyama.co.jp/eng/index.html

화학 소다, 염화 알칼리, 염화 비닐 및 새로운 유기 화학 물질, 전자 재료 (다결정 실

리콘), Fumed silica, 전자 제품 제조용 고순도 화학 물질 및 질화 알루미늄, 시멘

트, 정밀 화학, 미세 다공성 필름, 폴리올레핀 필름, 이온 교환막 및 치과 용 재

료 등361 凸版印刷株式会社 TOPPAN PRINTING CO., LTD. http://www.toppan.co.jp/

http://www.toppan.co.jp/english/

전자 보안솔루션(스마트카드 프린팅, ID, 여권 발급), 재료(인쇄, 코팅, 증착 필름, 포

장재), 반도체 재료(포토마스크, 집적회로, 포토에칭)

362 株式会社トッパン・テクニカル・デザインセンター TOPPAN TECHNICAL DESIGN CENTERCo.,LTD. http://www.toptdc.com/

http://www.toptdc.com/en/

전자 LSI(무선 통신, 고속전송, 센서, 전원공급, 메모리),  ASSP, FPGA 보드

363 トピー工業株式会社 TOPY INDUSTRIES, LIMITED http://www.topy.co.jp/

http://www.topy.co.jp/english/index.html

기계 강철, 바퀴 및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용 부품, 로봇, 합성 운모

364 株式会社トプコン Topcon Corp. http://www.topcon.co.jp 기계 GNSS, 토탈스테이션, 3D 스캐너, 레이저, 소프트웨어,  경도계

365 巴工業株式会社 TOMOE Engineering Co., Ltd. http://www.tomo-e.co.jp

http://www.tomo-e.co.jp/index_e.html

화학 원심분리기, 화학제품(합성수지, 산업용 재료, 무기 재료, 정밀 화학물질, 전자

재료, 기능성 소재)

366 巴バルブ株式会社 TOMOE VALVE CO., LTD. http://www.tomoevalve.com/

http://www.tomoe.co.jp/index-e.html

화학 밸브, 유체 제어 장비

367 豊田合成株式会社 Toyoda Gosei CO., LTD. http://www.toyoda-gosei.co.jp

http://www.toyoda-gosei.com

기계 자동차 부품, LED, 공기청정기, 건설 및 산업용 기계 부품

368 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Toyota Motor Corp. http://www.toyota.co.jp

http://www.toyota.co.jp/en/

기계 자동차

369 株式会社豊田自動織機 Toyota Industries Corp. http://www.toyota-shokki.co.jp

http://www.toyota-industries.com

기계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서, 차량용 전자 제품, 스탬핑 다이

370 豊田通商株式会社 Toyota Tsusho Corp. http://www.toyotsu.co.jp/ 기계 재료(철강 제품, 금속, 페로 합금, 희토류 등), 자동차 생산용 구성 부품, 차

량(승용차, 오토바이, 트럭 등), 반도체 및 전자, 환경 및 에너지

371 トヨタ紡織株式会社 TOYOTA BOSHOKU Corp. http://www.toyota-boshoku.co.jp

http://www.toyota-boshoku.co.jp/en/index.html

미분류 차량용 의자, 내외부 부품, 공기 필터, 연료 전지 부품

372 豊通ケミプラス株式会社 TOYOTSU CHEMIPLAS Corp. http://www.toyotsu-chemiplas.com/

http://www.toyotsu-chemiplas.com/en/index.html

소재 고무재료, 타이어, 접착제 소재, 자동차 재료, 바이오폴리에틸렌, 수지, 도

료, 용매,  전자재료, 포장재, 화학 원료 및 재료

373 株式会社豊通マシナリー TOYOTSU MACHINERY CORPORATION http://www.toyotsu-machinery.co.jp/ 기계 공작기계, 산업용 용광로, 기판 표면 증착 기계, 섬유 기계, 3D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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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株式会社トリケミカル研究所 Trichemical Laboratories Inc. http://www.trichemical.com/

http://www.trichemical.com/eng/index.html

전자 반도체 재료(에칭가스, 필름 성형 물질), 광섬유 재료, 화합물 반도체, 태양

전지 재료, 촉매, 특수 시약

375 トレックス・セミコンダクター株式会社 TOREX SEMICONDUCTOR LTD. https://www.torex.co.jp/

http://www.torexsemi.com/

전자 DC-DC converter, 전압 레귤레이터, 전압 검출기, 다이오드, 온도 센서,

스위치, 집적회로

376 ナイトライド・セミコンダクター株式会社 Nitride Semiconductors Co.,Ltd. http://www.nitride.co.jp

http://www.nitride.co.jp/english/

전자 UV LED, GaN 웨이퍼, UV LED 칩, 포장 램프, SMD, LED 모듈

377 長瀬産業株式会社 Nagase&Co, LTD. http://www.nagase.co.jp/index.html

http://www.nagase.co.jp/english/index.html

화학 페인트, 코팅 원료, 석유 화학, 플라스틱 재료, 우레탄, 전도성 폴리머, 불

소 화학 물질, 수지, 에폭시, 안료/첨가제 염료, 액정, 전자 부품,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 재료

378 中村留精密工業株式会社 Nakamura Tome Precision  Industry CO.,LTD. http://www.nakamura-tome.co.jp/ 기계 초복합 가공 기계, 복합 정밀 CNC 선반, 렌즈 가공 기계, 유리 가공 기계,

광섬유 연마 기계

379 株式会社ナカヨ通信機 NAKAYO TELECOMMUNICATIONS, Inc. http://www.nyc.co.jp 전자 인터넷 전화기

380 ナブテスコ株式会社 Nabtesco Corporation http://www.nabtesco.com/

http://www.nabtesco.com/en/

기계 정밀 감소 기어, 항공기 장비, 자동 도어, 유압 장비, 포장 기계, 자동체 장

비, 철도 차량 장비, 선박 장비

381 鍋林株式会社 Nabelin CO., LTD. http://www.nabelin.co.jp 화학 고순도 화학 물질, 포토레지스트, 전자 부품, 특수 가스, 에폭시 수지, 박막 재

료, 플라스틱, 표면 처리 재료, 시약 제품, 물리적 및 화학 장비, 화학 물질, 의약

품 및 의료 기기

382 株式会社ニイガタマシンテクノ Niigata Machine Techno CO., LTD. http://www.n-mtec.co.jp 기계 공작기계, 수평 가공 기계, 사출 성형기, 밀링 머신

383 株式会社ニコン Nikon Corporation http://www.nikon.co.jp/index.htm

http://www.nikon.com/

전자 카메라, 렌즈, 현미경, 산업 계측 장비, 리소그래피 장비, 광학 재료, 광학 유리,

인코더,

384 株式会社ニコンテック Nikon Tec Corp. http://www.nikontec.co.jp/ 전자 반도체 제조 장비, 노광 장비, FPD 노출 장비

385 西芝電機株式会社 Nishishiba Electric CO., LTD. http://www.nishishiba.co.jp/nsdk/index_j.htm

http://www.nishishiba.co.jp/nsdk/index.htm

전자 전원 공급 장치, 주파수 변환기, 해양 전기 시스템, 전력 시스템

386 西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WestCorp. http://www.ntt-west.co.jp/

http://www.ntt-west.co.jp/index_e.html/

전자 전화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보안 라이센스

387 西日本貿易株式会社 WESTERN JAPAN TRADING CO., LTD. http://www/wjtc.co.jp 화학 기능성 필름, 펌프, 가공 장비, 광통신 재료, 복합 재료 및 합성 섬유, 운송 장비,

그라인더, 반도체 재료, 페인트, 화학 물질

388 株式会社西村製作所 NISHIMURA MFG.CO.,LTD. www.ns-slitter.co.jpwww.ns-slitter.co.jp 기계 슬리터(필름, 전자부품, 부직포, 배터리, 탄소, 패키지 등 절단에 사용)

389 株式会社ニシヤマ NISHIYAMA Corporation http://www.nishiyama.co.jp 미분류 가스 배관 장비, 전원 공급 관련 자재, 철도 부품, 건설 기계, 수중 로봇, 반도체

계측 장비, 온도 및 유체 제어 장치, 플라즈마 진공 장비, 정보 통신 장비, IT 보

안 솔루션

390 日亜化学工業株式会社 NICHIA Corp. http://www.nichia.co.jp/

http://www.nichia.co.jp/en/

소재 발광다이오드, 화합물 반도체 재료, 레이저 다이오드, 배터리 재료, 형광체, 코

팅 재료, 촉매, 금속 분말

391 日油株式会社 NOF CORPORATION http://www.nof.co.jp/

http://www.nof.co.jp/english/

화학 유지화학제품, 기능성 고분자, 폭발물, 추진체, 기능성 식품, 바이오호환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부식방지 코팅

392 日揮株式会社 JGC CORPORATION http://www.jgc.co.jp/jp/index.html

http://www.jgc.co.jp/en/index.html

화학 석유 및 가스 생산 및 정제, 석유화학 및 가스화학, LNG, 비철 금속 정제, 촉매

393 日機装株式会社 기계 펌프, 극저온 펌프, 발전소용 수질 조정기, 세라믹 기판 제조 장비, 압력 프레스,

건조기,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캐스케이드, 투석 장비, UV-LED 정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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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日産化学株式会社 Nissan Chemical Corporation http://www.nissanchem.co.jp/

http://www.nissanchem.co.jp/eng/

소재 고순도 화학 물질, 정밀 화학 물질,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재료, 농약, 생명

과학 재료, 광학 재료, 배터리용 재료

395 日産自動車株式会社 NISSAN MOTOR CO., LTD. http://www.nissan.co.jp/

http://www.nissan.co.jp/EN/index.html

기계 자동차

396 日産トレーデイング株式会社 NISSAN TRADING CO.,LTD. http://www.nitco.co.jp/index.html

http://www.nitco.co.jp/en/index.html

기계 자동차 부품, 기계 설비, 절삭 공구, 공구 금형, 철강, 비철금속, 화학 물질

397 日昌株式会社 NISSHO Corp. http://www.nissho-group.com/

http://www.nissho-group.com/english/

전자 시트, 필름 및 테이프, 전자 소재, 디스플레이,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398 日商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NISSHO ELECTRONICS CORP. http://www.nissho-ele.co.jp 전자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스위치),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399 日新イオン機器株式会社 Nissin Ion Equipment Co., Ltd. http://www.nissin-ion.co.jp/

http://www.nissin-ion.co.jp/en/

전자 반도체 전자 재료, 이온빔 플라즈마 장비, 이온 주입 장비

400 日新電機株式会社 Nissin Electric CO., LTD. http://nissin.jp 전자 전력 공급 장비, 이온 주입 장비, 박막 증착 장비,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배터리

401 日精株式会社 NISSEI COMPANY LTD. www.nissei-net.co.jp 소재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통신 소재, 탄소 섬유, 플라스틱 재료, 연마재, 아라미드

섬유

402 日精エー・エス・ビー機械株式会社 Nissei ASB Machine Co, . LTD. http://www.nisseiasb.co.jp 화학 플라스틱 성형 장비, 수지 건조기, 금형 제습기, 온도 컨트롤러, 공기 압축기

403 日曹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NISSO ENGINEERING CO., LTD. http://www.nisso-eng.co.jp 화학 특수 화학 물질, 반응 장비, 증류 장비, 분말 처리 장비, 폐수 처리 장비, 해독 처

리 시설, 유해 물질 및 화학물질

404 日曹商事株式会社 Nisso Shoji CO., LTD. http://www.nissoshoji.com 화학 무기 화학 물질, 유기 화학 물질, 우레탄 원료,  플라스틱 수지, 압출기, 블로우

