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회사명 종목코드 업종 주요제품 상장일 결산월 대표자명 홈페이지 지역

1 가온전선 00050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력선,통신케이블 제조,도매,수출입 1987-06-08 12월 윤재인 http://www.gaoncable.com 경기도

2 강남제비스코 00086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도료(페인트,락카,신나,에나멜,바니쉬),안료 제조,판매 1975-11-12 12월 황익준,김재현(각자대표이사) http://www.jevisco.com 부산광역시

3 강원랜드 03525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카지노,관광호텔,골프장,스키장,체육시설 운영 2003-09-04 12월 문태곤 http://www.kangwonland.com 강원도

4 갤럭시아에스엠 011420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중계권,스포츠마케팅,광고 1989-11-14 12월 심우택 http://galaxiasme.com 서울특별시

5 경농 002100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완제농약(잡초약,살충제,살균제) 제조 1977-06-30 12월 이병만 http://www.knco.co.kr 서울특별시

6 경동나비엔 009450 가정용 기기 제조업

가정용기름보일러,입형,횡형 온수보일러,가스보일러,

버너,흡수식 냉온수기,전기보일러,진공온수보일러,태

양열보일러 제조,판매

1993-08-31 12월 손연호 http://www.kdnavien.co.kr 경기도

7 경동도시가스 26729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도시가스 2017-05-12 12월 송재호, 나윤호 http://www.kdgas.co.kr 울산광역시

8 경동인베스트 012320 석탄 광업 지주회사 1997-03-07 12월 조진수 http://www.kdinvest.co.kr 경기도

9 경방 000050 종합 소매업
섬유류(면사,면혼방사,면직물,면혼방직물,화섬사,화섬

직물) 제조,도매,수출입
1956-03-03 12월 김준, 김담 http://www.kyungbang.co.kr 서울특별시

10 경보제약 21439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아토르바스타틴, 세프티족심, 세프트리약손 2015-06-29 12월 김태영 http://www.kbpharma.co.kr 충청남도

11 경인양행 01261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반응성염료,직접염료,산성염료,삼원색원료 제조,수출

입
1995-10-05 12월 김흥준,조성용 (각자대표이사) http://www.kyungin.co.kr 인천광역시

12 경인전자 009140 전자부품 제조업
스위치,리모콘,배선기구,섬머스타트,게임기,전자부품

제조,판매
1989-06-20 12월 김성은 http://www.kie.co.kr 서울특별시

13 계룡건설산업 013580 토목 건설업 건축공사,주택공사,토목공사,포장공사,전기공사 1996-01-30 12월 한승구, 이승찬 http://www.krcon.co.kr 대전광역시

14 계양전기 01220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동공구(그라인더,드릴,커팅머신),자동차용 D.C모터,

엔진 제조
1988-07-06 12월 단재완,정한수 http://www.keyang.co.kr 서울특별시

15 고려개발 004200 토목 건설업 도로건설공사,토목공사,건축공사 1978-10-30 12월 곽수윤 http://www.kdc.co.kr 경기도

16 고려산업 00214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배합사료,플라스틱용기 제조/부동산 임대 1991-01-14 12월 전장열, 김영교(각자 대표이사) http://www.hafeed.co.kr 부산광역시

17 고려아연 01013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연,아연괴 제조,판매 1990-07-28 12월 최창근, 이제중, 최윤범 http://www.koreazinc.co.kr 서울특별시

18 고려제강 002240 1차 철강 제조업
PC강선,선재 2차제품,와이어로프,비드와이

어,SC(Surpass Coat) Stand,각종선재 제조,도매
1976-05-25 12월 이이문, 박창희 (각자대표) http://www.kiswire.com 부산광역시

19 광동제약 00929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식음료 제조,도매 1989-11-17 12월 최성원 http://www.ekdp.com 서울특별시

20 광명전기 01704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수배전반,가스절연개폐장치,빌딩자동화시스템,중앙

감시반,자동제어반 제조,도소매,무역
1990-09-14 12월 이재광,조광식 http://www.kmec.co.kr 경기도

21 광전자 017900 반도체 제조업
트랜지스터,SMD TR,발광소자,리모콘모듈,발광다이오

드(L.E.D),다이오드용웨이퍼팹(Fab) 제조,판매
1996-10-16 12월 이석렬 http://www.auk.co.kr 전라북도

22 광주신세계 037710 종합 소매업 백화점 2002-02-07 12월 최민도 http://www.gjshinsegae.com 광주광역시

23 교보증권 03061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매매,중개,대리,인수 2002-07-18 12월 김 해 준 http://www.iprovest.com 서울특별시

24 국도화학 00769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에폭시수지,폴리아마이드수지,아염소산소다 제조,도

소매
1989-08-05 12월 이삼열, 이시창 http://www.kukdo.com 서울특별시

25 국동 005320 생활용품 도매업
셔츠,스웨터,파자마(섬유제품) 제조,판매,수출/부동산

임대
1996-12-24 12월 변상기 http://www.kd.co.kr 서울특별시

26 국제약품 002720 의약품 제조업 항생제,안약,제약 제조,도매 1975-12-27 12월 남영우,남태훈,안재만 http://www.kukjepharm.co.kr 경기도

27 그린케미칼 0834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비이온계면활성제 제조,도매 2005-10-20 12월 양준화 http://www.korgc.com 충청남도

28 극동유화 014530 석유 정제품 제조업
윤활유,유동파라핀,왁스,방수용시트,아스팔트 제조/

수입자동차,부품 도매/가스충전,산업설비 청소
1991-01-31 12월 장홍선, 장선우 (각자대표) http://www.kdoc.co.kr 경상남도

29 금강공업 014280 1차 철강 제조업 건설가설재,강관,거푸집 제조,판매 1988-09-10 12월 전장열, 이범호 (각자 대표이사) http://www.kumkangkind.com 부산광역시

30 금비 00887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유리제품(주류병) 제조/화장품 도소매,수입(병제조기

기)
1990-06-08 09월 고병헌, 고기영(각자대표) http://www.e-kumbi.co.kr 경기도

31 금양 00157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발포제,사카린,OPTSA,베나졸,TCA 제조 1976-12-17 12월 류광지 http://www.kyc.co.kr 부산광역시

32 금호산업 002990 건물 건설업 종합건설/여객운송,관광/부동산 임대,분양 1976-06-26 12월 서재환 http://www.kumhoenc.com 전라남도

33 금호석유화학 01178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SBR(스티렌부타디엔러버),BR(폴리부타디엔

러버),합성수지,BD,라텍스 제조,도소매
1988-01-22 12월 박찬구, 문동준 http://www.kkpc.com 서울특별시

34 금호에이치티 21433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전구 및 LED모듈 2015-11-11 12월 조경숙 http://www.kumhoht.co.kr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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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금호전기 001210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형광등,백열전구,전구식현광등,실드빔(차량용전조) 제

조,판매
1973-11-15 12월 박명구 http://www.khe.co.kr 서울특별시

36 금호타이어 073240 고무제품 제조업 타이어,튜브 제조,도매,무역 2005-02-17 12월 전대진 http://www.kumhotire.co.kr 광주광역시

