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F_2019_초청_해외바이어_리스트_0809_기계 부품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UGUR was established in 1965. Initially, manufacturing old
style mortice locks was the company’s activity. In 1990, UGUR 1965년 설립 되었으며, 구형 mortice lock 제조가 회사 주요 활동이었음.
246

터키

Ugur Hirdavatcilik A.S.

has stopped manufacturing and started purchasing hardware

1990년 제조활동을 중단하고 철물 도구 및 공구등을 해외에서 구매하기

tools outside of Turkey. Since then, one of the major

시작하여 현재 이 분야의 주요 업체들중 한 곳이 되었음.

1965

www.ugurhirdavat.com

2007

www.makagps.com

*만능칼 여분 날, 펜치, 전지가위, 회전톱날

companies in its sector.

Maka Technologies Group has evolved from a regional
263

싱가포르

MAKA TECHNOLOGIES GROUP

Maka Technologies Group은 싱가포르의 내비게이션 제품 지역 마케터

marketer of navigation product in the Singapore to the fastest 에서 자동차 전자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
growing leader in providing automotive electronics solutions.

는 리더입니다. 관련된 차량용 전자제품 및 주변기기에 관심이 있습니

We are the principle of Marbella, Curve and WhoTrackMe

다.

*차량용 블랙박스, 대시캠
*가정용 CCTV
*차량용 전자제품

*태양광에너지 장비 - PV 패널, 충전 컨트롤러, 배터리, 인버터 등
*조명, 전기 장비(방폭형 및 일반형) - 조명기구 및 LED 램프, 소켓 (단
상 및 삼상), 회로 차단기(VCB, ACB, MCCB, MCB), 리클로저, 보호 계
전기, 케이블 그랜드, 전기 동파방지 시스템, 동력밸브 등
*의료용 소모품 - 수술용 가운, 장갑 등
Newly established general trading company, supplying goods 2016년에 설립된 종합 무역 회사로 이란의 산업 및 일반 구매자에게 상
276

이란

Ava General Trading Co.

*화장품 및 뷰티 제품 - 스킨 케어, 패션 렌즈 등 아이웨어, 네일, 헤어

to iranian industrial and regular buyers. Interested in trading

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팀은 2005년부터 Hico, Mapan 등에

with Korean companies while our main members have the

서 근무하면서 한국 기업과 수입거래를 꾸준히 한 경험이 많으며, 이번

살롱 액세서리 및 소모품, 문신 기계 및 관련 제품.

experience of dealing with Korean companies through

방문시 여러상담들을 통하여 좋은 한국 기업들과 사업하기를 희망하고

*주택을 위한 스마트 기술 - 전원 공급 장치, RCU (Room Controller

previous jobs since 2005(through Hico, Mapan, etc)

있습니다.

Unit), 터치스크린, 온도, 밝기 및 동작 감지기, 음악 재생 상자, 오디오

2016

*사무용품 - 노트, 펜 및 연필 등

증폭기, 스피커와 같은 BMS (Building Managment System)에 필요한
모든 장치, 스마트 제어 장치 모듈, 스마트 터치 스크린, 멀티 채널
LED 드라이버, Power RGB Amplifire RGB 등
*이미테이션 쥬얼리
*비데
1987년에 설립된 회사로 가족회사이며 무역회사입니다. 5명이내회사로
Sourcing Company and General Trading between India and
281

인도

Indo Korean Impex

Korea since 1987 Now Starting a Direct Selling Company in
September 2019

작은회사이지만, 업력이 긴만큼 여러분야에 넓은인맥을 가지고 사업 영
위중에 있습니다. 자체수입보다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
으며 현재는 방문판매사업을 기획중에 있습니다. 수입은 차별화를 위해

* 의류
1987

www.belsonindia.com

2005

www.hiromindo.com

* 미용실용품 : 화장품류
* 가정용/주방용 소형전자제품류

서 한국에서 하고 있으며, 제품소싱을 위해서 1년에 여러 차례 방한하고
있습니다.
PT. Hiromindo Perkasa는 인도네시아 Sunter North Jakarta에 위치하여
1993년 설립된 업체임. 설립된 이후로 산업용 기기 및 자재 공급 영역에
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해당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292

인도네시아

Hiromindo Perkasa PT.