시트 성형 기계, 금형 제조, 화학 장비, 광학 응용 장비

405 日通ＮＥＣロジスティクス株式会社 Nittsu NEC Logistics,LTD. http://www.necl.co.jp/

http://www.necl.co.jp/english/index.html

미분류 물류 서비스, 수출 수입 대행, 포장 설계, 위성 안테나, 대규모 서버, 제조

장비 등 대규모 장비 운송

406 日鉄物産株式会社 NIPPON STEEL TRAIDING CORPORATION https://www.nst.nipponsteel.com

https://www.nst.nipponsteel.com/en/

소재 강철, 기능성 재료, 자동차 부품, 제철 기계, 공작 기계, 금속 가공 기계, 철도 장

치, 산업 공급 및 인프라, 섬유, 식료품

407 日東電工株式会社 Nitto Denko Corp. http://www.nitto.co.jp/

http://www.nitto.com/

기계 테이프, 기능성 필름, 반도체 제조 공정 제품, 플렉서블 인쇄 회로 기판, 포장 기

계

408 ニッペ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NIPPE TRADING CO., LTD. http://www.nippetrading.co.jp/ 화학 페인트 원료, 페인트 제품

409 日本アビオニクス株式会社 Nippon Avionics Co., Ltd. http://www.avio.co.jp/

http://www.avio.co.jp/english/

전자 용접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마이크로 접합 장비, 펄스 열 장치, 플라스틱 제

조 장비, DC-DC Converter

410 日本タングステン株式会社 NIPPON TUNGSTEN CO.,LTD. http://www.nittan.co.jp 소재 텅스텐(텅스텐 와이어, 텅스텐 로드, 텅스텐 리본, 텅스텐 분말), 몰리브덴 제

품, 방전 전극 재료, 세라믹 소재, 경금속, 초경합금

411 日本電気株式会社 NEC Corp. http://www.nec.co.jp/

http://www.nec.com/index.html/

전자 컴퓨터,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 장비, 광학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시

스템, 위성 시스템, 안테나, 레이더

412 日本電気通信システム株式会社 NEC Communication Systems, LTD. http://www.ncos.co.jp/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보안 장비, 차량 소프트웨어

413 日本トムソン株式会社 Nippon Thomson CO.,LTD. http://www.ikont.co.jp/

http://www.ikont.co.jp/eg/

기계 직선운동 베어링, 니들 롤러 베어링, 정밀 위치 결정 테이블

414 日本パルスモーター株式会社 NIPPON PULSE MOTOR CO., LTD. http://www.pulsemotor.com 기계 액추에이터(모터), 모션 제어 장치, 정밀 스테이지, 드라이버

415 日本アンテナ株式会社 NIPPON ANTENNA CO.,LTD http://www.nippon-antenna.co.jp/ 전자 TV 수신기, 안테나, 보안 카메라, 무선 통신 장비

416 日本板硝子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Nippon Sheet Glass Engineering Co.,Ltd. 소재 건축,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용 유리 및 유리 제품, 유리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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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日本エー・エス・エム株式会社 ASM Japan K.K. http://www.asm.com 전자 ALD 장비, 웨이퍼 가공 조립 및 패키징 장비

418 日本オクラロ株式会社 Oclaro Japan, Inc. http://www.oclaro.com 전자 광통신 장비, 상업용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419 日本碍子株式会社 NGK Insulators, LTD. http://www.ngk.co.jp/

http://www.ngk.co.jp/english/

소재 자동차 세라믹, 전자 부품, 구리, 절연체, 배터리 제조 장비, 고성능 세라믹

420 日本化学産業株式会社 nihonkagakusangyo.co.jp http://www.nihonkagakusangyo.co.jp/index.html

http://www.nihonkagakusangyo.co.jp/old_hp/index2.ht

ml

화학 금속 화합물, 촉매 화학 물질, 페인트, 인쇄 잉크, 전도체, 세라믹, 유리 화학, 배

터리 재료, 친환경 건조기, 제어판용 열교환기

421 日本航空電子工業株式会社 Japan Aviation Electronics Industry, Limited http://www.jae.com 전자
커넥터/능동형 광케이블/인터페이스 커넥터/마이크로 커넥터/FPC/FFC/케이

블-케이블 커넥터/메모리 카드 커넥터/충전 및 방전 시스템 커넥터/핸드크림

프 도구
422 日本精工株式会社 NSK Ltd. http://www.jp.nsk.com/jp/

http://www.nsk.com/junction.html

기계 베어링/볼스크류/모노캐리어/스핀/XY테이블/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인티메이

트 샤프트/스티어링 컬럼/CVT/리니어가이드/포지셔닝 액추에이터

423 株式会社日本製鋼所 The Japan Steel Works, LTD. http://www.jsw.co.jp/ 소재 고강도 고인성 철강/특수 스테인레스 스틸/클래드 강판/고합금강 스테인리스

Ni 기초합금/압력용기/로터 샤프트/터빈 케이싱/압연 롤/프레스 정비/사출 성

형기/엑시머 레이저 어닐링 장비

424 日本曹達株式会社 Nippon Soda CO., LTD. http://www.nippon-soda.co.jp/

http://www.nippon-soda.co.jp/e/

화학 살 진균제/살충제/제초제/식품 첨가제/액상 폴리 부타디엔/폴리우레탄 원료/

무기 염소 소독제/가성소다/옥시염화인/나트륨시아나이드/칼륨시아나이드/

치아염소산 나트륨/황화 모노 클로라이드/폴리 실란

425 日本テキサス・インスツルメンツ合同会社 Texas Instruments Japan Limited http://www.tij.co.jp 전자 앰프/오디오/클럭 발진기, 생성기, 버퍼/데이터 컨버터/다이와 웨이퍼/모터

드라이버/전원 IC/RF 트랜시버, 증폭기/스위치/멀티플렉서/신디사이저

426 日本電計株式会社 Nihon Denkei Co.,Ltd. http://www.n-denkei.co.jp

http://www.n-denkei.com

전자 전자 계측기기/통신 계측 기기/컴퓨터/자동화 기기/물리 화학 계측 기기/광자

계측 기기/환경 시험 기기/생산 공정 계측 기기

427 日本電産株式会社 Nidec Corp. http://www.nidec.co.jp/ 기계 DC 모터/유도 전동기/SR 모터/서보 모터/구동회로/DC 송풍기 팬/펌프 모터/진

동 모터/레이저 스캐너/다이어프램 펌프/인코더, 전위차계/스위치, 슬립링/솔

레노이드 밸브

428 日本電子株式会社 JEOL  LTD. http://www.jeol.co.jp/ 전자 투과 전자 현미경(TEM)/핵 자기 공명 장치(NMR)/전자 스핀 공명 장치(ESR)/주

사 전자 현미경(SEM)/박막 단면 시료 제작 장치/집속 이온빔 가공 관찰 장치/

전자 프로브 마이크로 분석기(EPMA)/광전자 분광장치/X선 분석장치/질량분

석기/생화학 자동 분석 장치

429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 http://www.ntt.co.jp/index_f.html/

http://www.ntt.co.jp/index_e.html/

전자
유선 서비스/광 브로드밴드/인터넷/휴대폰/통신 네트워크 구축

430 日本電波工業株式会社 Nihon Dempa Kogyo CO., LTD. http://www.ndk.com/jp/

http://www.ndk.com/en/index.html

전자 클럭 발진기/온도 보상 수정 발진기/전압 제어 수정 발진기/고정밀 오실레이

터/크리스탈 필터/초음파 프로브/QCM 센서/주파수 합성기/신호 발생기/가스

방출 센서

431 日本トレルボルグ　シーリング　ソリューションズ株式会社 Trelleborg Sealing Solutions Japan K.K. http://www.tss.trelleborg.com/jp

http://www.tss.trelleborg.com

기계
씰/베어링/부싱/스크레이퍼/슬라이드링/O-RING/실리콘 튜브

432 日本ヒューレット・パッカード株式会社 Hewlett-Packard Japan Ltd. http://www.hp.com/jp 전자 노트북/프린터/잉크/모니터/키보드/헤드셋/잉크젯 프린터/HP 프로 액티브 보

안
433 日本無線株式会社 Japan Radio Co.,Ltd. www.jrc.co.jp/www.jrc.co.jp/eng/ 전자 브리지 시스템/선박용 통신 장비/어군 탐지기/멀티 파라미터 기상 레이더/무

선 LAN/무선 IP 네트워크/정보 전달 시스템/RC 레이더/위성 통신 시스템/보안

감시/시뮬레이터/모바일 로케이터

434 日本ユニシス株式会社 Nihon Unisys,Ltd. http://www.unisys.co.jp/

http://www.unisys.co.jp/welcome-e.html

전자
시스템 솔루션(금융, 제조, 유통, 통신, 의료 등)

435 株式会社ニューフレアテクノロジー NuFlare Technology, Inc. http://www.nuflare.co.jp/

http://www.nuflare.co.jp/english/

전자
전자빔 마스크 묘화 장치/마스크 검사 장치/에피택셜 성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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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株式会社ニレコ NIRECO CORPORATION http://www.nireco.jp/

http://www.nireco.com/en/

전자 엣지포지션제어 기기/레지스터 제어/절단위치 제어/인쇄 품질 검사 장치/무

지 표면 검사장치/포장제품 검사장치/접착제 도포장치/농산물 품질 검사장치

437 株式会社ヌマタ NUMATA CORPORATION http://www.numata.co.jp/ 전자 산업 시스템 솔루션/전자 시스템 솔루션(임베디드 CPU 보드, FA 컴퓨터, STN 액

정, TFT LCD용 고휘도 모듈 유기 EL)

438 野村貿易株式会社 Nomura Trading CO., LTD. http://www.nomuratrading.co.jp 미분류 축산, 축산 유통/식품 가공/의류(유니폼, 방한복, 의류용 원사, 타이어 코드 직

물 등)/전자(도전선 접착 필름, 폴리이미드 필름, 광학 필름, 실버 코트 구리 분

말, 주석 도금액, 불소 코팅제)/광산품(시멘트 클링커, 석탄, 아연 망간 농축물,

나프계 베이스 오일)/화학(낫토키나제 원료, 이노시톨, 의약품, 스티렌계 열가

고성 엘라스토머, 알루미늄 페이스트, 브론즈 파우더, 페놀 수지 경화재, 발유

필름)/화학(이소프렌 고무, 천연고무, 천연 라텍스, 부틸 스크랩 튜브)/기계(컴

팩트 머시닝 센터, NC 선반)

439 野村マイクロ・サイエンス株式会社 Nomura Micro Science CO., LTD. http://www.nomura-nms.co.jp/

http://www.nomura-nms.co.jp/english/index.html

화학 수처리 플랜트 장비(전처리장치, 역삼투막 장치, 살균기, 정밀 필터 등)/수처리

장치/약품/배관, 환경 재료

440 株式会社パーキンエルマージャパン Perkin Elmer Japan CO., LTD. http://www.perkinelmer.co.jp 기계 자동 액체 분주 로봇 시스템/플레이트 리더/세포 이미징/적외 분광 분석기/적

외선 현미경/자외선 가시 형광 인광 분석/원자 흡광 분석/ICP 질량 분석/가스

크로마토 그래프/핵산 추출 시약 및 장비

441 パイオニア株式会社 Pioneer Corporation. http://pioneer.jp/

http://pioneer.jp/en/

전자
네비게이션/스피커/카 AV/PC용 드라이브/자전거 페달 모니터 시스템

442 パイオニアデジタルデザインアンド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株式会社 Pioneer Digital Design and ManufacturingCorporation http://pioneer.jp/

http://global.pioneer/en/

전자
네비게이션/스피커/카 AV/PC용 드라이브/자전거 페달 모니터 시스템

443 パイオニアマイクロ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PIONEER MICRO TECHNOLOGY Corp. http://www.pmtc.co.jp/index.html

http://www.pmtc.co.jp/index-e.html

전자 포토IC/광센서/아날로그 IC/광스캐너용 MEMS 미러/테라 헤르츠 발생 검출

칩/양자점 레이저/포토 다이오드 기술/트리밍 소자 기술

444 ＨＩＲＥＣ株式会社 High-Reliability Engineering & ComponentsCorporation http://www.hirec.co.jp

http://www.hirec.co.jp/eng

전자 검사 시험, 품질 시험/DPA(X선 검사, SEM 검사, 단면 검사 등)/내습성 시험/항

온항습 바이어스 시험/ESD 테스트/우주선 시스템의 품질 시험

445 伯東株式会社 HAKUTO CO., LTD. http://www.hakuto.co.jp/

http://www.hakuto.co.jp/english/

전자 전원 IC/클럭 장치/센서/보안 카메라 솔루션/스포츠 카메라 솔루션/광 트랜시

버/SRAM, DRAM/트랜지스터/패치 코드/CMOS 센서/레이저/음향 광학 소자/반

도체 레이저/발진기/적외선 감지기/비접촉식 적외선 온도 모니터/태양 전지

패널/정유, 석유화학/소포제, 세정제, 살균제/탄산소제

446 株式会社パスコ PASCO CORPORATION http://www.pasco.co.jp/

http://www.pasco.co.jp/eng/

전자 솔루션(물류, 동태관리 등)/항공 사진 측량 서비스/변화 분석 모니터링/도로

주변 측정/물 밑 형상 측정

447 パナソニック株式会社 Panasonic Corp. http://panasonic.co.jp/

http://panasonic.net/

전자 TV/홈 시어터 시스템/안테나/디지털 카메라/스마트 스피커/전화기/센서 카메

라/SD 메모리 카드/미용기기/가전제품/네비게이션/PC/조명 기구

448 パナソニック・タワージャズ　セミコンダクター株式会社 TowerJazz Panasonic Semiconductor Co.,Ltd. https://www.tpsemico.com/ja/

https://tpsemico.com/

전자
CMOS 이미지 센서/전력 관리 시스템/RF CMOS/RF SOI/HV CMOS

449 パナソニック　デバイスＳＵＮＸ株式会社 Panasonic Industrial Devices SUNX CO.,LTD. http://www2.panasonic.co.jp/id/pidsx/

http://www2.panasonic.co.jp/id/pidsx/e/index.html

전자 파이버 센서/광전 센서/마이크로 포토 센서/압력 센서/측정 센서/인터페이스

터미널/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정적 제어 장치/솔레노이드/팬 모터/리미트 스