37 기신정기 09244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몰드베이스,금형부품,정밀기계기구 제조,도매,무역 2007-10-30 03월 윤현도 http://www.kishin.com 인천광역시

38 기아자동차 00027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승용차,중대형버스,트럭,민수특수차량,군수차량 제조,

판매,정비
1973-07-21 12월 박한우, 최준영(각자 대표이사) http://www.kia.co.kr 서울특별시

39 기업은행 024110 은행 및 저축기관 은행업 2003-12-24 12월 Kim, Do-jin http://www.kiupbank.co.kr 서울특별시

40 까뮤이앤씨 013700 건물 건설업 토목공사,건축공사/부동산 임대 1989-11-30 12월 손병재 http://www.camusenc.com 경기도

41 깨끗한나라 00454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펄프,판지원지,화장지 제조,수출입 1975-06-25 12월 최현수, 김민환 http://www.kleannara.com 서울특별시

42 나노메딕스 07461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소방자동차 제조 2003-12-23 12월 안영용 http://www.en3.co.kr 경기도

43 남광토건 001260 토목 건설업
토목공사,건축공사,기전공사,측량설계시공,용역/철구

조물 제조
1976-12-28 12월 김종오 http://www.namkwang.co.kr 경기도

44 남선알미늄 00835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알미늄샷시 제조/환경사업 1978-05-22 12월 장규한,이상일 http://www.namsun.co.kr 대구광역시

45 남성 004270 기타 전문 도매업
수출입(카오디오)/통신기기 제조,판매/이동통신,유선

방송,정보통신/생활필수품,식품 판매/부동산 임대
1989-11-14 12월 윤봉수 윤성호 http://www.namsung.com 서울특별시

46 남양유업 00392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시유,조제분유,발효유,이유밀,치즈,프렌치까페 제조,

도매
1978-06-24 12월 이광범 http://www.namyangi.com 서울특별시

47 남영비비안 002070 봉제의복 제조업
여성내의류(스타킹,화운데이숀,란제리),카바링사 제

조,수출입/부동산 매매,임대
1976-07-13 12월 남석우 http://www.namyeung.co.kr 서울특별시

48 남해화학 025860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비료(요소,복합비료),공업제품원료 제조,도매 1995-11-10 12월 이광록 http://www.nhchem.co.kr 서울특별시

49 넥센 005720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튜브,솔리드타이어,고무부품,골

프볼,와이어로프소재,특수강선,열처리도금선,건자재

제조,판매,수출입

1987-12-19 12월 강병중, 강호찬, 배중열 http://www.nexencorp.co.kr 경상남도

50 넥센타이어 002350 고무제품 제조업
타이어,후랩,고무제타이어(승용자동차용,래디알구조)

제조
1976-05-19 12월

대표이사 회장 강병중 대표이사 사장

강호찬
http://www.nexentire.com 경상남도

51 넥스트사이언스 003580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무연탄채굴,원유,유전개발,가스전 개발/부동산 임대 1990-03-23 12월 이을규 http://www.dongwoncorp.com 강원도

52 넷마블 25127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7-05-12 12월 권영식 http://www.netmarble.com 서울특별시

53 노루페인트 09035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페인트 제조 2006-07-03 12월 김용기, 진명호(각자 대표이사) 경기도

54 노루홀딩스 000320 기타 금융업 지주사업 1973-08-10 12월 한영재,김용기 http://www.norooholdings.co.kr 경기도

55 녹십자 006280 의약품 제조업 알부민외 제조,판매 1989-08-01 12월 허은철 http://www.greencross.com 경기도

56 녹십자홀딩스 00525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알부민,유로키나제,간염백신,유행성출혈열백신 제조 1978-08-28 12월 허일섭, 허용준 http://www.greencross.com 경기도

57 농심 004370 기타 식품 제조업 라면,스낵,유지 제조,도매,수출입 1976-06-30 12월 신동원, 박 준 http://www.nongshim.com 서울특별시

58 농심홀딩스 07271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투자자문,경영컨설팅 서비스 2003-07-30 12월 신동원 http://www.nongshimholdings.co.kr 서울특별시

59 다스코 058730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

업

데크플레이트,도로안전시설물(가드레일,강재방호책),

건축용단열재보드(경질우레탄보드),신재생에너지사

업

2004-08-02 12월 한상원 http://www.dasco.kr 전라남도

60 다우기술 02359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인터넷솔루션 개발,도매,IT컨설팅,시스템 설계,자문,인

터넷관련서비스/부동산분양,개발,임대
1997-08-27 12월 김윤덕 http://www.daou.co.kr 경기도

61 대교 019680 초등 교육기관
학습지,참고서 출판/건설업/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디지털학원
2004-02-03 12월 박수완 http://www.daekyo.co.kr 서울특별시

62 대구백화점 006370 종합 소매업 백화점운영,임대사업(백화점 코너) 1988-10-10 12월 구정모 http://www.debec.co.kr 대구광역시

63 대덕전자 008060 전자부품 제조업
산업용 인쇄회로기판,다층 인쇄회로기판,빌드업기판,

반도체패키지기판,메모리모듈기판 제조
1989-01-26 12월 김영재, 장홍은(각자대표) http://www.daeduck.com 경기도

64 대동공업 00049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경운기,트랙터,이앙기,바인더,수확기(콤바인),농업용

엔진 및 부품 제조,판매
1975-06-27 12월 김준식, 하창욱 http://www.daedong.co.kr 대구광역시

65 대동전자 008110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통신음향,전자기계기구용 플라스틱제품 제조,도매 1990-06-05 03월 김명성 http://www.daidong.com 서울특별시

66 대림비앤코 005750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위생도기,내장타일,조립식욕실제품 제조,판매/부동산

임대
1992-12-23 12월 강태식 http://www.daelimbnco.com 경상남도

67 대림산업 000210 토목 건설업
산업플랜트공사,건축,토목,폴리에틸렌,폴리부텐,각종

폴리머 제조,기술용역
1976-02-02 12월 김상우, 박상신 (각자 대표이사) http://www.daelim.co.kr 서울특별시

68 대림씨엔에스 00444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PHC파일, 골재, 강교제작 2016-03-30 12월 배동호 http://www.daelimcns.co.kr 서울특별시

69 대림통상 006570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수전금구,비데,위생도기,샤워부스,타일,양식기,무역 1975-11-20 12월 고은희, 이지용 http://www.dlt.co.kr 서울특별시
2



70 대상 001680 기타 식품 제조업
전분,라이신,물엿,과당,포도당,MSG및 사료,조미료,항

생제,핵산,커피 제조,도매/토목공사,건축공사
1970-04-01 12월 임정배, 정홍언 각자 대표이사 http://www.daesang.co.kr 서울특별시

71 대상홀딩스 08469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2005-08-17 12월 임창욱, 김훈식 각자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72 대성산업 128820 연료 소매업 주요소운영,기계판매 등 2010-07-30 12월 김영대, 지관(각자대표) http://www.daesung.co.kr 서울특별시

73 대성에너지 11758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천연가스 2010-12-24 12월 대표이사 김영훈 대표이사 우중본 http://www.taegugas.co.kr 대구광역시