Trading and Distributor for Industrial Products

있음.
다양한 산업 설비 분야의 기기, 제품 및 부품들을 무역유통하고 있으며

*기계부품 - 절삭 공구, CNC밀링 홀더, 가스 스프링, EDM 와이어 및
그 소모품, 툴링 시스템, 롤 밀
*화학 - 우레탄 보드, 흑연 전극, 염색제, 에폭시 및 PU 공구

현재 주요 분야로서는 절삭 공구, 가스 스프링, EDM 와이어 및 그 소모
품, 툴링 시스템, 우레탄 보드, 흑연 전극, 롤 밀, 에폭시 및 PU 공구 등이
있음.
한국에서 산업용 원단 (PVC Tarpaulin, PE Tarpaulin)과 접착시트(Auto
300

칠레

Importadora y Exportadora Sign Shop S.A.

import PVC Tarpaulin, PE Tarpaulin, auto adhesivo from Korea Adhesivo)를 수입하여 칠레에서 천막, 광고용, 내부인터리어용 자재를
and distribute industrial materials to chille

납품하고 있으며, 주로 현지 도매상에 납품하고 있음. 또한, 칠레에서 스

*농업용 자재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호스 또는 농업 관련 소모품
2002

www.signshopsa.cl

마트농장을 운영 중에 있어 농자재 관련 품목을 소싱하고자 함.

*농업용 기구 : 트랙터 등 농사를 위한 각종 기계류
*온실용 자재 : 온실 구조물, 온실 관수 자재 등
*비료,잡자재,종묘 등

인도 소재 수입업체로 알미늄포일, 디지털락, 프린터기 잉크 등을 한국
WE ARE ONE OF THE LEADING TRADERING HOUSE IN INDIA
312

인도

MOA ENTERPRISES PVT. LTD.

( WE ARE IMPORTING FROM KOREA DIGITAL LOCK,
PRINTING INK , NOW WE ARE PLAN ALUMINIUM AND
OTHER PRODUCT)

에서 꾸준히 수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프린트 관련 제품: 프린터기 잉크, 친환경 코팅, 알루미늄 포일, 프린

당사는 엔지니어부와 무역(수입,유통)부로 나뉘어지며, 무역부는 크게
그래픽부, 산업부, 가정용품부 3개의 부서로 나뉩니다. 그래픽부는 인쇄

트팅 케미칼, 프린트 종이 포함
2013

www.moaengineering.com

*산업용 알루미늄 제품

및 관련 패킹 포함하여 프린트 관련 모든 제품을 취급하고, 산업부는 베

*화장품: 립스틱, 스킨케어 제품을 희망하나, 그외 여러 아이템 가능성

어링과 같은 산업용 제품을 취급합니다. 가정용품은 화장품, 비누, 디지

을 열어두었음

털락 등을 취급합니다.
PT FNC INDONESIA is Importer and distributor of machine
and related products located in Jakarta, Indonesia. We import
330

인도네시아

PT FNC Indonesia

and supply Air compressor, Air dryer, Chiller, Oil mist
collector and parts and doing technical services for various
fields of Industry

당사는 2006년 설립된 기계 및 기계 부품 관련 인도네시아 수입 판매상
입니다. 저희는 주로 에어 콤프레서, 에어 드라이어, 칠러, oil mist
collector등을 수입 유통하며 또한 현장에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006

에어 콤프레서용 피스톤, 에어 드라이어, 커플링, 오일 미스트 콜렉터,
자동 탈수기 및 다양한 산업용 부품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The company is focusing on energy efficiency solutions for a
341

헝가리

Energia Birodalom Kft

lot of industrial partner in Hungary. Directly does not buying

당사는 2011년 설립된 헝가리 회사이며, 헝가리에 있는 제조업체에 에

equipment, but contracting for develop a total energy

너지 효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efficiency installation projects, including purchase of

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을 전문으로 진행

equpment. So this company has a big influence on

하는 업체입니다.