위치/AC 서보 모터/브러시리스 모터/변위 센서

450 ＰＨＣ株式会社 PHC Corporation www.phchd.com 생물 혈당 측정기/혈당 측정 키트/혈액 냉장고/제약용 냉장고/초저온 냉동기/인큐

베이터/오토클레이브

451 浜松ホトニクス株式会社 Hamamatsu Photonics K.K. http://jp.hamamatsu.com/index.html

http://jp.hamamatsu.com/en/index.html

전자 포토 다이오드/포토 IC/광전자 증배관/포토 튜브/분광계/X선 센서/전자 및 이

온 센서/광학 블록/광섬유 플레이터/광 위상 변조기/CMOS 카메라/X선 촬영

카메라/LED/램프/극 자외선 및 연 X선 광원/반도체 레이저/플라즈마 공정 모

니터/분자 배향 특성 측정 시스템

35페이지 중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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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회사명(일어) 회사명(영문) 홈페이지 주소 분류 취급품목

452 ハリマ化成株式会社 Harima Chemicals, Inc. http://www.harima.co.jp/

http://www.harima.co.jp/en/

소재 인쇄 잉크용 수지/점도 접착제용 수지/기능성 코팅제/폴리 아크릴 아미드계

피치 컨트롤 제품/전료 수율 향상제/납땜 재료/열교환기용 브레이징 재료/솔

더 페이스트/알루미늄 브레이징 재료

453 パワーテックテクノロジー秋田株式会社 Powertech Technology Akita http://www.pti-akita.com/ptiweb/jp/

http://www.pti-akita.com/ptiweb/en/

전자
DRAM/칩 프로브/DRAM, NOR 플래시 등의 테스트

454 阪神内燃機工業株式会社 THE HANSHIN DIESEL WORKS, LTD. http://www.hanshin-dw.co.jp 기계 저속 4사이클 기관/저속 2사이클 기관/엔진 모니터링 및 선박 지원 시스템/가

변 피치 프로펠러/원격 조종 장치/윤활유 및 연료 청정 장치/연료유 파인 필터

455 バンドー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BANDO TRADING CO.,LTD 미분류 무역회사

456 ビアメカニクス株式会社 Via Mechanics, Ltd. www.viamechanics.com 기계 드릴 구멍 가공기/레이저 가공기/정밀 외형 가공기/인쇄 회로 기판(PCB) 솔루

션/미세 천공, 정밀 외형가공, 미세 패턴 가공 등

457 株式会社ＰＦＡ PFA CORPORATION http://www.shinkawa.com/pfa/

http://www.shinkawa.com/pfa/en/

전자 크리스탈 제조 장치(마스크 포장 기계, 주파수 조절기 온도 테스트 장비 등)/카

메라 모듈 제조 장비(활성 정렬 장치, 멀티 디스펜서 초점 조정기 등)/FPD 제조

장치(COG 실장 기계, FOG 실장 기계 등)/온도 테스트 장비(온도 특성 검사 장치

등)/플립 칩 실장 기계(FC 본더, 범프 본더 정밀 디스펜서)/기타(LED 칩 분류기

등)/CAM 시스템

458 株式会社ＰＦＵ PFU LIMITED http://www.pfu.fujitsu.com/

http://www.pfu.fujitsu.com/en/index.html/

전자 이미지 스캐너/임베디드 컴퓨터 및 시스템 온 모듈/키오스크 단말기/OCR 소프

트웨어/서류 소프트웨어/보안 어플라이언스/키보드

459 ＰＦＵテクノコンサル株式会社 PFU TECHNOCONSUL Limited http://www.pfu.fujitsu.com/ptc/ 기계 EMC 측정 시험 서비스/프린트 기반 설계 서비스/지적 재산권 서비스/ISO 컨설

팅 서비스

460 ビーエム長野株式会社 B. M. NAGANO CO.,LTD. http://homepagel.nifty.com/BMN  J/

http://www.homepage1.nifty.com/BMNJ/

기계
EMS 서비스/태양광 발전 시스템/풍력 발전 시스템/바이오매스 발전 시스템

461 東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EastCorp. http://www.ntt-east.co.jp/ 전자 인터넷, 전화 네트워크 서비스

462 株式会社日阪製作所 HISAKA WORKS, LTD. http://www.hisaka.co.jp

http://www.hisaka.co.jp/english

기계
판형 열교환기/밸브/의약용 살균제

463 日立化成株式会社 Hitachi Chemical Co., Ltd. http://www.hitachi-chem.co.jp/japanese/index.html/

http://www.hitachi-chem.co.jp/english/index.html

소재 고내열 폴리이미드,감광성 절연막용 도포재료,다이본딩 필름,에폭시 봉지재,

다이싱 테이프,투명 전도성 필름,양자점 필름,솔더 레지스트,전도성 필름,RFID

제품,식품 포장용 랩,리튬 이온 전지 재료,카본 브러쉬,탄소 재료,도자기,에폭

시 수지 경화제,아미노 수지,아크릴 수지,접착제

464 日立キャピタル株式会社 Hitachi Capital Corp. http://www.hitachi-capital.co.jp

http://www.hitachi-capital.co.jp/hcc/english/index.html

전자
공공 인프라 구축,환경 에너지 사업,차량 사업,지자체 공공 사업,

465 日立金属株式会社 Hitachi Metals, LTD. http://www.hitachi-metals.co.jp/

http://www.hitachi-metals.co.jp/e/index.html

화학
냉간 금형용 스틸,고성능 냉간 다이스강,리니어 모터,네오디뮴 철 붕소계 소결

자석,네오디뮴 철 붕소계 소결 자석,페라이트 자석,항공 우주 기기 용 재료,가

스터빈 부품 재료,내식 합금,구리 합금,피스톤 링,엔진 밸브용 재료,터빈 휠,리

튬 이온 배터리용 피복 재료,전류센서용 퍼멀로이,씰링링,피팅,폴리에틸렌 배

관 시스템,밸브,질량 유량 제어기,LTCC 기판,아이솔레이터,세라믹 신틸레이터,

토크 센서
466 日立金属商事株式会社 Hitachi metals Trading, Ltd. http://www.tr.hitachi-metals.com

http://www.tr.hitachi-metals.com/eng/

소재 전자 가공품(자성재료, 알파메쉬, 전기 파인 성형 등),전자 부품(RFID 시스템

등), 전자 소재(합금, Cu 코어 공 미립자, 초박판 금속 호일 등),스퍼터링 타겟

재,에너지(연료 전지 커넥터용 합금, 전력용 전선 케이블 등)산업용 설비(메탈

마스크, 실린더 스크류 등),수지 고무 재료

467 日立建機株式会社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CO.,LTD. http://www.hitachi-kenki.co.jp

http://www.hcmac.com

기계
굴삭기,휠 로더,도로 기계,환경 재활용 기계,환경 재활용 기계

468 工機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Koki Holdings CO., LTD. http.://www.hitachi-koki.com/ 기계 무선 드라이버 드릴,렌치,무선 디스크 그라인더,무선 전단,무선 니블러,무선

원형 톱,무선 클리너,무선 송풍기,무선 팬,무선 TV,무선 그라스머

469 株式会社日立国際電気 Hitachi Kokusai Electric Inc. http://www.hitachi-kokusai.co.jp/ 전자 사회 솔루션,산업 유통 솔루션,공공 솔루션,EMS 솔루션,유지 보수 서비스

35페이지 중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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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株式会社日立産機システム Hitachi Industrial Equipment Systems Co.,Ltd. http://www.hitachi-ies.co.jp/

http://www.hitachi-ies.co.jp/english/

기계 모터,서보 시스템,배선용 차단기,서멀 릴레이,고압전력 분배 및 제어 장치,변

압기,절연 개폐 장치,압축기,펌프,송풍기 및 환풍기,호이스트,잉크젯 프린터,

진공 청소기,게이트웨이,태양광 발전 시스템 용 파워 컨디셔너,배전 유틸리티

감시 시스템,저압 절연 감시 시스템

471 株式会社日立製作所 Hitachi, LTD. http://www.hitachi.co.jp/

http://www.hitachi.com/

전자
IT 솔루션,에너지 솔루션,인더스트리 솔루션,모바일 솔루션,라이프 솔루션

472 株式会社日立ソリューションズ Hitachi Solutions, LTD. http://www.hitachi-solutions.co.jp

http://www.hitachi-solutions.com

전자
솔루션(경영, 영업, 마케팅, 제조, 의료제약 등)

473 株式会社日立ソリューションズ・テクノロジー Hitachi Solutions Technology, Ltd. https://www.hitachi-solutions-tech.co.jp/ 전자 임베디드 솔루션,FPGA 솔루션,IoT 솔루션,협동 로봇 활용 솔루션

474 株式会社日立ハイテクサイエンス Hitachi High-Tech Science Corporation http://www.hitachi-hightech.com/hhs/

http://www.hitachi-

hightech.com/global/about/corporate/group/hhs/

전자 반도체 제조장치(LSI, MEMS, CMOS 이미지 센서 등),과학 의료용 시스템(열분

석 시스템,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분광 광도계, 형광 X선 분석 장치, 전자

현미경 등),자동차용 센서,압력 스위치 및 압력 센서,건축용 금속 합금,스테인

리스 강,베어링 강,분말 금속,철강 건축 재료

475 株式会社日立ハイテクソリューションズ Hitachi Hight-Tech Solutions Corporation http://www.hitachi-hitec-solutions.com/index.html 화학 통합 계측 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차압/압력 트랜스미터,유량계,레벨 미터,프

로세스 모니터

476 株式会社日立ハイテクノロジーズ Hitachi High-Technologies Corp. http://www.hitachi-hitec.com 소재 SEM/TEM/STEM,나노프로브 시스템,FIB, FIB-SEM,AFM,UV 클리너,에칭 시스템,

세라믹 필터,스크류, 볼트, 너트,트랜스퍼,소결 합금,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477 株式会社日立ハイテクファインシステムズ Hitachi High-Tech Fine Systems Corporation http://www.hitachi-hitec.com/group/hfs/ 전자 전자 현미경 및 과학 장비,전자 장치 시스템,빅데이터 솔루션,M2M 솔루션,자

동차용 센서 및 제어 장치,극성 용매,우레탄 촉매,아민계 용매,윤활제,연료,고

압가스,냉동기유,진동 댐퍼

478 株式会社日立ハイテクフィールディング Hitachi High-Tech Fielding Corp. http://www.hisco.co.jp/ 전자 분석 시스템 서비스,의료 시스템 서비스,전자 현미경 및 원자력 현미경,