74 대성홀딩스 01671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도시가스,일반가스 공급/가스기기,차량용 연료 판매/

해외자원개발,부동산 임대
1999-12-22 12월 김영훈, 김정주(공동대표이사) http://www.taegugas.co.kr 대구광역시

75 대신증권 00354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위탁매매,인수주선,자기매매 기타 금융서비

스
1975-10-01 12월 나재철 http://www.daishin.com 서울특별시

76 대양금속 009190 1차 철강 제조업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제조 1994-04-29 12월 송윤순 http://www.daiyangmetal.co.kr 충청남도

77 대영포장 014160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골판지원단,골판지상자 제조 1990-03-06 12월 권혁홍, 권택환 http://www.dypc.co.kr 경기도

78 대우건설 047040 건물 건설업
아파트건설,토목공사,건축공사,포장공사,전기공사,무

역/중장비 대여
2001-03-23 12월 김형 http://daewooenc.co.kr 서울특별시

79 대우부품 00932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전해콘덴서,복합부품,전자튜너 제조 1989-08-25 12월 서준교,서중호(각자 대표) http://www.dwecc.com 전라북도

80 대우조선해양 042660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선박 제조 2001-02-02 12월 이성근 http://www.dsme.co.kr 경상남도

81 대웅 00309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의약품,화공약품,농예약품,위생용품,의료용

구,식품,전기전자기구,부품 제조,판매
1973-06-26 12월 윤재춘 http://www.daewoong.com/ 경기도

82 대웅제약 069620 의약품 제조업
양약,의료기기 제조/화장품,의약부의품 도소매/부동

산 임대
2002-11-01 12월 전승호, 윤재춘 http://www.daewoong.co.kr 경기도

83 대원강업 00043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차량용스프링,기계부속,시트,타이어체인,합성수지제

품,철도용스파이크 제조,도매
1977-06-22 12월 허재철, 허승호, 성열각 http://www.dwku.com 충청남도

84 대원전선 00634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선,통신케이블,무선통신장비,합성수지 제조,도매/

부동산 매매,임대
1988-05-04 12월 서명환 http://www.daewoncable.co.kr 충청남도

85 대원제약 00322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소화제,항생제,호흡기제,해열제,호르몬제) 제

조,도매
1999-12-15 12월 백승호,백승열 http://www.daewonpharm.com 서울특별시

86 대원화성 02489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합성피혁,벽지,DMF(폐용수)정제,방수투습원단,화공약

임가공,제조,도매,수출입
1997-10-28 12월 강동엽 http://www.daewon21.co.kr 서울특별시

87 대유에이텍 00288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자동차용 시트)제조 1977-02-18 12월 권의경 http://www.dayouat.co.kr 광주광역시

88 대유플러스 000300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유,무선 통신장비 1975-06-09 12월 조상호 http://www.dayouplus.co.kr 광주광역시

89 대창 01280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황동봉,동합금괴 제조,판매 1989-12-05 12월 조시영, 김옥렬 http://www.brassone.com 경기도

90 대창단조 01523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중장비 부품(크랭크샤프트,트랙링크조립체,커

넥팅로드,중장비롤러류),기어,동력전달장치,단조가공

품,단조품 제조

1989-07-25 12월 박권일 http://www.dcf.co.kr 경상남도

91 대한방직 001070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면사,화섬사,면직물 제조,판매,건설 1973-12-28 12월 설 범, 김 인호 http://www.thtc.co.kr 서울특별시

92 대한유화 00665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폴리프로필렌,고밀도폴리에틸렌,나프타분해유분,올

레핀류,혼합C4류,분해가솔린 제조
1999-08-11 12월 정영태 http://www.kpic.co.kr 서울특별시

93 대한전선 00144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력선,통신케이블,적산계기,스텐레스압연제품,광케

이블,초고압선,알루미늄 제조,도매/전기공사
1968-12-27 12월 나형균 http://www.taihan.com 경기도

94 대한제강 084010 1차 철강 제조업 제강,철재,철근,환봉,마환봉,빌레트 제조 2005-10-31 12월 오치훈 http://www.idaehan.com 부산광역시

95 대한제당 00179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제당,가축용 배합사료,설탕,기능성감미료(자일로올리

고당),외식산 제조,도소매/부동산 임대
1968-12-27 12월 김기영 http://www.ts.co.kr 인천광역시

96 대한제분 00113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소맥분,토코밀,프리믹스,밀가루조제품,제분부산물 제

조/파스타 수입,판매
1970-11-25 12월 이건영, 박현용 http://www.dhflour.co.kr 서울특별시

97 대한항공 003490 항공 여객 운송업
여객운송,화물운송,항공기 제조,판매,정비수리/기내

식 제조판매,면세품 판매
1966-03-18 12월 조원태, 우기홍 http://www.koreanair.com 서울특별시

98 대한해운 005880 해상 운송업 외항화물운송,국제해운대리점 1992-04-23 12월 김칠봉 http://www.korealines.co.kr 서울특별시

99 대한화섬 003830 화학섬유 제조업 화학섬유원사(FY,PTY,S.FIBER)제조 1985-12-23 12월 김형생 http://www.daehansf.co.kr 서울특별시

100 대현 016090 봉제의복 제조업 여성의류 및 악세사리류 제조,도매,유통(백화점) 1990-09-20 12월 대표이사 신현균 대표이사 신윤건 http://www.daehyun.co.kr 서울특별시

101 대호에이엘 06946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알루미늄 환절판 제조,도매,무역 2002-11-11 12월 노영호 http://www.daeho-al.com 대구광역시

102 더블유게임즈 19208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 게임 2019-03-12 12월 김가람 서울특별시

103 더존비즈온 0125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988-10-28 12월 김용우 http://www.douzone.com 강원도

104 덕성 00483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레쟈,합성수지,합성피혁 제조,도매 1987-09-25 12월 이봉근 http://www.duksung21.com 경기도

105 덕양산업 02490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CRASH PAD,TRIM PANEL) 제조,판매 1997-06-23 12월 윤성희,이종숙(각자대표이사) http://www.duckyang.co.kr 울산광역시

106 덴티움 145720 의료용 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2017-03-15 12월 강희택, 유재홍 http://www.dentium.co.kr 서울특별시 3



107 도화엔지니어링 00215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

토목설계,건축설계,종합감리전문업,종합기술용역,엔

지니어링
2010-08-12 12월 김영윤, 박승우, 노진명, 곽준상 http://www.dohwa.co.kr 서울특별시

108 동국제강 001230 1차 철강 제조업 후판,철근,강판,형강,앵글,찬넬,평철 제조,판매 1988-05-09 12월 장세욱, 김연극 http://www.dongkuk.co.kr 서울특별시

109 동남합성 02345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계면활성제,정밀화학품 제조,도매/부동산 임대 1996-12-24 12월 김정돈,손응주 (각자대표) http://www.dongnamchem.com 충청남도

110 동방 00414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운송,해상운송,항만화물하역,보관,창고,물류사업 1988-08-10 12월 김형곤, 성경민 http://www.dongbang.co.kr 서울특별시