2011

www.energiabirodalom.hu

태양열 관련 제품, 목재 연료용 보일러, 히트펌프

purchasing.

* 플라스틱 관련 품목: 저강도 폴리에틸렌, 고강도 폴리에틸렌, 폴리
폴리프로필렌, 기타 플라스틱 원재료, 마스터 배치(master batch), 탄
344

스리랑카

ORIENT GROUP OF COMPANY

MANUFACTURES AND EXPORTERS OF FLEXILE PACKAGING
,PAPER AND GARMENTS

산칼슘

2000년 설립 되었으며, 종업원 300명 연매출 2억불 규모의 회사입니다.
포장, 종이 그리고 의복을 제조 및 수출합니다. 10여년간 해외 여러 회사

2000

www.orientlp.com

와 파트너십을 진행했으며, 한국의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 옵셋(offset) 프린팅 관련 품목: 오프셋 인쇄를 위한 모든 종류의 종
이, 프린트 잉크, 프린트 관련 악세서리 및 부품
* 의류 관련 품목: 의류 패브릭, 의류 악세서리
* 접착테이프
* UVA

* 산업용 냉장/냉동고 품목: 산업용 물류 냉장고(과일,야채 창고용), 산
업용 냉동고, 조립식 냉장고
* 농업용 수송 관련 품목: 산업용 냉장 이동수단, 디젤-리퍼(dieselBaraka is a manufacturing, Import, export & indenting

powered reefer), 다이렉트 드라이브 유닛(direct drive unit), 벤 설치

company. We have regular business with Korea and interested 당사는 1989년 설립되었으며, 한국 기업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
352

방글라데시

M/S BARAKA INTERNATIONAL

to find new supplier from Korea. Our business is growing with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용 장비 및 금속 수입과 유통을 취급해왔으며,
reputation. We are equipped with strategic management

용 냉장 기기(van refrigeration unit), 저온 콜드 탑(eutectic cold top)
1989

* 식품 첨가제∙화학품 관련 품목: 이스트 제품, 영양 첨가제

소비재와 의료 제품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 비타민, 오메가3

practices.

* 음료수: 과일주스
* 농작 씨 관련 품목: 배추과(cole crops) 작물 씨 포함 농작물 씨.
* 의학 품목: 스핀 니들(spin needle), 봉합용 실과 바늘, 보톡스
(botulinum toxin) 주사제
*낚시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얀

Malba Ropes (Pte) Ltd., i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which

*나일론 트윈

engaged in manufacturing, exporting and importing of all

*낚시바늘

products for Fishing Industry. The manufactured and exported
353

스리랑카

MALBA ROPES(PTE0 LTD)

items are Nylon Fishing Nets, Twine, Polyethylene Ropes,

1986년 설립 되었으며, 종업원 325명 연매출 250만불 규모의 회사임. 어

Synthetic Ropes, Fishing Tackles and Fishing Accessories. And 업과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제조 및 수출입하고 있음.

*어망 머신 스파트
1986

malbaropes.lk

*연사기
*스풀 윈드잉 매버릭

also the imported items are Fishing Tackles, Fishing

*길이 스털링 머신

Accessories, Fish Hooks, Fishing Rods, HDPE(Resin), Nylon

*염색 기계

Yarn, Fishing Floats, Fishing Line.

*원심분사기
*트위스트 기계용 보빈스
*미니 회로 차단기
* 냉장 가스

Shajeda & Co. is an importer of different consumer , Food
355

방글라데시

M/S SHAJEDA & CO.(Juena)

and Industrial raw material products. They have very special
import permits in Bangladesh. They import mainly from China,
Korea and India. Korean quality products are their priority list.