479 日野自動車株式会社 Hino Motors, LTD. http://www.hino.co.jp 기계 트럭,버스,산업용 디젤 엔진

480 株式会社ファインシンター Fine Sinter Co.,Ltd. http://www.fine-sinter.com 기계 분말 야금,유압 모터 펌프,유압 실린더,전자 밸브,냉각수 모터 펌프,전동 액추

에이터

481 ファナック株式会社 FANUC LTD. http://www.fanuc.co.jp/

http://www.fanuc.co.jp/eindex.htm

기계 FA, 로봇, 로봇머신, FIELD system

482 株式会社ブイ・テクノロジー V-Technology CO., LTD. http://www.vtec.co.jp 전자 FPD 제조장치, FPD 검사 장비, 포토 마스크 용 장비,

483 株式会社フェローテック Ferrotec Corporation http://www.ferrotec.jp

http://www.ferrotec.jp/english/

기계 Ferrofluid(액체자석), 자성 유체 씰 및 진공 로터리 피드 스루 솔루션, 열 솔루션,

조립 석영 솔루션, Pv 솔루션

484 株式会社フェローテックセラミックス Ferrotec Ceramics Corporation http://www.ft-ceramics.co.jp

http://www.ft-ceramics.co.jp/eng/

기계 파인 세라믹스, 기계 가공 도자기

485 株式会社フェローテ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Ferrotec  Holdings Corporation http://www.ferrotec.co.jp

http://www.ferrotec.co.jp/english

전자 사모 모듈, 파워 반도체 용 기판, 자성 유체, 진공 물개, 석영 제품, 세라믹 제품,

CVD-SIC 제품, 반도체 용 실리콘 웨이퍼,

486 フクダ電子株式会社 Fukuda Denshi CO., LTD. http://www.fukuda.co.jp/

http://www.fukuda.co.jp/english/

기계 의료용품 기기(심전도 검사 기기, 뇌파검사 기기)

487 株式会社フジクラ Fujikura LTD. http://www.fujikura.co.jp/

http://www.fujikura.co.jp/eng/

전자 통신, 에너지, 교통, 산업, 의료, 디지털 전자, 건설 및 전기 설비, 제조 장비 및

로봇

488 株式会社不二越 Nachi-Fujikoshi Corp. http://www.nachi-fujikoshi.co.jp 기계 공구, 베어링, 유압, 공작기계, 자료, 사모테크, 자동차 유압, 특수강,

489 株式会社不二精機製造所 FUJI SEIKI MACHINE WORKS, LTD. http://www.toshiba-machine.co.jp/fj/ 기계 사출 성형기, 다이 캐스트 머신, 압출 성형기, 나노 가공 시스템, 공작 기계, FA

컨트롤러, 서보 모터, 산업용 로봇, 수탁 가공, 반도체 제조 장치

490 富士ゼロックス株式会社 Fuji XeroxCO., LTD. http://www.fujixerox.co.jp/company/gaiyou.html 전자 복사기, 프린터, 디지털 생산 인쇄기, 문서관리 소프트웨어,

491 富士ゼロックスマニュファクチュアリング株式会社 Fuji XeroxManufacturing Co., Ltd. http://www.fxmfg.co.jp/ 기계 토너, LED 프린트 헤드 기수, 화상 형성 재료, 전사 벨트, PW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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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富士ソフト株式会社 FUJISOFT INCORPORATED http://www.fsi.co.jp

http://www.fsi.co.jp/e/

전자 로봇 기술, 클라우드 통합 서비스, 정보보안 솔루션, 브로드밴드 솔루션, 모바

일 솔루션, 디지털 생활 솔루션

493 富士通株式会社 Fujitsu Limited http://jp.fujitsu.com

http://www.fujitsu.com/global/

전자 클라이언팅 컴퓨팅 장치 ( 노트북) , 통합시스템 (가상화 및 클라우드), 서버(후

지쯔 서버),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전자장치(PCB 및 IC 기판)

494 富士通アイ・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ズ株式会社 Fujitsu I･Network Systems Limited http://www.finet.fujitsu.com/ 전자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무선 LAN, 보안 대역 제어, 스위치, 서버 부하 분산, IP

텔레포니

495 富士通コンポーネント株式会社 Fujitsu Component Limited http://www.fcl.fujitsu.com/

http://www.fcl.fujitsu.com/en/

전자 릴레이(신호용릴레이), 커넥터(고속 전송용 커넥터), 터치패널(정전 용량 방식

터치 패널), 열 프린터(휴대용 프린터), 키보드 포인팅 장치, KVM솔루션 (콘솔

서랍), 무선모듈, 직류급전시스템용 콘센트(PDU), 모뎀, 스마트 콘센트, 회선자

동전환장치 기타 제품.

496 富士通ネットワークソリュージョンズ株式会社 FUJITSU NETWORK SOLUTIONS LIMITED http://jp.fujitsu.com/group/fnets/ 전자 PC 원격 제어 솔루션, IP 무선 시스템, 무선 LAN 컨트롤러, 감시카메라

497 株式会社富士通ビー・エス・シー FIJITSU BROADSOLUTION & CONSULTINGINC http://www.fujitsu.com/jp/group/bsc/

http://www.fujitsu.com/jp/group/bsc/en

전자 임베디드 시스템, 통신업,  금융보험업, 교육업,   클라우드 서비스, 마케팅 활동

지원 솔루션,

498 フジテック株式会社 FUJITEC CO., LTD. http://www.fujitec.co.jp/

http://www.fujitec.co.jp/english/index.htm

기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499 富士フイルム株式会社 FUJIFILM Corporation http://fujifilm.jp/

http://home.fujifilm.com/

전자 사진 영상 관련 기기 (카메라), 미용 건강 관련 (비타민), 의료 및 생명과학

(초음파 진단 장치), 클라우드 서비스, 광학서비스, 산업용 장비 지원 (마이

크로 필터, 필름 포토 레지스트)

500 富士フイルムエレクトロニクスマテリアルズ株式会社 FUJIFILM Electronic Materials CO., LTD. http://ffem.fujifilm.co.jp/ 전자 포토 레지스트 , 이미지 센서용 재료(산화막), 박막 형성 재료 제품(자동 약액

공급 장치), CMP 슬러리 제품,  폴리이미드 제품, 청소기 제품(세정 약액)

501 双葉電子工業株式会社 Futaba Corp. http://www.futaba.co.jp/ 기계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모듈, 금형 부품 플레이트 성형 합리화 기기,  드론

502 Ｐｒｉｍｅｔａｌｓ　Ｔｅｃｈｎｏｌｏｇｉｅｓ　Ｊａｐａｎ　株式会社Primetals Technologies Japan, Ltd. http://www.primetals.co.jp/japan/

http://www.primetals.co.jp/

기계 제선(소결공장), 제강 기기(전로 틸팅 드라이브), 연속주조 솔루션(슬래브 주조

기계), 열간압연기 설비, 냉간 압연 설비, 비철 압연 설비, 프로세스, 미니밀, 디

지털화, 전기 자동화, 에코 솔루션 (가스세정)

503 ブラザー工業株式会社 Brother Industries, LTD. http://www.brother.co.jp/

http://www.brother.com/

기계 팩스, 산업용 봉제 기계, 공작기계(머시닝머신), 스캐너, 테이프 작성기, 산업용

의류 프린터, 라벨링, 프린터, 재봉

504 株式会社プラスチック工学研究所 RESEARCH LABORATORY OF PLASTICSTECHNOLOGY CO., LTD. http://www.plabor.co.jp 기계 단축 압출기, 축 압출기, 금형(다이), 기타 성형라인( 기어펌프유닛), 필름,  시트

압축 라인, 튜브 파이프 압출 라인

505 プラント・メンテナンス株式会社 Plant Maintenance Corp. http://www.pmchq.co.jp/ 기계 공기 압축기, 원심 압축기, 가스 터빈, 왕복 압축기, 증기 터빈, 보일러, 노 히터

건조기, 열교환기, 제철 기계 소모품

506 古河電気工業株式会社 Furukawa Electric CO., LTD. http://www.furukawa.co.jp/index.htm

http://www.furukawa.co.jp/english/index.htm

전자 정보통신 부품 (광대역, 광섬유 케이블), 에너지 부품( 전력 케이블, 유연성 도

체), 자동차 부품(와이어 하네스, 커넥터), 전자 부품( 산업용 폴리이미드 튜브),

건설 건축 자재 ( 단열재), 생명과학(유세포측정기), 재료가공 (산업용레이저),

에너지 (초전도케이블)

507 古野電気株式会社 FURUNO ELECTRIC CO.,LTD. http://www.furuno.co.jp

http://www.furuno.com/en/

전자 어업( 어군 탐지기), 항해(해양 레이더, 자동 조종 장치), 통신 (무선 전화), 기타

(다목적 디스플레이)

508 兵神装備株式会社 HEISHIN Ltd. http://www.heishin.jp

http://www.heishin.jp/en

화학 구동장치, 주입기, 분량 펌프, 주입 펌프, 코팅 기계용 고정밀 펌프

509 株式会社日立ヘルスケア・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 Hitachi Healthcare Manufacturing, Ltd. -- 전자 의료 장비 및 의료 정보 시스템 (MRI 시스템, CT 시스템, 진단 초음파 시스템, 일

반 방사선 촬영 시스템, 뼈밀도 측정 시스템)

510 豊和工業株式会社 HOWA MACHINERY, LTD. http://www.howa.co.jp/ 기계 공작 기계(머시닝 센터), 공유압기기(회전 실린더), 전자 기계(기판 검사 장치),

청소차량(스위퍼), 금속 창호(방음 샷시), 화기(박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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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ホーコス株式会社 HORKOS CORP http://www.horkos.co.jp

http://www.horkos.co.jp/english

기계 전송라인 FTL/FMS, 머시닝센터, 특수목적기계(크랭크 샤프트 가공 기계), 오일

미스트 콜렉터 미스트

512 ＨＯＹＡ株式会社 Hoya Corp. http://www.hoya.co.jp/

http://www.hoya.co.jp/english/index.cfm

전자 콘택트 렌즈, 의료용 기계 (내시경), 전자 부품(포토 마스크), 영상 재료(유리필

터),  클라우드 관리

513 ホシデン株式会社 Hosiden Corp. http://www.hosiden.co.jp/ 전자 커넥터, 플러그& 잭, 스위치, 음향부품(마이크 유닛), 무선 모듈(블루투스 모

듈), 기타 제품 (AC 어댑터)

514 株式会社ポシブル Possible Inc. http://www.possible.co.jp/index.html

http://www.possible.co.jp/index_e.html

전자 반도체 장비 부품 (CVD), 광학 및 검사 장비 ( 현미경, 지진계, 환경 시험기), 웨

이퍼 이송장치

515 株式会社堀場アドバンスドテクノ HORIBA Advanced Techno, CO., LTD. http://www.horiba-adt.jp 화학 환경기기(탁도,색도, 잔류 염소 측정기), 반도체 기기 (불산 농도 모니터),

바이오 프로세스 모니터링 (원심 분리기 제어), 정유화학공정(방폭형 Ph변

환기),

516 株式会社堀場エステック HORIBA STEC, CO., LTD. http://www.horiba.com/jp/horiba-stec/home/

http://www.horiba.com/horiba-stec/

화학 질량 유량 제어기, 유량 측정기, 유체 제어, 액체 재료 기화 시스템, 압력 제어

기기, 진공 측정, 가스 모니터 장치, 플라즈마 제어장치, 혼합기, 교정장치

517 株式会社堀場製作所 HORIBA , LTD. http://global.horiba.com/

http://www.horiba.com/

전자 자동차 계측(분석 샘플링), 환경 프로세스 (대기오염감시장치), 의료 (혈액분석

기기), 반도체(질량 유량 제어기&미터), 과학(분광 분석),

518 株式会社堀場テクノサービス HORIBA TECHNO SERVICE CO.,LTD. http://www.hts.horiba.com/ 전자 동력계 및 배출가스 측정 시스템의 교정 서비스 제공, 부품 판매

519 本田技研工業株式会社 Honda Motor CO., LTD. http://www.honda.co.jp/

http://world.honda.com/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전력 제품(엔진), 제트기