111 동방아그로 007590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농약(잡초발생전 토양처리형 밭잡초약,부메랑,주움,

그라목손) 제조,도매
1977-06-29 12월 염병만 http://www.dongbangagro.co.kr 서울특별시

112 동부건설 005960 토목 건설업
건축공사,토목공사,전기공사,기계설비공사/비금속,철

구조물 제조,판매/여객,자동차 운송,항만하역
1978-10-30 12월 허상희 http://dbcon.dongbu.co.kr 서울특별시

113 동부제철 016380 1차 철강 제조업
철강재(냉연강판,아연도강판,칼라강판,석도강판,선재

류,강관,형강,봉강),비철금속 제조,도매
1986-02-03 12월 김창수 http://www.dongbusteel.co.kr 서울특별시

114 동북아12호선박투자 083370 운송장비 임대업 운수장비 임대 2005-08-29 12월 천성무 부산광역시

115 동북아13호선박투자 083380 운송장비 임대업 운수장비 임대 2005-08-29 12월 천성무 부산광역시

116 동서 026960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식품 유통, 다류 및 연포장재 제조 등 2016-07-15 12월 김종원 http://www.dongsuh.com 서울특별시

117 동성제약 00221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화장품 제조,도매 1990-01-19 12월 이양구 http://dongsung-pharm.co.kr 서울특별시

118 동성코퍼레이션 10226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2008-06-23 12월 박충열 http://www.dongsungholdings.com 부산광역시

119 동성화학 00519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화합물,화학제품(폴리우레탄수지,접착제,표면처리제,

특수도료,폴리올) 제조
1988-07-01 12월 이경석 http://www.dschem.co.kr 부산광역시

120 동아쏘시오홀딩스 000640 기타 금융업
의약품(피로회복제/박카스,병원용의약품),비의약품

(의료기기,염모제,가글제) 제조,도소매/화장품 생산
1970-02-10 12월 한종현 http://www.donga.co.kr 서울특별시

121 동아에스티 170900 의약품 제조업 스티렌, 자이데나 2013-04-08 12월 엄대식 (단독대표) http://www.donga.co.kr 서울특별시

122 동아지질 028100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상하수

도공사,비계구조물해체공사,수중공사/지질조사,시공

감리

2009-06-12 12월 최재우 http://www.dage.co.kr 부산광역시

123 동아타이어 282690 고무제품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2017-11-29 12월 김만수, 김상헌 http://www.dongahtire.co.kr 경상남도

124 동양 00152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레미콘/건설공사/산업용 송풍기 1976-06-25 12월 정진학 http://www.tongyanginc.co.kr 서울특별시

125 동양고속 084670 육상 여객 운송업 고속버스 운송/부동산 임대 2005-07-25 12월 백남근 http://www.dyexpress.co.kr 경기도

126 동양네트웍스 03079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시스템통합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2010-11-02 12월 김용석 http://www.tongyangnetworks.com 서울특별시

127 동양물산기업 00290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기계,연초용필터,금속제양식기,철강압연 제조,도매,

수출입/신문서적 수출입,판매
1973-06-26 12월 김희용 http://www.tym.co.kr 서울특별시

128 동양생명 082640 보험업 생명보험 2009-10-08 12월 뤄젠룽(Luo, Jian Rong) http://www.myangel.co.kr 서울특별시

129 동양철관 008970 1차 철강 제조업
수도용 도복장 강관,주물(강관말뚝),가스관 제조/아파

트건설
1977-03-05 12월 한흥수 http://www.dysp.co.kr 충청남도

130 동양피스톤 09278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엔진용 피스톤 2017-12-08 12월 홍순겸 경기도

131 동원F&B 049770 기타 식품 제조업 참치캔,음료,냉동식품 제조,판매 2000-11-23 12월 김재옥 http://www.dw.co.kr 서울특별시

132 동원금속 01850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도어후레임,머플러,임팩트빔),강관 제조,

판매
1995-11-10 03월 이은우, 박승룡 http://www.dwmic.com 경상북도

133 동원산업 006040 어로 어업
원양어업,수산물가공(참치캔,맛김,어묵,맛살),도소매/

음료사업(상쾌한아침)
1989-03-07 12월 이명우 http://www.dw.co.kr 서울특별시

134 동원수산 030720 어로 어업 원양어업/수산물 제조,가공/참치어류 냉동냉장업 1996-11-22 12월 단독대표이사 사장 왕기철 http://www.dongwonfish.co.kr 서울특별시

135 동원시스템즈 01482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광통신다중화장치,광가입자 전송장치 제조,무역,건설 1994-03-29 12월 김영현, 이필환, 조점근(각자대표) http://www.dongwonsys.co.kr 경기도

136 동일고무벨트 163560 고무제품 제조업 산업용고무제품, 종합고무부품 2012-10-19 12월 문승필 http://www.drbworld.com 부산광역시

137 동일산업 004890 1차 철강 제조업
봉강,합금철,철근,마봉강,냉간압조용선재,주조,지선,주

강,다이아몬드공구 제조,도매
2005-06-30 12월 오순택, 오승민 http://www.dongil.co.kr 경상북도

138 동일제강 002690 1차 철강 제조업 PC강연선, 경강선, 도금선, 마봉강 2015-09-24 12월 김익중, 김우진, 김준년 http://www.dongil-steel.com 경기도

139 동화약품 00002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판매,수출입 1976-03-24 12월 박기환 http://www.dong-wha.co.kr 서울특별시

140 두산 00015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청주,소주,인쇄회로기판(인쇄회로용동박적층판),관련

전자부품,기계 제조,판매/출판사업,상가임대,외식사

업(KFC)

1973-06-29 12월 박정원, 동현수, 김민철 http://www.doosancorp.co.kr 서울특별시

141 두산건설 011160 건물 건설업
토목건축,화학기계,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레

미콘
1996-01-30 12월 이병화, 김진설(각자 대표이사) http://www.doosanenc.com 서울특별시

142 두산밥캣 24156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Compact Equipment, Heavy Equipment, Portable

Power
2016-11-18 12월 스캇성철박, 박상현 (각자대표이사) http://www.doosanbobcat.com 서울특별시 4



143 두산인프라코어 04267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굴삭기,엔진 제조,도소매 2001-02-02 12월 손동연, 고석범 http://www.doosaninfracore.com 인천광역시

144 두산중공업 03402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관,터어빈,선박용엔진,주단조품,제강제품 제조/종

합건설
2000-10-25 12월 박지원, 최형희, 정연인 http://www.doosanheavy.com 경상남도

145 두올 01674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시트 커버 및 시트 원단 2016-07-29 12월 조인회, 정재열 http://www.idual.co.kr 서울특별시

146 드림텍 192650 전자부품 제조업 모바일 PBA, 지문인식 모듈, 전장 LED 모듈 등 2019-03-14 12월 김형민 http://www.idreamtech.co.kr 경기도