* 산업용/소비자용 압축기(컴프레서): 냉장고용 압축기, 에어컨용 회전
당사는 2003년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소비재, 식품류, 산업용 재료를 수
입합니다. 주로 중국, 한국, 인도에서 수입하며, 고품질의 한국제품을 찾

압축기, 에어컨용 스크롤 압축기
2003

* 냉장 시스템

고 있습니다.

* 식품 첨가제
* 파라핀: 파라핀 오일, 열 전도 오일
* 화장품 및 뷰티 품목: 기초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 뷰티 도구 포함

We are USA importer of Electronics Components including
361

미국

Interlink Americas Inc.

Industrial LCD Monitors, Digital Signage Players, Audio Point
of Purchase Hardware and CCTV Security Cameras.

당사는 2009년 창립되었으며, 산업용 LCD모니터, 디지털 사이니지 플레
이어, CCTV 보안 카메라 등을 수입하여 미국으로 유통하고 있음

2009

industriallcd.com/

1993

www.csgf.org.추

산업용LCD모니터, 디지털 사이니지 플레이어, LED조명, CCTV보안 카
메라 등

당사는 1993년 설립된 중국 스포츠 용품 연합으로 다수의 회원사를 보
362

중국

China Sporting Goods Federation

유하고 있으며 제품의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이 모두 가능함. 중국 시장
의 다양한 유통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점

운동용품(전제품군),스마트전자기기(전제품군)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GM Enterprise is a major trading & manufacturing company.
We are highly trusted around the world for our efficient & full
service support to manufacturers & traders alike for past
370

인도

GM Enterprise

30yrs. More than 450+ businesses & partners around the
world treat us as an extended arm of their own organizations,

지난 30년 동안 450여개의 회사와 다양한 품목에 대해 거래하고 있는
무역회사

1986

www.wagghulde.com

다양한 품목의 한국 제품

2002

www.waterbox. Com

정부필터, 샤워필터 등

trusting their complete import & export operations on us
while focusing on their core business
376

터키

Sukutusu lcme Suyu Teknolojileri AS.

Manufacturer and direct seller of water treatment units

가정용, 상업용 정수기, 정수필터 수입, 제조

EPC Contractor for Downstream Oil & Gas, MRT/LRT Trains,

오일&가스, 레일열차, 태양광 하이브리드에 대한 EPC 계약자

Solar Hybrid for Rural Schools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정유 및 석유 화학 플랜트 설비 및 기계, 배관, 철 구조물, 전기 및 계
386

말레이시아

APEX ENERGY SDN BHD

장, 도장 및 발파 등
1995

www.apex.com.my

신 재생 에너지, 태양 광 패널, 인버터, 배터리, 풍력 터빈 등
기차역 및 고교 설비 및 기계, 철도 차량, 소음 장벽, 시스템, 전자 액세
스 제어 장치,

389

인도

INDO MIM PVT LTD

Manufacturer of metal injection molding parts

금속 사출성형 부품 제조

1997

www.indo-mim.com

1990

www.parirobotics.com

금속 사출 성형 장비 관련 모든 제품

PARI is a Global Automation Solution provider and develops
and deploys world class solutions using the most modern
processes and products. Incorporated in 1990 by a group of
Technocrats educated in India and the USA, the company
390

인도

Precision Automation & Robotics India
Limited

continues to experience a stupendous growth year on year
through innovative solutions and a focus on complete
customer satisfaction. PARI is a turnkey automation & robotic

1990년에 인도와 미국에 설립되어 자동화 관련 제품을 공급 및 유통하
는 업체

자동화 관련 제품 (모터, 센서, 케이블, 호이스트, 스위치기어, 판넬부
품, PLC, VFD 베어링, 파워서플라이 등)

solutions provider for the Automotive, Power and Engineering
Equipment with offerings for the entire process chain from
conceptualizing and designing to manufacturing in addition to
implementing and supporting the entire project lifecycle.