520 本多電子株式会社 HONDA ELECTRONICS CO., LTD. http://www.honda-el.co.jp

http://www.honda-el.co.jp/english/index.html

전자 해양사업(어군 탐지기), 산업기기( 초음파 세척기), 메디컬 기기 (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 제품 개발 기기 (초음파 공구), 세라믹 관련 부품 (압전 세라믹),

521 株式会社ホンダトレーディング Honda Trading Corporation http://www.hondatrading-jp.com/ 미분류 스노보드, 속옷, 프로텍터, 소품, 스노 고글, 스노 웨어, 스노우 글러브, 화장품,

화장 도구, 향수, 의류

522 マイクロンメモリ　ジャパン合同会社 Micron Memory Japan, G.K.. https://jp.micron.com/

https://www.micron.com/

전자 메모리(DRAM, DRAM 모듈, 그래픽 메모리, Managed NAND, 멀티 칩 패키지,

NAND 플래시, NOR 플래시), 저장(메모리 카드, solid state drive(SSD)), 솔루션

(3DXpoint기술, 향상된 컴퓨팅 솔루션, QLC NAND, Authenta 기술)

523 株式会社前川製作所 MAYEKAWA MFG.CO., LTD. http://www.mayekawa.co.jp/

http://www.mayekawa.com/

기계 압축기, 냉동 냉장 유닛, 오일&가스 · 케미칼용, 히트 펌프, 제습 장치, 프리저 ·

해동장치, 자동 탈골 · 제뼈 기술DAS, 식용 조류 처리 장치 시스템, 식육 처리 장

치 시스템, 에어커튼, 식품공장 엔지니어링

524 株式会社牧野フライス製作所 Makino Milling Machine CO., LTD. http://www.makino.co.jp/index3.html 기계 슈평 머시닝 센터, 립형 머시닝 센터, 그래파이트 가공기, 방전 가공기, I

GRINDER(지표), 밀링 머신, CAD/CAM, 머신제어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3차원 CAM시스템

FFCAM, 팔레트 반송 시스템, 팔레트 교환 시스템, 서브 팔레트 교환/반송 시스

템, 로다 반송 시스템, 로봇 반송 시스템

525 マクセル株式会社 Maxell,Ltd. http://www.maxell.co.jp/ 전자 일차전지, 이차전지, 드론용 전지, 로봇용 전지, 웨어러블 기기용 전지, 리튬이

온 축전 시스템, 생활지원 HEMS, 건강, 이미용 · 의료, 주생활 기기, 점착 테이프

· 잉크 · 기능성 필름, 데이터 스토리지, 전기주형/도금, IC카드 리더/라이터, 프

로젝터/표시 장치, 렌즈 장치/촬영 장치, 광학 부품, 임베디드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IoT서비스 라이스 스캔, 전지팩, 충전기, 산소센서, 수소가스 발생

장치, 차세대 전지

526 株式会社マクニカ MACNICA, Inc. http://www.macnica.co.jp 전자 PLD(Programmable Logic Device),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SP(Application Specific Standard Product), 아날로그 IC, 메모리, 기타표준 IC, 전

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관련 상품

35페이지 중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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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マクニカネットワークス株式会社 Macnica Networks Corp. http://www.macnica.net/

http://www.macnica.net/english/

전자 보안(표적형 공격 대책, WEB보안, IPS/IDS · DoS대책, 사고 리스폰스, 엔드 포인

트 시큐리티, 클라우드 보안, SSL-VPN, 포렌 식스, 소프트웨어 크래킹 대책, 특

구너 계정 관리, 산업 시스템 보안, Web보안, 정보 누설 대책, SIEM, HSM, 메일

시큐러티, 모바일 보안, 정체성 보안, 내부 부패 대책, DNS보안), 네트워크(SD-

WAN,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무선LAN, SSL-VPN, 대역제어 · 부하 분산, 액셀러

레이터, DNS/DHCP, 분석 플랫폼, 커넥티비티, 협업, IoT,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

폼, 오픈 네트워크), 클라우드&모바일(클라우드 보안, 정체성 보안, 모바일 보

안, 가상화), 텔레콤(서버 어댐터 카드, 텔레콤 전용 하드웨어), AI/IoT(AI, IoT, 소

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IoT보안)

528 株式会社マグネスケール Magnescale Co.,Ltd http://www.magnescale.com/

http://www.magnescale.com/mgs/language/english/

기계 레이저 스케일(Laserscale), 마그네 스케일(Magnescale), 디지털 게이지(Digital

Gauge), 스마트스케일(Smartscale)

529 株式会社松浦機械製作所 Matsuura Machinery Corp. http://www.matsuura.co.jp

http://www.matsuura.co.jp/english/home.htm

기계 하이브리드 메탈 3D프린터(금속 레이저 소결 하이브리드 밀링 머신), 머시닝

센터, 선형 모터 머신

530 マツダ株式会社 Mazda Motor Corp. http://www.mazda.co.jp

http://www.mazda.com

미분류 경차, 스포츠카, 세단, 크로스 오버SUV, 콤팩트 카, 스테이션 왜건, 상용차, 특수

장비차, 복지차량

531 株式会社マツボー Matsubo Corporation http://www.matsubo.co.jp

http://www.matsubo.co.jp/english/

기계 산업기계(종이&펄프, 환경, 재료공정, 화학&식품), 첨단공정기계(전기부품, 점

검 및 측정 시스템, 태양열 산업, 반도체, 각종 증착 시스템, FPD산업, HDD산업),

정밀 기계(질감측정시스템, 추적가스/담수화용 이온 교환 필터, 반도체, FPD,

OLED시스템 및 재료, 다이 단조), 분말 처리 기계 및 장비(여과, 테스트, 점검/품

질 관리, 패키지/다운로드, 습식처리, 열교환기, 혼합, 3D프린팅), 유량센서

532 松村石油株式会社 MATSUMURA OIL CO.,LTD http://www.matsumura-oil.co.jp 화학 열전달기름, 냉동기유, 실리콘유, 불소계 불활성 액체, 세척제, 프로세스 오일,

전기 절연유, 진공 펌프 오일, 유압 유압유, 식품 공업용 윤활유, 컴프레서 기름,

고인화점 상품, 금속 검지제, 유동 파라핀, 고진공 펌프 오일, 유압 유압유, 다이

캐스트 유제, 녹막이, 냉각액, 고온용 윤활유/그리스, 내 방사선성 윤활유, 핫멜

트 접착제, 유화 폐수 처리제, 밀봉제, 토목 공사용 자재, 고기능 O-ring, 고성능

불소 오일, 그리스,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공품, PTFE gasket&seat, 파

인 세라믹 제품, 다층판 고온 프레스용 중간판"DPS SUS판", 기타 전자 관련 자

재
533 松本正株式会社 MATSUMOTOSHO CO., LTD. http://www.matsumotosho.com 화학 보드 조립 재료(납 땜, 칩 구성 부품 접착제, 세제, 납 땜 인쇄용 마스크),

단열재(테이프형, 필름형, 튜브, 석유, 방수 코팅), 전선(합성 수지 전기 배

선, 형광 코팅된 전선, 점퍼 와이어, 하니스 처리), 회로보드(페놀 보드, 유

리에폭시보드, 신축성 있는 판자), 납 땜 장비(오븐, 유동 납 땜 기계/ 선택

적 납 땜 기계, 납 땜 인두, 납 땜 로봇, 질소 발생기, 재작업 장비), 테스트

장비(X선 검사 장비, 육안 검사 장비, 영상 검사 장비), 기타장비(청소 장

비, 분사 장비, 탑재 장비, 분할기, 프린터, 라벨 부착 기계, 자동 taping기

계, 분쇄기), 전자 부품(IC/LED, 캐패시터/저항, 센서, 커넥터), 실리콘 재

질의 제품, 폴리 에틸렌 제품, 금속 가공품(프레스 코트, 기계가공), 접착제

(즉석 접착제, 혐기성 접착제, 일반 접착제, 열해석, 열처리가 가능한 것),

전도성 물질(전도성 실버 페이스트, 비등방성 전도성 필름, 이방성 전도성

페이스트), 열경화성 수지(페놀보드, 폴리우레탄 수지, 실리콘 수지, 에폭

시 수지, 염화비닐 수지, 불소 첨가, 폴리 에틸렌 황화 사임), 열 가소성 수

지(염화 비닐 리덴수지, 투석액 수지, 폴리 에틸렌 수지, 폴리 프로필렌 수

지, 비닐 아세테이트, 다면체 수지, 폴리 아미드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폴

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무기산업재료(운모, 프리트, 색소, 탄소),

유기용제(불소 기반 용매, 염소 기반 용매, 석유 용매, 알코올 용매, 잡용

제), 포장재료(비닐타이. 포장테이프, 발포 포장재, 정전기 방지용봉투)

35페이지 중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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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株式会社マブチ・エスアンドティー MABUCHI  S&T  INC. http://www.mabuchist.co.jp/

http://www.mabuchist.co.jp/e/index.html

전자 정전기 · 이물 대책, 각종 교반 믹서, 장갑 제균 시스템, 광학 소자 설비, 광

학 소자 자재, 절단 · 지표 · 연마, 정밀 연마재, 정밀 측정기, 반도체 · 액

정, MEMS, 전자 산업용 자재, 클린룸, 광디바이스

535 マルツエレック株式会社 MARUTSU ELEC CO.LTD. http://www.marutsu.co.jp/

http://www.marutsu.com/

전자 반도체(마이크로,다이오드), 전자부품 (전해콘덴서,센서), 전기부품(충전기),

커넥터(플러그잭), 케이스, 구조 부재&샤시, 전선&배선 부재, 개발도구(cpu보

드), 키트(태양열키트), 공구계측기(절삭가공), 이화용품(원심장비), SPICE(장치

모델링), 오디오, PC 서플라이(3D 프린트)

536 丸文株式会社 MARUBUN CORPRATION http://www.marubun.co.jp/

http://www.marubun.co.jp/english/index_e.jsp

전자 반도체(아날로그 IC,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자 부품 모듈(디스플레이, 임베디

드 컴퓨터), 시스템장비(산업용장비, 검사, 측정기기)

537 丸紅株式会社 Marubeni Corp. http://www.marubeni.co.jp

http://www.marubeni.com

소재 소비재(신발), 식품, 화학제품(올레핀), 전략 사업(재생에너지 사업), 에너

지(천연 가스 생산 시설), 금속자원(알루미늄의 제련 및 정제), 플랜트(산업

플랜트용 EPC), 항공 우주 및 선박 사업(상선의 판매), 금융 및 임대사업

(항공기 운영 임대 사업), 건설 기계 산업, 차세대 사업 개발(플랫폼 비즈니

스)
538 丸紅エアロスぺース株式会社 Marubeni Aerospace Corporation http://www.marubeni-aerospace.co.jp/- 기계 비즈니스 제트기, 공공기관을 위한 고정익기, 회전익기, 엔진&공조, 전자부

품(기상레이더),  우주 장비(위성버스기기), 방위 장비(POU-휴대산소장

치), 첨단소재(복합재 구조 접착제)

539 丸紅ユティリティ・サービス株式会社 Marubeni Utility Services, Ltd. http://www.mus.co.jp

http://www.mus.co.jp/en.index.html

기계 발전소 대형기기(원자력 발전소 터빈),  발전소 관련기기(금속파편 감시 시

스템), 발전소 플랜트용 소프트 웨어(오프라인 열효율 진단 소프트웨어),

원자력 재료(리튬 7)

540 ミカサ商事株式会社 MIKASA SHOJI CO.,LTD http://www.mikasa.co.jp/

http://www.mikasa.co.jp/en/

전자 반도체소자(초소형컴퓨터), 전기 부품( 전력 인덕터), 기계부품(감지기), 회

로기판(PCB-인쇄회로기판), 액정(LCD), 보드 및 모듈(카메라 모듈), 저장

장치(ODD), RFID(RF태그), 시스템 제품(모바일 단말기 마운터)

541 三木産業株式会社 Miki & CO., LTD. http://www.mikisangyo.co.jp/ 소재 정밀화학, 전자 부품재료, 감광 재료, 광학 재료, 점착 · 접착 재료, 섬유용 염료·