147 디씨엠 024090 1차 철강 제조업
PCM(칼라강판),라미네이트강판,산업용필름 제조,판

매
1999-08-18 12월 정연택 http://www.dcmcorp.co.kr 경상남도

148 디아이 003160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

조업; 광학기기 제외

반도체검사장비,전자부품,레저용품,석제품 제조,판매,

오파,부동산임대업
1996-07-31 12월 박원호, 장일선 http://www.di.co.kr 서울특별시

149 디아이동일 001530 상품 중개업
면사,화섬사,면포,혼방포,스포츠웨어용 신합섬 제조,

도매,수출
1964-01-04 12월 김인환, 서태원 http://www.dong-il.com 서울특별시

150 디아이씨 09220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트란스밋숀,프런트액슬,기어,전동축),변속

동력전달장치,특수공구,농기계 및 산업기계부품 제

조,무역

2007-10-18 12월 김정렬 http://dicorp.co.kr 울산광역시

151 디와이 013570 기타 금융업
자동차부품,유공압기기,소각로,자동세차기,하훼유통,

발효기,모터 제조
1989-05-30 12월 김지현 http://www.dy.co.kr 인천광역시

152 디와이파워 21054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유공압기기 등 2015-01-15 12월 김지현 http://power.dy.co.kr 경상남도

153 디티알오토모티브 00734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자동차용 밧데리 1988-09-24 12월 김상헌 http://www.x-probattery.co.kr 울산광역시

154 디피씨 02689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전자레인지용 고압변성기,리엑터,디지탈위성방송수

신기 제조
1997-11-25 12월 도용환 http://www.dpc.co.kr 경기도

155 락앤락 11539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밀폐용기 2010-01-28 12월 김성훈 충청남도

156 롯데관광개발 03235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내외여행알선,관광개발,전세운수,항공권매매대행 2006-06-08 12월 김기병, 백현 http://lottetour.com 서울특별시

157 롯데손해보험 000400 보험업 손해보험업 1971-04-16 12월 김현수 http://www.lotteins.co.kr 서울특별시

158 롯데쇼핑 023530 종합 소매업 백화점(의류,식품 및 잡화),할인점 운영/전자상거래 2006-02-09 12월 이원준, 강희태 http://www.lotteshopping.com/ 서울특별시

159 롯데정밀화학 00400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염소·셀룰로스계열, 암모니아 계열, 전자재료 등 화학

제품 제조
1976-04-15 12월 이홍열 http://www.lottefinechem.com 울산광역시

160 롯데정보통신 28694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SM, SI 2018-07-27 12월 마용득 http://www.ldcc.co.kr 서울특별시

161 롯데제과 280360 기타 식품 제조업 껌,캔디,초코,비스켓,빙과 2017-10-30 12월 신동빈, 이영호, 민명기 http://www.lotteconf.co.kr/ 서울특별시

162 롯데지주 00499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1974-02-16 12월 신동빈,황각규 http://www.lotte.co.kr 서울특별시

163 롯데칠성음료 005300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청량음료,과채류음료,곡류음료,주류 제조,판매/자동

차정비,연수원
1973-06-21 12월 이영구, 김태환 http://company.lottechilsung.co.kr 서울특별시

164 롯데케미칼 01117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폴리프로필렌,고밀도폴리에틸렌,에틸렌글리콜,벤젠,

에틸렌옥사이드,합성지,부산물 제조
1991-05-30 12월 신동빈, 김교현, 임병연 http://www.lottechem.com 서울특별시

165 롯데푸드 00227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빙과,유지,식품 제조 1973-05-09 12월 조경수 http://www.lottefoods.co.kr 서울특별시

166 롯데하이마트 071840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가전제품,잡화 도소매/부동산 임대 2011-06-29 12월 이동우 http://www.himart.co.kr/index.jsp 서울특별시

167 마니커 027740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닭고기,햄,계육가공제품,계육,육가공제품 제조,판매,

유통/양계관련사업/부동산임대/수출입대행
2002-10-29 12월 최상웅 http://www.maniker.co.kr 경기도

168 만도 20432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2014-10-06 12월 정몽원, 탁일환 (각자 대표이사) http://www.mando.com 경기도

169 만호제강 001080 1차 철강 제조업 와이어로프,합성섬유로프,특수강선 제조,수출,임대 1977-06-18 06월 김상환 http://www.manhorope.com 부산광역시

170 맥쿼리인프라 08898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증권투자회사 2006-03-15 12월 맥쿼리자산운용(주)
http://www.macquarie.com/kr/kr/mki

f/index.html
서울특별시

171 맵스리얼티1 09480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2007-04-09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주) http://www.miraeasset.com 서울특별시

172 메디파트너생명공학 01554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상품권유통 1989-09-02 12월 문정호, 김종민 http://www.medi-plant.co.kr 서울특별시

173 메리츠금융지주 138040 기타 금융업 투자사업 2011-05-13 12월 김용범 http://www.meritzgroup.com 서울특별시

174 메리츠종금증권 00856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자기매매,인수공모주선업무 1992-01-15 12월 최희문 http://www.imeritz.com 서울특별시

175 메리츠화재 000060 보험업 손해보험(화재,해상,운송보험) 1956-07-02 12월 김용범 http://www.meritzfire.com 서울특별시

176 메타랩스 090370 봉제의복 제조업 여성용 의류(캐쥬얼티셔츠,바지) 제조 2006-12-26 12월 유지헌 http://www.metalabs.co.kr 서울특별시

177 명문제약 01718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ROBAXIN 주사,KIMITE패취) 제조,판매 2008-07-10 12월 박춘식 http://www.mmpharm.co.kr 경기도

178 모나리자 0126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화장지,미용티슈 제조,도매 1988-10-14 12월 박세훈 http://www.monarisa.co.kr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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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모나미 005360 생활용품 도매업
BP153(BALL POINT PEN), P-3000(PLUS PEN), 유성매

직, 보드마카, 네임펜, PARKER, WARTERMAN, 색연필
1974-06-26 12월 송하경 http://www.monami.com 경기도

180 모두투어리츠 20421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호텔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2016-09-22 12월 최동주 http://www.modetourreit.com 서울특별시

181 모토닉 00968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기화기(캬브레타,다이캐스트,연료펌프) 제

조,판매
1994-01-14 12월 김영봉, 신현돈(각자 대표이사) http://www.motonic.co.kr 서울특별시

182 무림P&P 00958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표백화학펄프(B.K.P) 제조,목재가공,조림사업 1989-06-20 12월 김석만 http://www.moorimpnp.co.kr 울산광역시

183 무림페이퍼 00920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지류,아트지,백상지 제조 1990-06-09 12월 김석만 http://www.moorim.co.kr 경상남도

184 무학 033920 알코올음료 제조업 소주 2010-07-20 12월 최재호, 이수능 (각자 대표이사) http://www.muhak.co.kr 경상남도

185 문배철강 008420 1차 철강 제조업 철강재중 판재류(후판,박판,무늬강판) 제조,도매 1994-11-05 12월 배종민 http://www.moonbaesteel.co.kr 서울특별시

186 미래산업 025560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

조업; 광학기기 제외

PCB마운터,반도체검사장비(반도체테스트핸들

러),LCD 검사장비,리드프레임매가진 제조,도매,무역
1996-11-22 12월 김성곤 http://www.mirae.co.kr 충청남도

187 미래아이앤지 0071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CTV, DVR제조, 금융솔루션, 방산제품 1999-11-26 12월 김학수 http://www.miraeing.co.kr 서울특별시