OC2A has estabilished to supply the solution for office and
commercial interior solutions supply and construction. Today,
395

프랑스

OC2A SAS

we buy products from China and east Europe to supply;
however we want to work with South Korean companies and
solutions for upcoming projects

PLDC기술을 이용한 사무실및 상가인테리어 필름제품(독점수입업자로

OC2A사는 사무실및 상가등의 내장인테리어 공사설계및 시공업체입니
다.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직수입 공사 및 프랑스 시장내의 수입유통
을 하고자, 본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현재, 한국의 큐시스와 인테리어

서 프랑스 시장에서 이노베이션이 가미된 PLDC제품 판매 희망) 현재
2016

https://www.oc2a.fr/

기타 내장공사 자재 및 솔루션을 갖는 업체 미팅 희망

LPR Global은 북미에서 최대 규모의 한국 장비 및 산업용 부품 제조사들

크롬 플레이팅 장비 (자동차 부품 제조라인 공정에 들어가는 것)

의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고, 18년 넘는 업력을 자랑하는 산업용 제품
396

캐나다

LPR Global, Inc.

전문 마케팅 컨설팅 회사겸 에이젼시입니다. 전세계 7개국에 엔지니어

중국제가 낮은 가격에 유통이 되고는 있으나, 프랑스 시장고객들의 품
질우선의 선호도에 부합되는 솔루션 보유 한국 기업 찾고 있음

PLDC 필름의 프랑스 수입유통 계약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1

www.USKoreaHotlink.com

링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고, 리서치 - 마케팅 -바이어 발굴 - 엔지니어링

메탈포밍라인 (세탁기 제조 공정라인)
piston pin / bronze bushings
Microgrinders for surface treatment

서포트까지 one-stop-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생물 배양/천연비료 제조기 및 미생물원료 수출성약 지원
- 비료양액기 등 온실자재
- 비료 시제품 수출
- 태양광모듈/ESS (시제품 포함)
- ITC 기기의 item 다양화 및 마켓니즈 items 확보/수출증대 추진
398

뉴질랜드

Upcycle Limited

- 한국산 화장품 수출성약지원 총액
- 한국산 가구/건축재.철재 및 창호, 바닥재 누적 수출총액
- 시스템퍼니쳐/내장재의 현지영업활동 확대 및 아파트개발 증가에 적
극 대응, 수요처 선점추진
- 한국산 생필품 (이중모칫솔, 문구, 식품, 빨래건조대, 장갑 등)
- 한국산 포장재(팔렛필름)
- 한국산 자동차밧데리 현지바이어 수출중개

2010

www.upcycle.co.nz

화장품 및 생활용품. 스마트팜 시스템/ 관련기기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Import, export, wholesale and retail of electrical and
laboratory equipment, labs, electronic devices, computers,
445

사우디아라비아 Comate Ltd.

environmental equipment, technical and technical training
equipment, research, office equipment, office furniture,
import, export and wholesale trade. Retail in medical devices
and products.

447

파키스탄

AWAIS ENTERPRISES

INJECTION MOLDING MACHINE, ELECTRONIC EQUIPMENTS,
AUTO PARTS, TEXTILE MACHINERY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1987년에 설립된 회사로 수입, 수출, 도소매업(전기 및 실험실 장비, 실
험실, 전자 장치, 컴퓨터, 환경 장비, 기술 및 기술 훈련 장비, 연구, 사무

* 의료 용품 및 상처 관리

용품, 사무용 가구)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으로는 의료 기기 및 제품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 환자용 소형 장치
1987

www.comate.be

* 독특한 의료 기기

한국업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2014년도에 한국업체와 성공적으로 시

* 진단 및 봉합 재료

장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제품들을 수입하길 희망하는 회

* 소모품 및 일회용품

사입니다.
몰딩기기, 전자장비, 차량 부품, 섬유기계

1985

www.awaisenterprises.com.pk 기계류 일체 (몰딩기기, 전자장비, 차량 부품, 섬유기계)