필기구 원료, 도료 · 잉크 성분, 제지 재료 , 성형 수지, 식물성 섬유

542 ミクロ技研株式会社 MICRO ENGINEERING ING. http://www.micro-eng.co.jp

http://www.micro-eng.co.jp/english/

기계 연삭·연마 장치, 정밀 인쇄 장비, 외관 검사 장치, FA, 환경 관련 장비, 실리

콘 웨이퍼 제조 공정, 포토 마스크 제조 공정

543 ミクロン精密株式会社 Micron Machinery CO., LTD. http://www.micron-grinder.co.jp 기계 내면 연삭기, 연삭기

544 美津濃株式会社 Mizuno Corporation http://www.mizuno.co.jp/

http://www.mizuno.com/

미분류 스포츠 용품 회사

545 三井造船システム技研株式会社 Mitsui Zosen Systems Research Inc. http://www.msr.co.jp/ 전자 5축 레이저 가공용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 , Inspection Solutions,

SPACK , CimStation : 3 차원 시뮬레이션 패키지,  컨설팅, 시스템 통합,

데이터 분석 시스템(OLAP), Web 워크 플로우, 보안 솔루션, 카드 리더

546 三井化学株式会社 Mitsui Chemicals, Inc. http://jp.mitsuichem.com/

http://www.mitsuichem.com/index.htm

미분류 자동차 제작 재료, 가전 ·정보통신, 포장 안쇄 재료, 건강 관리, 건축 ·토목

재료, 농업, 화학

547 三井精機工業株式会社 MITSUISEIKI KOGYO CO., LTD. http://www.mitsuiseiki.co.jp

http://www.mitsuiseiki.co.jp/en/index.htm

화학 공작기계, 물 윤활 스크류 압축기 (오일 프리 컴프레서), 오일 윤활 스크류

압축기,  주변기기

548 三井倉庫サプライチェーンソリューション株式会社 MITSUI-SOKO Supply Chain Solutions, Inc. http://mscs.mitsui-soko.com/ 미분류 글로벌 3PL 컨설팅, 공급망 최적화 지원

549 株式会社三井ハイテック Mitsui High-tec, Inc. http://www.mitsui-high-tec.com/ja/

http://www.mitsui-high-tec.com/en/

기계 정밀 가공 / 정밀 부품, 정밀 공작 기계(연마기, CNC), 리드 프레임, 모터 코어

35페이지 중 29페이지

http://www.micron-grinder.co.jp/#
http://www.msr.co.jp/#
http://mscs.mitsui-soko.com/#


No 회사명(일어) 회사명(영문) 홈페이지 주소 분류 취급품목

550 三井物産株式会社 MITSUI & CO., LTD. https//www.mitsui.com/jp/ja/

https//www.mitsui.com/jp/en/index.html

미분류 철강 제품, 금속 자원, 프로젝트, 모빌리티 본부(세계 각지의 선박, 철도 산업 기

계, 항공, 자동차 등 모빌리티 분야), 기초화학품(석유화학품부, 화성품부, 클로

알칼리부), 에너지(석유 제품, 액화 천연 가스(LNG)), 기능화학품 제1부(디스플

레이, 반도체, 2차 전지), 기능화학품 제2부(다양한 합성 수지), 사업개발( 컨슈

머 비즈니스, 헬스케어∙서비스, ICT, Corporate Development (금융, 물류사업)

등), 식료∙리테일
551 三井物産エアロスペース株式会社 Mitsui Bussan Aerospace CO., LTD. http://aerospace.mitsui.co.jp/en/ 미분류 구조용 헬기, 여객기(Falcon시리즈), 짐벌카메라, 보안시스템, 방위장비,

비행기 엔진 등

552 三井物産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Mitsui Bussan Electronics Ltd. http://www.mbel.co.jp/

http://www.mbel.co.jp/english/

전자 M2M/IoT 장치 서비스, 임베디드 PC/ 네트워크, 제조/검사 장비

553 三井物産プラスチック株式会社 MITSUI & CO.PLASTICS LTD. http://www.mitsui-plastics.com/ 소재 각종 합성 수지 원료 및 그 가공품 제품, 부자재 , 각종 화학 약품 및 그 원

료, 유도체 제품, 부자재, 건축 자재, 토목 자재, 포장 · 물류 자재 및 그 원

료, 부품, 부자재, 천연 고무, 지방, 미네랄 등의 하늘 산품 및 그 가공품 제

품, 부자재, 각종 필름, 액정 디스플레이 재료, 반도체 회로 기판 재료, 전자

기기 관련 부재 · 부품, 상기 관한 각종 가공 장비 · 금형

554 三井物産プラントシステム株式会社 Mitsui&Co.Plant Systems, LTD. http://www.plantsystems.mitsui.co.jp/ja/Default.aspx

http://www.plantsystems.mitsui.co.jp/enus/Default.aspx

기계 플랜트 설비기기, 부품, 발전, 변전 설비, 발전망, 철강소재, 열풍로, 철도

차량용 제품 및 궤도용 부재 등

555 三井物産マシンテック株式会社 MITSUI &CO.MACHINE TECH LTD. http://www.mmknet.com/

http://www.mmknet.com/english/

기계 공작 기계, 사출 성형기, 단압 기계, 자동화 시스템,산업 기계 및 장비(레이

저 가공기, 3D 프린터, 검사 기기 · 설비, 세척 시설, 공기 압축기, 다이 캐

스트 머신 등), 전용기(전용 공작 기계, 조립 장비, 반송 장치, 측정 장비) ,

엔지니어링 서비스(공정·설비 제안), 적층 조형 솔루션

556 三井物産メタルズ株式会社 Mitsui Bussan Metals CO.,LTD. http://www.mitsui-metals.com/

http://www.mitsui-metals.com/en/index.html

소재 알루미늄 판재, 압출 다이 캐스트 주조품, 단조품, 정밀 가공품, 구리 제품,

티타늄 부재, 코발트 분말,알루미늄 이차 합금, 아연 덩어리 스폰지 티타늄,

페로 티타늄, 티타늄 잉곳, 마그네슘, 알루미늄 스크랩, 구리 스크랩 및 기

타 비철 금속 스크랩, 폐 기판

557 株式会社ミツトヨ Mitutoyo Corporation http://www.mitutoyo.co.jp

http://www.mitutoyo.co.jp/eng/

기계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미터헤드, 버니어 캘리퍼스, 하이트 게이지, 깊이

게이지, 내경 측정기, 게이지 블록, 교정장비, 기준기, 다이얼 게이지, 지렛

대식 다이얼 게이지, 정밀센서(접촉 센서, 비접촉 센서), 좌표측정기기

(CNC3차원 측정기-자동기계, 설명서 3차원 측정기-수동 기계), 표면 거필

기 측정, 윤곽 형상 측정기, 진원도 측정기, 걍도 시험기, 재료 시험기, 진동

측정 장비, 지진 관측 장비, 현미경, 투영기, 대물 렌즈, 측정 시스템 데이터

관리, 인하인 검사 시스템

558 三菱ケミカル株式会社 Mitsubishi Chemical Corporation http://www.m-chemical.co.jp

http://www.m-chemical.co.jp/en

소재 산업용 화학 제품, 석화 원료, 용제, MMA · MMA 유도체, AN 계, 범용 수

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엘라스토머, 아크릴 수지, 탄소 섬유 강화 플

라스틱, 고기능 화학, 경화성 수지, 반응 촉매, 첨가제 · 개질제, 코팅 재료,

필름 · 시트, 성형 재료 · 부품, 성형품 용 보조 재료 접착제, 수지 복합재,

합성지, 제조 공정 재료, 탄소 소재, 탄소 섬유 복합 재료, 전지 재료, 기록

재료 미디어, 디스플레이 재료, 이미징 부재, 조명 재료 부재, 정보 자료, 반

도체 재료, 절연 재료, 아크릴 섬유, 아세테이트 섬유, 폴리 에스테르 섬유,

폴리 프로필렌 섬유, 복합 섬유, 식물 공장, 농업 자재, 식품 기능 재료, 건

강 관리,알루미나 섬유, 경금속, 제올라이트 , 물 처리, 정수기, 분리 · 흡

착, 토목 자재, 건축 자재, 설비 기기 · 장치, 물류 자재, 분석 컬럼 , 지식

사업, 엔지니어링, 가공 수탁 서비스, 정보 시스템, 분석 · 검사, 조사 · 컨

설팅

559 三菱自動車工業株式会社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https//www.mitsubishi-motors.com/jp/

https://www.mitsubishi-motors.com/en/

미분류 자동차 판매 회사

35페이지 중 30페이지

http://aerospace.mitsui.co.jp/en/#


No 회사명(일어) 회사명(영문) 홈페이지 주소 분류 취급품목

560 三菱重工機械システム株式会社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achinerySystems,Ltd. http://www.mhims.co.jp

http://www.mhims.co.jp/en/

기계 시험 장비, 산업 기기, 가속기, 문화·스포츠·레저시설, 고무 타이어 기계, 유

압 기계, 굴뚝 저장 탱크, 식품 포장 기계, 인쇄·지공 기계

561 三菱重工業株式会社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https://www.mhi.com/jp/

https://www.mhi.com/

기계 에너지, 항공, 우주 개발, 선박·해양, 교통 시스템, 물류 운반, 환경 장비, 자동차

관련, 산업기계, 인프라 시설, 생활 레저, 방위, 엔지니어링 사업

562 三菱重工工作機械株式会社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ACHINETOOL CO.,LTD. http://www.mhi-machinetool.com

http://www.mhi-mashinetool.com/en/index.html

기계 기어 가공 시스템(기어 공작 기계, 정밀 절삭 공구), 토탈 솔루션( 대형 공작 기

계, 전용 공작 기계, 정밀 위치 검출기), 미세 가공 솔루션(미세 레이저 가공기,

상온 웨이퍼 접합 장치, 소형 정밀 가공기, 정밀 가공 기계), DIASCOPE, 종합 유

지 보수, 납입 사례

563 三菱商事株式会社 Mitsubishi Corp. http://www.mitsubishicorp.com/jp/index.html 기계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 기계, 선박 · 우주 항공기, 자동차 사업, 식품 화학, 농

산물, 소비재, 리테일, 의류 · SPA, 헬스 케어 식품 유통, 물류 사업, 환경 사업, 신

에너지 · 전력,  도시 인프라, 도시 개발, 자산 금융

564 三菱商事ＲｔＭジャパン 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 Ltd. www.mitsubishicorprtm.com 소재 구리, 알루미늄, 귀금속, 니켈, 페로 알로이, 철광, 석탄

565 三菱商事テクノス株式会社 Mitsubishi Corp. Technos http://www.mmts.co.jp

http://www.mmts.co.jp/eng/index2.html

기계 금형·성형 판금, 항공기, 건설 기계, 에너지, 자동차, 이륜, 식품 리테일, 청정 에

너지 전자 부품

566 三菱スペース・ソフトウエア株式会社 Mitsubishi Space Software CO.,LTD. http://www.mss.co.jp/

http://www.mss.co.jp/en/index.html

기계 미쓰비시 스페이스 소프트웨어 (MSS)- 우주 시스템, 방위 시스템, 통신 시스템,

항공 시스템, 방재·환경 시스템, 생명 과학, 자동차 시스템, 공공·IT, 정보 보안

567 三菱電機株式会社 Mitsubishi Electric  Corp.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

http://global.mitsubishielectric.com/

전자 주방 가전, 생활 가전, 에어컨 공조 장비, 주택 설비

568 三菱電機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Mitsubishi Electric Trading Corp. http://www.melco-trading.net/ 기계 전자 부품, 공장용 소모품, 전기·기계 부품, 집기·비품, 비금속 제품, 사무용 소

모품, 포장 및 포장 재료

569 三菱日立パワーシステムズ株式会社 MITSUBISHI HITACHI P0WER SYSTEMS, LTD. http://www.mhps.com

http://www.mhps.com/en/

기계 가스 터빈, 증기 터빈, 보일러, 대기 오염 방지 시스템, 발전기, 제어 시스템, 연

료 전지

570 三菱ふそうトラック・バス株式会社 Mitsubishi Fuso Truck and Bus Corporation https://www.mitsubishi-

fuso.com/content/fuso/jp/index.html

https://www.mitsubishi-

fuso.com/conetnt/fuso/en/index.html

기계 산업용 트럭, 버스

571 三菱プレシジョン株式会社 Mitsubishi Precision Company, Limited http://www.mpcnet.co.jp/ 전자 시뮬레이션 시스템, 항공·우주·혜성·전파기기, 복강경 수술 시뮬레이터, 주차