188 미래에셋대우 00680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매매,유가증권위탁매매,유가증권인수 1975-09-30 12월 최현만, 조웅기 http://www.miraeassetdaewoo.com 서울특별시

189 미래에셋생명 085620 보험업 생명보험상품 2015-07-08 12월 하만덕, 변재상 http://life.miraeasset.com 서울특별시

190 미원상사 00284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계면활성제,분황,황산,도료첨가제,프라스틱첨가제 제

조
1989-09-25 12월 조진욱, 훙창식 http://www.mwc.co.kr 경기도

191 미원에스씨 26828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에너지경화수지 2017-05-22 12월 김형웅, 배원 http://www.miramer.co.kr 전라북도

192 미원홀딩스 107590 기타 금융업 도료첨가제 2009-03-02 12월 김정돈, 이선복 경기도

193 미원화학 13438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계면활성제, 황산및분황 2011-02-15 12월 정규식 http://www.miwonchemicals.com 울산광역시

194 미창석유공업 003650 석유 정제품 제조업 윤활유,고무배합유,전기절연유 제조,판매,수출입 1989-09-27 12월 유재순 http://www.michang.co.kr 부산광역시

195 바다로19호 155900 운송장비 임대업 2012-06-29 12월 박현주
제주특별자치

도

196 방림 003610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P/C혼방직물,면방적,각종사류,직물류 제조,도소매 1989-05-30 09월 서재희 대표집행임원 http://www.pangrim.com 서울특별시

197 백광산업 00134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가성소다,합성염산 제조,판매 1976-06-10 12월 김성훈 http://www.pkic.co.kr 전라북도

198 백광소재 01458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생석회,소석회,석회비료 제조,판매/비금속광물 광업/

산업폐기물 재생처리/휴게소 운영
1991-03-07 12월 문희철 http://www.bkmp.co.kr 서울특별시

199 백산 03515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P.U.인조피혁,부직포인공피혁 제조,무역 1999-08-11 12월 김상화, 김한준(각자 대표이사) http://www.baiksan.co.kr 경기도

200 범양건영 002410 건물 건설업
토목공사,주택건설,건축공사,난방공사,전기공사,포장

공사
1988-05-25 12월 강병주 http://www.iby.co.kr 충청남도

201 베트남개발1 09630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투자신탁 2007-06-13 0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주) 서울특별시

202 벽산 007210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단열재, 천장재, 외장재, 내장재, 외단열, 바닥재 등 1972-01-04 12월 김 성 식 http://www.byucksan.com 서울특별시

203 보락 00276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식품향료,식품첨가물,화학제품,껌베이스(자일리톨,에

리스리톨),담배향료 제조,판매
1989-11-30 12월 정기련 http://www.bolak.co.kr 경기도

204 보령제약 00385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제산제(겔포스),구심,용각산,고혈압치료제(카

프릴),소염진통제(멘소레담),항생제(듀리세프),혈전치

료제(아스트릭스)) 제조

1988-10-24 12월 안재현, 이삼수 http://www.boryung.co.kr 서울특별시

205 보해양조 000890 알코올음료 제조업 주류(소주,매취,실비우스,위스키) 제조,음료 도매 1988-09-23 12월 임지선(단독 대표이사) http://www.bohae.co.kr 전라남도

206 부광약품 00300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치약,의약부외품(부광탁스,레가론,부광안티프

라그) 제조
1988-08-05 12월 유희원 http://www.bukwang.co.kr 서울특별시

207 부국증권 00127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매매,위탁매매,인수,주선 1988-07-19 12월 박현철 http://www.bookook.co.kr 서울특별시

208 부국철강 026940 1차 철강 제조업 철강 2008-10-14 12월 남상규/손일호 http://www.bks.co.kr 광주광역시

209 부산도시가스 01535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도시가스 배관공급,가스기기 판매,설비공사 1997-06-23 12월 김영광 http://www.busangas.co.kr 부산광역시

210 부산산업 01139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판매 1990-09-14 12월 이종산 http://www.busanind.co.kr 부산광역시

211 부산주공 00503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엔진부품,조향장치부품,브레이장치부품,

오토미셧부품) 제조,도매/부동산 임대
1975-12-26 12월 장세훈 http://www.pci21c.com 부산광역시

212 비상교육 1002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참고서 출판/소프트웨어 개발,공급 2008-06-30 12월 양태회 http://www.visang.com 서울특별시

213 비티원 101140 생활용품 도매업 신발,의류,스포츠용품 도매,제조 2008-04-02 12월 이상준 http://www.btone.com 서울특별시

214 빙그레 00518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아이스크림,우유,스낵,유산균(욥닥터캡슐) 제조 1978-08-31 12월 전창원 http://www.bing.co.kr 경기도

215 사조대림 003960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게맛살,어육연제품,식용류,배합사료 제조 1976-09-16 12월 김상훈 http://dr.sajo.co.kr 서울특별시
6



216 사조동아원 00804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제분, 배합사료 제조 1989-06-24 12월 이인우, 노동환 http://www.dongaone.com 서울특별시

217 사조산업 007160 어로 어업

원양어업(참치,명태,오징어),육가공,참치통조림,장류

제조/냉동냉장 창고운영/부동산 임대/컴퓨터,소프트

웨어 개발,도매/팝콘,구운김 도매

1989-07-25 12월 김정수 http://www.sajo.co.kr 서울특별시

218 사조씨푸드 014710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횟감용 참치 및 기타 일반수산물 2012-06-29 12월 최창욱 http://www.sajosf.co.kr 서울특별시

219 사조오양 006090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원양어업/수산물가공(게맛살) 제조,수출입/냉동 및

냉장보관/부동산 임대
1986-12-24 12월 정태식 http://www.sajooy.com 서울특별시

220 삼광글라스 00509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병유리(투명유리병/칼라유리병/박카스병/쥬스병/커

피병/소주병/화장품용기),유리식기,크리스탈용기,렌

지용 주방용기의 제조 판매

1993-01-06 12월 이복영 http://www.glasslock.co.kr 서울특별시

221 삼부토건 001470 토목 건설업
토목공사,건축공사,포장공사,건설업,분양사업/건설자

재 제조
1976-06-26 12월 이응근 http://www.sambu.co.kr 서울특별시

222 삼성SDI 00640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칼라브라운관,PDP,평판표시관,모니터,휴대용 디스플

레이,폴리머전지(2차전지),초박형브라운관,전계발광

소자 제조,판매

1979-02-27 12월 전영현 http://www.samsungsdi.com 경기도

223 삼성공조 00666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라디에터,오일쿨러,인터쿨러) 제조,판매 1987-11-28 12월 고호곤 http://www.samsungcc.co.kr 경상남도

224 삼성물산 028260 기타 전문 도매업 도소매, 건설, 남자용 정장 제조업 등 2014-12-18 12월 이영호, 고정석, 정금용 http://www.samsungcnt.com 서울특별시

225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바이오의약품 2016-11-10 12월 김태한 http://www.samsungbiologics.com 인천광역시