멜라민 스폰지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인도네시아 대기업(에이스하드웨
어,3M)에 납품하고 있으며, 재생 신너도 수입해서 인도네시아 케미컬 시
450

인도네시아

PT. CHEMINDO JAYA ABADI

장에 유통중. 현재 한국에 있는 주방용품 이나 생활용품도 수입 유통 계

*스폰지 관련 케미컬 제품
2009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특히 수세미 및 스폰지로 제작된 용품)

획하고 있음.

454

에티오피아

*톰슨기계(프레스) 및 생산라인 포장기계 등 다수 필요

BEKER은 에티오피아내에 헬스케어 (Pharmaceutical & Medical equipment) 시
장에서 가장 큰 수입/유통업체임.
한국의 DAEHWA, Huons, JEIL, Samcheondang 와 현재 거래중에 있음
연간 $3백~5백만불 수준으로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수입
을 진행하고 있음. 농산물, 시멘트공장 등 다양한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BEKER Pharmaceutical PLC (‘BEKER’)

http://www.bekerpharma.com *크림, 로션, 기초, 색조, 마스크팩 미백, Anti-aging, 여드름치료, 화상치료
*건강식품
*의료기기/의료장비/의료용소모품/ 수처리 사업 : Pipe, Fitting, Drilling,
Water pumping
*승용차 소모품(오일, 필터 등)
*연고, 파스, 밴드

한국의 타분야에서도 사업 볼륨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459

베트남

Hoang Linh Group

construction facility maker and sales and start up business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 및 베트남 스타트업 전문위원및 설립자

2005

기계부품(냉장, 냉동부품) 및 식품

www.mynewfeet.com
Medical business with multiple locations using and selling
461

미국

Frederick Foot & Ankle

Medical supplies and medical equipment.

미국내 재활치료 전문 병원 프렌차이즈 현재는 유럽/일본 등 에서 제품
수입하고 있음.

의료기기
2017

의료 용품 - 스킨케어 의료 제품
붕대/휠체어/목발 등

463

479

미얀마

헝가리

Chu International Co., Ltd.

Manufacturer of Slippers and Soles

동사는 슬리퍼와 신발 밑창 생산 회사임

Dr. biczo는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Dr. Biczó’s private personal firm

Dr. Bicz? is teach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but in the same time he is doing R&D
project management, environmental consulting and

1992

식품 생산 및 포장 기계, 식용기름 포장기계, 의약품, 비경구용 투입 기
구(의약품용 추정), 플라스틱 가공기구

회사와 협업하여 R&D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환경적인 컨설팅, 그리고
세일즈와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16

재활용 / 폐수 / 물 / 바이오매스 기술

sales and marketing activities in cooperation with a
number of companies
Reiwa Singapore is a newly set up company targeting trading 싱가포르에서 새롭게 설립하여 다양한 품목을 무역하는 업체로 원자재,
483

싱가포르

REIWA PTE LTD

activities in South East Asia. At the moment tied up with

솔루션/시스템과 기기장비 및 소비재로서 스킨케어 아이템을 포함한 다

Woorim Machinery Co, Ltd for distribution of Gearbox in

양한 FMCG(Fast moving consumable good)을 타겟팅하고 있음. 국내업

South east Asia. Meantime, targeting Metal/ Plastic

체와 이미 기어박스를 수입하는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한국 제품을 동남

components and also FMCG products ie Skin Care etc.

아 시장으로 판매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뷰티 - 얼굴 제외한 스킨케어 아이템 : 핸드, 풋 케어 아이템
2019 www.reiwa.com.sg

*원자재 - 인젝션용 플라스틱 원자재
*메탈 부품 - 캐스팅, 포징 부품
*머시너리 - 항구 리프팅, 무빙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기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