시스템

572 三菱マテリアル株式会社 MITSUBISHI MATERIALS Corp. http://www.mmc.co.jp/corporate/ja/index.html

http://www.mmc.co.jp/corporate/en/index.html

전자 자동차 관련 각정 장비, 전자(반도체, 전자 재료, 전자 부품, 신소재, 태양 전지

용 부품, 그린 제품), 토목·건축 자재, 금속 재료(구리, 귀금속), 환경·리사이클

기술
573 ニチユ三菱フォークリフト株式会社 Mitsubishi Nichiyu Forklift Co., Ltd. http://www.nmf.co.jp

http://www.nmf.co.jp/en

기계 버켓 리 포크 리프트, 엔진 포크 리프트, 운반용 로봇, 물류시스템 상품, 전

기 자동차, 모노레일 등

574 三ツ矢貿易株式会社 Mitsuya Boeki LTD. http://www.mitsuya-boeki.co.jp

http://www.mitsuya-boeki.co.jp/english/index_e.htm

화학 화학 무역 회사

575 ミネベアミツミ株式会社 MinebeaMitsumi Inc. http://www.minebeamitsumi.com/

http://www.minebeamitsumi.com/english/

기계 베어링, 회전지지, 전자, 계측 기기, 반도체, 고주파 전기 제품, 자동차 부품, 산

업 기기 부품, 주택 기기 부품,

576 株式会社ミラプロ MIRAPRO CO., LTD. http://www.mirapro.co.jp 기계 진공 장치용 부품-용접 벨로우즈, 성형 벨로우즈, 고순도 가스 배관, 플렉시블

호스, 진공 배관 · 진공 배관 부품, 대형 클린룸, 대형 가공기, 용접 설비, 진공 챔

버, 미세 부품 제조 자동화, 반송 시스템

577 村田機械株式会社 Murata Machinery, LTD. http://www.muratec.co.jp 기계 물류&자동화, 섬유 기계, 컨트롤 & 센싱, 통신 장비, 시트 메탈 기계, 기계 도구,

35페이지 중 31페이지

http://www.mitsubishicorp.com/jp/index.html#
http://www.mitsubishicorprtm.com/#
http://www.muratec.co.jp/#


No 회사명(일어) 회사명(영문) 홈페이지 주소 분류 취급품목

578 株式会社村田製作所 Murata Manufacturing CO., LTD. http://www.murata.co.jp

http://www.murata.com

전자 축전기,  인덕터, 저항기,  서미스터, 센서, MEMS , 집적회로, 배터리, 전원장치,

이온화기, 활성 산소 모듈(오조나이저)

579 株式会社　明電舎 MEIDENSHA CORPORATION http://www.meidensha.co.jp/pages/top/

http://www.meidensha.co.jp/epages/top/

전자 전력 및 에너지, 철도 시스템용 제품, 수상 인프라 시스템, 산업부품, ICT, 산업

물류 시스템,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링

580 株式会社メタルワン Metal One Corporation http://www.mtlo.co.jp 소재 철강 제품의 공급과 생산 · 가공 · 물류 등의 기능 · 서비스

581 メトロン技研株式会社 Metron Technology Research http://www.metron.co.jp 전자 전자 자속계, 전자 검류계, 엡스타인 프레임, 지시 계기용 교류 전압 전류 발생

기, 지시 계기용 직류 전압 전류 발생기

582 メルク株式会社 Merck LTD. http://www.merck.co.jp 미분류 건축물(에너지 절약 창문, 스마트 유리), 자동차(자동차 재료, 첨단 솔루션), 화

장품, 효과 안료, 기능 솔루션, 광전자 공학(하이테크 화학 제품)

583 メルダスシステム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MELDAS SYSTEM ENGINEERINGCORPORATION http://www.meldas.co.jp/ 기계 CNC(수치 제어 장치), 방전 가공기, 레오 가공 기계, 산업용 로봇, FA정보 시스

템
584 メンター・グラフィックス・ジャパン株式会社 Mentor Graphics Japan Co LTD. http://www.mentorg.co.jp/ 전자 전자 설계 자동화(가상 프로토 타이핑, 하이 레벨 합성, RTL 저전력 옵트 및 분

석, 기능 검증, Tanner AMS IC 설계 흐름, Tanner MEMS 설계 흐름, IC 디자인, IC

제조, IC 테스트, 지적 재산권, FPGA), 시스템(전기 시스템, 네트워크 및 하네스,

시스템 모델링 및 디자인 관리, PCB 및 IC 패키지 디자인, PCB 제조, 조립 및 시

험), 자동차(연결성, 대전), CAE 시물레이션 및 테스트, 소프트 웨어

585 モトローラ・ソリューションズ株式会社 Motorola Solutions Japan Ltd. http://www.motorolasolutions.com/JP

http://www.motorolasolutions.com

전자 업무용 무선 기기(공공기관용, 일반 법인용), WAVE 블로디 밴드 무선, TETRA,

DIMETRA, 업무용 디지털 무선 시스템, 디지털 라디오, 비디오 감시, 엑세스 제

어, 비디오 분석

586 森村商事株式会社 Morimura Bros.,Inc. http://www.morimura.co.jp/

http://www.morimura.co.jp/english/index.html

소재 알루미나, 탄화규소, 흑연, 실리카, 실리카 분말, 용융 실리카, 장석, 장석분말,

수산화 알루미늄, 붕산 아연, 버크셔의 클린룸 상재, 지르코니아, 도레이의 고

기능 코팅재료, 도레이의 접착시트, 수용성 초 내열 프리 플럭스 도체 코트 시

리즈,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크레졸, 이형 필름 분리기, 액정보호 필름, 캐리

어 테이프 톱 커버 테이프, 구형 왁스 입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슈퍼 엔지니

어링 플라스틱, 해외 생산 재료, 열경화성 수지, 고기능 필름, 시트, 한국 규석,

브라질 크리스탈, 크리스토발라이트, 유전체 고순도 산화 티탄, 유리분말, 소

성로 재분산 미디어 고순도 산화 니켈, 산화 갈륨, 무기 코팅재, 고순도 알루미

나, 슈퍼 강철 티타늄 가공품, 산업용 필름, 트레이, 접착제, 방열 재료

587 森六ケミカルズ株式会社 MORIROKU CHEMICALS Co., Ltd. http://chemicals.moriroku.co.jp 화학 사륜 외장 부품, 사륜 내장 부품, 오토바이 부품, 기능 부품

588 安川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YASKAWA  ELECTRIC ENGINEERINGCORPORATION http://www.yaskawa-eng.co.jp/

http://www.yaskawa-eng.co.jp/en/index.htm

기계 AC 드라이브, 서보 드라이브, 컨트롤러, 로봇, 환경&에너지 서비스

589 安川オートメーション・ドライブ株式会社 Yaskawa Automation  &  Drives  Corp. http://www.yaskawa-ad.co.jp/

http://global.yaskawa-ad.co.jp

기계 모터, 인버터, 서보 드라이브, 컨트롤러

590 株式会社安川電機 Yaskawa Electric Corp. http://www.yaskawa.co.jp/

http://www.yaskawa.co.jp/en/

기계 서보 및 컨트롤러, 인버터, 로봇, 시스템 엔지니어링, 환경 · 에너지 기기, 의료 ·

복지 기기

591 株式会社安川ロジステック YASKAWA LOGISTEC CORP. http://www.ylnet.co.jp/ 미분류 종합 물류 서비스 사업

592 安田産業株式会社 YASUDA SANGYO CO.,LTD. http://www.yasuda-sangyo.co.jp 소재 유용성 염료, 근적외선 흡수 색소, 유기안료, 무기안료, 가공안료, 안료용 분산

제, 수지용 충전, 발화지연제, 드립방지제, 성형 조립기, CCM, 압출기, 압출기

단열커버, 질량식 계량 혼합 착색기, 수지 용접기, 합성 목재, 도료용 첨가제, 흡

수성 수지 성형용 우레탄, 퍼지제, 섬유 가공용 염료 · 조제, 진공 성형 트레이,

수지용 포장재

593 株式会社ヤナギサワ YANAGISAWA CO.,LTD. http://www.kk-yanagisawa.co.jp/ 전자 측정 도구, 측정 적합성 도구, 측정 도구, 보조 기기, 표준 측정 기계 및 적합

성, 자동 측정 기계, 범용 테스트 장비, 표준 측정 기계 및 시험기, 온도 조절

기, 압력 측정기, 토크 측정기 및 로드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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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ヤマザキマザック株式会社 YAMAZAKI MAZAK Corp. http://www.mazak.jp 기계 CNC Turning Centers , Horizontal Machining Centers(수평 기계 가공센터) , Laser

Processing Machines(레이저 가공기) , Vertical Machining Centers , 5축 가공장비,

Integrex

595 株式会社ヤマダコーポレーション YAMADA CORPORATION http://www.yamadacorp.co.jp 기계 다이어프램 펌프,  윤활 기계, 피스톤 펌프, 잉크 펌프, 구리스 건, 호스릴, 컨트

롤 장비, 자동차 장비

596 ヤマハ株式会社 YAMAHA CORPORATION http://jp.yamaha.com/

http://www.yamaha.com/

미분류 야마하 악기 판매 사이트

597 ヤマハ発動機株式会社 YAMAHA MOTOR CO., LTD. http://www.yamaha-motor.co.jp/

http://www.yamaha-motor.co.jp/global/

기계 자전거 스쿠터,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보트, 스노우 모빌, 제설기, 전동 휠테어,

발전기, 카트, ATV(4륜 버기), 무인 시스템, 범용 엔진, 나노막 코팅

598 ヤマハモーター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YAMAHA MOTOR ELECTRONICS CO.,LTD. http://www.yamaha-motor-elec.co.jp 기계 마그니토(제너레이터), 시동 모터, 점화 코일, 점화기 장치, 전기 보조 자전거용

구동 장치, 전기 골프 카용 컨트롤 유닛, 전기 골프 카용 컨트롤 유닛, 시프트 액

추에이터 및 모터사이클용 클러치 액추에이터,디지털 미터, 경보 이모빌라이

저, 전기 선외기 모터, PAS 미터, 원격 제어 헬리콥터 제어 장치

599 ヤマハモーター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YAMAHA MOTOR ENGINEERING CO.,LTD. http://www.yec.co.jp/ 기계 전동식 승용차, 투광기, 이륜차(오토바이)

600 ヤマハモーターソリューション株式会社 YAMAHA MOTOR SOLUTIONS CO., LTD. http://www.ymsl.jp 기계 모터 관련 개발, 조달, 기획, 설계, 판매 등 용역

601 ヤマハモーターパワープロダクツ株式会社 YAMAHA MOTOR POWERED PRODUCTSCO, .LTD. http://www.ympc.co.jp/index.html 기계 발전기, 범용 엔진, 골프 카, 제설기,카트 엔진