226 삼성생명 032830 보험업 생명보험,부동산 임대 2010-05-12 12월 현성철 http://www.samsunglife.com 서울특별시

227 삼성에스디에스 01826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IT서비스, 물류BPO 2014-11-14 12월 홍원표 http://www.samsungsds.com 서울특별시

228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
산업설비,건물,구축물,토목시설의 설계,시공,공사감리 1996-12-24 12월 최성안

http://www.samsungengineering.co.k

r
서울특별시

229 삼성전기 009150 전자부품 제조업

영상,음향,통신장비,모듈,다층인쇄회로기판,적층세라

믹콘덴서,고주파필터,전압제어발진기,온도보상형수

정발진기,칩인덕터,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광픽업,편

향코일

1979-02-27 12월 사장 이윤태 http://www.sem.samsung.co.kr 경기도

230 삼성전자 005930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IMT2000 서비스용 동기식 기지국,교환국장비,데이터

단말기,동영상휴대폰,핵심칩,반도체제품,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1975-06-11 12월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http://www.sec.co.kr 경기도

231 삼성제약 00136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까스명수,쓸기담,에프킬라에어졸,액체우황청

심원) 제조,도매
1975-07-04 12월 김상재, 김기호 각자대표 http://www.sspharm.co.kr 경기도

232 삼성중공업 010140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선박(벌크선,원유운반선),철구조물,에너지플랜트 생

산,판매/토목건축업
1994-01-28 12월 남준우 http://www.samsungshi.com 경기도

233 삼성증권 01636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인수주선 1988-03-28 12월 장석훈 http://www.samsungpop.com 서울특별시

234 삼성출판사 06829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서적 출판,인쇄,소매/부동산 임대 2002-08-05 12월 김진용 http://www.samsungbooks.com 서울특별시

235 삼성카드 029780 기타 금융업
신용카드업,상품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리스,기

업대출,여행업무,통신판매
2007-06-27 12월 원기찬 http://www.samsungcard.co.kr 서울특별시

236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보험업 손해보험의 원수,재보험,운용자산의 투자활동 1975-06-30 12월 최영무 http://www.samsungfire.com 서울특별시

237 삼아알미늄 00611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알루미늄박지,은박지,은박가공품,알페이스트 제조,도

매,수출
1980-12-05 12월 한남희,하상용 http://www.sama-al.com 경기도

238 삼양사 145990 기타 식품 제조업 설탕 2011-12-05 12월 박순철, 송자량 http://www.samyangcorp.com 서울특별시

239 삼양식품 003230 기타 식품 제조업
라면,스낵,유제품,장유,식용유,사료,향신료,건강음료

(루이보스 티) 제조,도매
1975-06-30 12월 김정수, 정태운 http://www.samyangfood.co.kr 서울특별시

240 삼양통상 002170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피혁원단,혁제운동화,혁제장갑,혁제스포츠용품 제조,

상품중개,무역
1989-11-10 12월 허남각 http://www.samyangts.com 서울특별시

241 삼양패키징 27255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PET 용기 및 아셉틱 OEM 2017-11-29 12월 이경섭 http://www.samyangpackaging.co.kr/ 서울특별시

242 삼양홀딩스 00007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경영자문컨설팅 1968-12-27 12월 윤재엽 http://www.samyang.com 서울특별시

243 삼영무역 002810 기타 전문 도매업 화공약품, 안경렌즈 1988-03-28 12월 이승용 http://www.samyung.co.kr 서울특별시

244 삼영전자공업 005680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알루미늄 전해콘덴서),전기이중층콘덴서,센

서 제조,도매
1976-12-28 12월 변동준, 김대호 (각자 대표이사) http://www.samyoung.co.kr 경기도

245 삼영화학공업 00372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합성수지(BOPP,캐파시타),PPC,랩,종이상자(카톤팩)

제조
1976-06-30 12월 이석준 http://www.sycc.co.kr 서울특별시

246 삼원강재 02300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열간압연제품(평강,봉강,특수이형강,환강,자동차용 겹

판스프링) 제조,판매
2011-07-22 12월 허재철, 장범석 (각자대표) http://www.samwon-steel.co.kr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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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삼익THK 00438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직선운동시스템,메카트로시스템,기타정밀 자동화기

기 제조,판매/전자상거래,인터넷 관련 s/w,h/w 개발,

판매,유지보수

1989-09-26 12월 진영환, 전영배 http://www.samickthk.co.kr 대구광역시

248 삼익악기 002450 악기 제조업
피아노,기타,현악기,전자악기,동 부분품 제조,임대,도

매
1988-09-30 12월 김종섭, 이형국 http://www.samick.co.kr 충청북도

249 삼일제약 000520 의약품 제조업 양약(부루펜,액티피드,포리부틴) 제조,도매 1985-05-29 12월 허강, 허승범(각자대표) http://www.samil-pharm.com 서울특별시

250 삼정펄프 00977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지류화장지,안면용,위생용 티슈 제조,판매 2006-10-17 12월 전성오 http://www.sjpulp.com 경기도

251 삼진제약 00550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게보린,세트라졸,염산나록손) 제조,판매,수출

입,약초재배
1988-06-18 12월 최승주, 조의환, 장홍순, 최용주 http://www.samjinpharm.co.kr 서울특별시

252 삼천리 00469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도시가스 공급/부동산 임대 1976-12-23 12월 이찬의, 유재권 http://www.samchully.co.kr 서울특별시

253 삼호 001880 건물 건설업
도로건설공사,토목공사,건축공사,조경공사/부동산 임

대,매매
1977-12-22 12월 조남창 http://www.samho.co.kr 인천광역시

254 삼호개발 010960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포장공사,미장방수공사,상

하수도공사,수중공사,비계구조물해체공사/골재,아스

콘 제조,판매,중기임대

2005-05-12 12월 김락중, 심재범 http://www.samhodev.co.kr/ 충청남도

255 삼화왕관 004450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납세용 일반병마개,알루미늄캡,플라스틱캡 제조,판매,

금속인쇄,수출
1976-05-28 12월 고병헌, 고기영(각자대표) http://www.samhwa.co.kr 경기도

256 삼화전기 009470 전자부품 제조업 콘덴서 제조,판매 1986-11-24 12월 오영주, 박종온 http://www.samwha.co.kr 충청북도

257 삼화전자공업 011230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전자부품(페라이트 코어,SMPS,편향요크(DY),고압변

성기(FBT)용코어) 제조,판매
1987-05-25 12월 오영주, 이건화 http://www.samwha.co.kr 경기도

258 삼화콘덴서공업 001820 전자부품 제조업 콘덴서(축전기) 제조 1976-06-26 12월 황 호 진 http://www.samwha.com 경기도

259 삼화페인트공업 00039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건축용페인트,공업용페인트,분체도료 등 제조 1993-09-10 12월 김장연,오진수(각자대표) http://www.samhwa.com 경기도

260 상상인증권 00129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매매 1988-09-23 12월 이명수 http://www.sangsanginib.com 서울특별시

261 상신브레이크 04165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브레이크패드 제조/군

납업,무역/부동산 임대
2004-10-27 12월 김효일, 박세종 http://www.sangsin.com 대구광역시

262 새론오토모티브 07518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브레이크패드,라이닝,허브,캠),분말야금제