602 ヤンマー株式会社 YANMAR CO.,LTD. www.yanmar.com/jp/

http://global.yanmar.com

기계 트랙터, 쌀 수확기, 재래식 수확기, 벼 이식기, 경운기, 밀폐형 및 소형 크레인

엔진, 파워 보트 엔진, 경량의 의무 상업과 솔라스 엔진, 추진&기동 시스템, 디

젤 배기 엔진, 선박용 엔진, 실외기, 실내기, 상용 열병합, 비상 발전 시스템, 펌

프 구동 시스템, 신 재생 에너지, 발전기, 건설 기계 톱, 미니 굴삭기/굴삭기, 휠

로더, 용접기/고압 세척기, 투광기, 산업엔진

603 ユアサ商事株式会社 Yuasa Trading CO., LTD. http://www.yuasa.co.jp/

http://www.yuasa.co.jp/eng

기계 절삭공구, 기름공기입력기기 · 제어기기, 계측 · 측정 · 검사 장비 , 압축기, 발전

기, 용접기, 물류기기/반송장치/보관 ·주변기기, 공기전동공구, 작업공구, 환경

· 에너지 절약기기/세정기, 공작기계용 주변기기, 공작기계, 공작기계용 주변

기기, 단압판금강재기공기계, 사출성형기, 로봇, CAD, CAM, 식품기계, 건축설

비관련제품, 주택설비관련제품, 공장플랜트설비제품, 주택외부, 외장자재, 금

속건축자재, 건축자재, 경관자재, 토목 · 도료자재, 건설소형장비/작업장비/펌

프, 발전기, 용접기, 컴프레서, 기설장비, 하우스화장실, 고소작업장비, 석유 제

품, 민생 용 연료 선박용 연료, 산업용 연료, 윤활유, 선풍기, 가습기, 코타츠 조

리 가전, PB 상품, 목재 제품

604 株式会社ＵＫＣエレクトロニクス UKC Electronics Corporation http://www.ukcgroup.com/ukcelectronics/index.html

http://www.ukcgroup.com/ukcelectronics/english/index.

html

전자 반도체 모듈, 광 관련 부품, 디스플레이, 산업용 레이저, 센서, 안테나 커넥터,

배터리, 측정기 필터, 전자 · 광학 · 접합 재료, 전자 기기 수탁 제조 서비스(표면

실장, 생산 설비 · 솔더 인쇄 기계 고속 마운터 · 이형 마운터  · 리플, 각종 검사/

분석 설비 · 3D SPI)

605 有人宇宙システム株式会社 Japan Manned Space Systems Corp. http://www.jamss.co.jp/ 기계 위성 로켓에 탑재하는 각종 기기의 개발 지원, 운영 지원, 위성의 설계 및 개발,

위성 활용, 위성 데이터 활용

606 ユニチカ株式会社 UNITIKA Ltd. http://www.unitika.co.jp/

http://www.unitika.co.jp/e/index.html

소재 고분자(필름, 수지, 부직포,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 기능 재료(유리 섬유, 유리

비드, 활성탄 섬유, 고기능 공판), 섬유(산업 자재, 의류 · 생활 잡화 · 침구, 바이

오 매스 플라스틱)

607 株式会社ユビテック Ubiteq, Inc. http://www.ubiteq.co.jp/ 전자 카 쉐어링 플랫폼, 공장 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 방식 개혁 지원 도

구, 회의실 관리 서비스, 화상 회의 시스템, 위탁 개발 · 양산, 소프트웨어 아웃

소싱608 株式会社　ヨコオ yokowo co,,ltd. http://www.yokowo.co.jp 전자 안테나(자동차 통신, 사회 인프라용 시스템), 커넥터(회로 검사용, 전자 기기용,

광 커넥터), 첨단 장치(의료기기, LTCC응용장치), 전기 검사용 장비(플렉시블 검

사용, 커넥터 간이 연결용, 기판 검사용, 고주파 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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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横河計測株式会社 Yokogawa Test & MeasurementCorporation http://www.yokogawa.com/jp-ymi/

http://www.yokogawa.com/ymi/

전자 파형측정기, 전력측정기, 데이터 수집, 빛 측정기, 교정기/표준 발생기, 현장 측

정기, 압력측정기/기타

610 横河電機株式会社 Yokogawa Electric Corp. http://www.yokogawa.co.jp/

http://www.yokogawa.com/

전자 제어 시스템, 솔루션 기반 소프트웨어, 데이터 수집, 필드 장비, 환경기기(분석

기), 신호 변환기, 피뢰기, 전력 모니터, 네트워크 컨버터, 감시 카메라, 계측 기

기, 생명과학, 정보시스템, 민간 항공기구

611 横河電子機器株式会社 Yokogawa Denshikiki Co., Ltd. http://www.yokogawa.com/jp-ydk/

http://www.yokogawa.com/ydk/

기계 환경 측정 사업, 정보 전송 사업, 항해 사업, 항공 우주 사업, 연소 사업, 섬유 측

정, 제전

612 横河レンタ・リース株式会社 Yokogawa Rental & Lease Corp. https://www.yrl.com/ 전자 IT기기, 계측기, 자체 개발 솔루션

613 リーダー電子株式会社 Leader Electronics Corp. http://www.leader.co.jp 전자 영상 · 방송 관련(모니터, 래스터 라이저, SG기타), 전파관련(신호 레벨 미터, 모

니터링 소프트웨어, 리셉션 모니터), 이미지 · 산업 관련(카메라 테스트 시스템,

카메라 모듈 생산 자동화 · 생력화 시스템)

614 国立研究開発法人　理化学研究所 RIKEN http://www.riken.jp/index_j.html

http://www.riken.jp/engn/index.html

미분류 미래 전략실/정보시스템 본부(연구소 운영 체계 지원), 과학 기술 허브 산 연속

본부(관계 기관과 연계 강화, 연구 성과 사회 환원 추진), 개척 연구 본부(지속

적인 혁신 창출), 전략센터(국가 전략 등에 따라 전략적 연구 개발), 기반센터

(최첨단 연구기반을 구축, 운영, 고도화)

615 株式会社リガク Rigaku Corp. http://www.rigaku.co.jp/ 전자 X선 회절 장치, 형광 X선 분석 장치, 열 분석 장비

616 理研計器株式会社 RIKEN KEIKI CO., LTD. http://www.rikenkeiki.co.jp 전자 가스 감지기(고정식, 휴대용식, 분석기)

617 株式会社リコー Ricoh Company, LTD. http://www.ricoh.co.jp/

http://www.ricoh.com/

전자 사무실 물품(복사기/복합기, 프린터, 팩스, 디지털 인쇄기, 전자 칠판, 화상회의

· WEB 회의 시스템, 프로젝터, 비즈니스 폰, 소프트 웨어), 비지늣 서비스(커뮤

니케이션, 관리 문서 서비스, IT인프라, SI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워

크 플레이스), 상업 및 산업 인쇄(프로덕션 프린터, 프로덕션 프린팅 솔루션, 산

업용 잉크젯 헤드, 3D프린터, 의류 프린터), 사회 인프라(전력 판매 서비스, 태

양광발전 O&M서비스, EV충전기 종합 지원, 조명의 LED화 지원, 업무용 에어

컨, MICE 이벤트 솔루션), 산업 물품(공장 자동화, 임베디드 제품, 광학 장치 단

위, 정밀 가공, 열, 모니터링 및 기록), 카메라, 건강관리

618 リコーインダストリー株式会社 RICOH Industry Co.,Ltd. http://www.industry.ricoh.co.jp/ 기계 라인프린터, 정밀 가공 정밀 조립, 몰드 금형 엔지니어링, 재사용, 재활용 기술,

정밀 가공, 시작 판금, 측정, 특수 가공

619 リコーテクノロジーズ株式会社 Ricoh Technologies CO.,LTD. http://www.technologies.ricoh.co.jp/ 기계 이미지 시스템 제품, 주변기기, 포장 디자인 기술, 포장 시험 장비, 텐덤 용지함

기술, 에어 어시스트 급지 기술, 안장모양기술, 코팅 용지 스택 기술, 멀티 폴딩

기술, 바늘이 필요없는 제본 기술, CAE 기술, EMC기술, 분석기술

620 リコー電子デバイス株式会社 RICOH Electronic Devices Co.,Ltd. http://www.e-devices.ricoh.co.jp 전자 전원IC(선형 레귤레이터, 스위칭 레귤레이터, LED드라이버/컨트롤러, 전압 검

출기, 워치 독 타이머, 리셋 타이머IC, 스위치 IC, 자동차용 전원 IC, 산업용 전원

IC), 복합 전원 IC(멀티 출력 PMU), 리튬이온배터리용 보호 IC, 실시간 클럭IC,

usb Type-C&파워 전송 지원 컨트롤러 IC, usb 카메라 컨트롤러, AM/FM 라디오

튜너IC)621 株式会社　菱光社 RYOKOSHA CO.,LTD. 전자 현미경/관찰 장비, 측정기, 분석/평가장비, 전기 계측기, 시험기, 검사 장치, 카

메라/조명, 제조 장치

622 菱電商事株式会社 RYODEN CORPORATION https://www.ryoden.co.jp/ 전자 FA장치 시스템, 전자기기/산업 시스템, 품질관리

623 菱洋エレクトロ株式会社 Ryoyo Electro Corp. http://www.ryoyo.co.jp

http://www.ryoyo.co.jp/english/

전자 반도체/장비, ICT, IOT/M2M

624 株式会社リョーサン Ryosan Company, Limited http://www.ryosan.co.jp 전자 반도체, 전자 부품, 전자, 솔루션

625 レーザーテック株式会社 Lasertec Corp. http://www.lasertec.co.jp

http://www.lasertec.co.jp/en/

전자 레이저 현미경, 에너지 · 환경 관련 장비, 반도체 관련 장비, FPD 관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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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ローデ・シュワルツ・ジャパン株式会社 Rohde & Schwarz Japan K.K. http://www.rohde-schwarz.co.jp

http://www.rohde-schwarz.com

전자 보안(SDR 무전기, 구성 및 플래닝 시스템, 레거시 무전기, 메시지 처리 시스템,

모바일 네트워크 분석, 무전기 구성요소, 방향탐지기, 서비스 및 유지보수, 수

신기, 스펙트럼 모니터링, 신호분석, 신호 정보 수집, 안테나, 안티 드론 솔루션,

암호화 장치, 위성 모니터링, 음성 통신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방송

및 미디어(IP비디오 배포, TV송신기, 마스터링 시스템 및 미디어 서버, 멀티뷰

어&오디오 비디오 모니터링, 무선 송신기, 미디어 스토리지, 반도체 기반 증폭

기, 방송용T&M, 헤드엔드), 사이버 보안(네트워크 보안, 데스크톱 보안, 모바일

보안,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보안), 테스트 및 계측(광측정, EMC 및 전계 강

도 테스트 솔루션, Microwave 이미징, T&M 시스템 구성요소, 광대역 증폭기,

네트워크 분석기, 레이더 에코 발생기, 모듈식 기기, 모바일 네트워크 테스트,

무선 통신 테스터 및 시스템, 미터 및 카운터, 방송용 T&M, 소스 측정 장치, 신

호 및 스펙트럼 분석기, 신호 발생기, 오디오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직류 전원

공급장치, 컴플멘터리 제품, 파워미터 및 전압계)

627 ローム・アンド・ハース電子材料株式会社 Rohm and Haas Electronic Materials KK http://www.dupont.co.jp/electronic-materials.html 전자 인쇄 회로 기판 재료, 전자 부품, 산업 마감재, 열 관리 재료, 전기 절연 재료, 필

름 재료, 반도체 제조 및 포장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 LED 소재

628 ローランド㈱ Roland Corporation http://www.roland.co.jp/

http://www.roland.com/

전자 피아노, 장기, 신디사이저, 키보드, 기타&베이스, 드럼 및 타악기, 증폭기,

AIRA&DJ, 프로 오디오, 프로 비디오, 부속품

629 ローランドディー．ジー．株式会社 Roland DG Corp. http://www.rolanddg.co.jp/

http://www,rolanddg.com/

기계 인크레더블 프린트, 프린터, 컷팅 머신, 절단 가공기/3D프린터

630 碌々産業株式会社 ROKU-ROKU SANGYO LTD. http://www.roku-roku.co.jp 기계 콘시 프로 가공기 시리즈(고 정밀도 3차원 가공기), 가공기, 특수 가공 기계 시

리즈, 프린트 기판 전용 CNC 초고속 정밀 가공 기계 시리즈

631 ＹＫＫ株式会社 YKK Corp. http://www.ykk.co.jp/ 기계 체결부품, 지퍼, 훅클램프, 패브릭 테이프, 플라스틱 제품, 스냅 및 버튼

632 株式会社和井田製作所 WAIDA MFG. CO., LTD. http://www.waida.co.jp/

http://www.waida.co.jp/us/

기계 프로필 그라인더, 완전 자동 프로파일 분쇄기, 지그 연마기, 완전 자동 삽입 주

변 분쇄기, 완전 자동 그루빙 인서트 그라인더, 밀링 공구 그라인더, 표면 절삭

기, 그라인딩 센터, 자동 차트 마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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