품,에어콘,냉장고용부품 제조,도매
2005-10-21 12월 서인석, 이시이 야스지 http://www.saeronauto.co.kr 충청남도

263 샘표 007540 기타 금융업 간장,된장,고추장 제조,가공,판매,무역 1976-06-29 12월 박진선 http://www.sempio.com 서울특별시

264 샘표식품 248170 기타 식품 제조업 간장 2016-08-09 12월 박진선 http://www.sempio.com 서울특별시

265 서연 007860 기타 금융업
자동차부품(승용차내장품-도어트림,헤드라이닝,승용

차시트) 제조,도매
1989-09-09 12월 유양석 http://www.seo-yon.com 경기도

266 서연이화 20088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도어 트림 및 시트 2014-08-08 12월 김근식 http://www.seoyoneh.com 서울특별시

267 서울도시가스 01739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도시가스공급,가스공급설비공사 1995-08-18 12월
공동대표이사 박근원 공동대표이사

김진철
http://www.seoulgas.co.kr 서울특별시

268 서울식품공업 004410 기타 식품 제조업 빵,스넥,마아가린,유지류,사료 제조,도매 1973-12-28 12월 서성훈 http://seoul-food.co.kr 충청북도

269 서원 021050 금속 주조업 비철금속(황동 빌레트,인코트) 제조,재생원료생산 1996-01-30 12월 조시영, 조경호 http://www.swbrass.co.kr 경기도

270 서흥 00849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하드캅셀,건강보조식품,소프트캅셀),건강보조

식품,인삼제품 제조,판매
1990-03-27 12월 양주환 http://www.suheung.com 충청북도

271 선도전기 00761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수배전반,중전기기 제조,도매/전기공사 1989-11-30 12월 전동준 http://www.seondo.co.kr 경기도

272 선진 13649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조제동물사료 2011-02-16 12월 이범권 경기도

273 선창산업 002820 나무제품 제조업
합판,가정용가구(선우드),MDF,제재목,하드보드 제조/

부동산 임대
1976-05-22 12월 김영환 http://www.sunwood.co.kr 인천광역시

274 성문전자 014910 전자부품 제조업
콘덴서용 증착필름,압력분무식 플러스자동도포기 제

조,판매
1990-03-24 12월 신준섭 http://www.smec-korea.co.kr 경기도

275 성보화학 003080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완제농약(해비치과립,카스텔란),원제농약(슈퍼유나니,

다이아톤) 제조,도매
1976-12-23 12월 윤정선 http://www.sbcc.kr 경기도

276 성신양회 00498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시멘트,레미콘 제조 1976-06-30 12월 김영준, 김상규 http://www.sungshincement.co.kr 서울특별시

277 성안 011300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제직,염색,폴리에스터직물,자수직물봉제 제조,판매/

임대료,관리비 수입
1995-11-10 12월 박상태 http://www.startex.co.kr 대구광역시

278 성창기업지주 00018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합판, 마루, 파티클보드, 우드칩, 포르말린 등 제조 1976-06-02 12월 우인석 http://www.sce.kr 부산광역시

279 세기상사 002420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

극장(영화상영)/극영화,만화영화 제조/음식료품,일용

잡화 소매/부동산 임대
1968-12-27 12월 김정희 http://daehancinema.com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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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세방 004360 도로 화물 운송업 도로운송,항만하역,창고,지게차 임대 1977-05-19 12월 최종일 http://www.sebang.com 부산광역시

281 세방전지 00449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자동차용 및 산업용 축전지(연축전지) 제조,판매 1987-11-28 12월 대표이사 박찬구 http://www.gbattery.com 서울특별시

282 세아베스틸 001430 1차 철강 제조업 특수강,철도용품,자동차부품 제조,수출입 1991-03-12 12월 김철희, 박준두 http://www.seahbesteel.co.kr 서울특별시

283 세아제강 306200 1차 철강 제조업 강관 2018-10-05 12월 이휘령, 김석일 http://www.seahsteel.co.kr 서울특별시

284 세아제강지주 003030 기타 금융업 경영컨설팅업 1969-05-13 12월 이순형, 남형근
http://www.seahsteel.co.kr/company/

holdings/
서울특별시

285 세아특수강 019440 1차 철강 제조업 냉간압조용선재,마봉강,스테인레스봉강 제조 2011-06-01 12월 전주병 http://www.seahsp.co.kr 경상북도

286 세아홀딩스 058650 1차 철강 제조업 지주회사/투자 및 경영컨설팅/부동산 임대 2001-07-30 12월 이태성, 천정철 http://www.seahholdings.co.kr 서울특별시

287 세우글로벌 013000 기타 전문 도매업
화공약품.엔지니어링 플라스틱,페놀계제품,석유화학

제품 판매/철재가구,사무목재가구 제조/교육사업
1989-09-05 12월 안백순 http://www.sewoo21.co.kr 인천광역시

288 세원셀론텍 091090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

업

화학플랜트 설비,기계 제작(음식료,석유화학사업관

련)/유공압기기 판매
2006-07-31 12월 장정호, 유승주 http://sewoncellontech.com 서울특별시

289 세원정공 02182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차체류,램프류) 제조 1996-07-03 06월 김문기, 김상현 http://www.se-won.co.kr 대구광역시

290 세이브존I&C 067830 종합 소매업
대형할인점(백화점)/부동산 임대/주차장,문화센터 운

영
2002-07-25 12월 김현동 http://www.savezone.co.kr 서울특별시

291 세종공업 03353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자동차소음기(머플러),배기가스정화기,배

기계통부품 제조
2002-09-25 12월

박정길, 김기홍, 김익석 (각자 대표이

사)
http://www.sjku.co.kr 울산광역시

292 세진중공업 075580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선박 Deck House, LPG Tank, Upper Deck Unit, 해양

플랜트 Living Quarter
2015-11-30 12월 가백현 http://www.sejinheavy.com 울산광역시

293 세하 02797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백판지,마니라판지,지류,하수처리기계 제조/상하수도

설비공사,수질오염방지시설공사
1996-07-03 12월 이제선 http://www.seha.co.kr 대구광역시

294 세화아이엠씨 14521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타이어 금형, 타이어 제조설비 2015-03-19 12월 유 석 우 http://www.saehwaimc.com 광주광역시

295 셀트리온 06827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2018-02-09 12월 기우성 http://www.celltrion.com 인천광역시

296 송원산업 00443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폴리머첨가제(PVC안정제,산화방지제),폴리우레탄수

지,프라스틱첨가제 제조
1977-06-25 12월

김충식, 마우리지오 부티(Maurizio

Butti) 각자대표이사
http://www.songwon.com 울산광역시

297 수산중공업 01755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유압브레이커,트럭크레인,플라즈마 파암장비,특장차,

산업기계,건설기계 제조,도매
1991-08-30 12월 김병현 http://www.soosan.co.kr 경기도

298 시디즈 134790 가구 제조업 의자 2011-01-25 12월 대표이사 이상배 http://www.sidiz.com 경기도

299 신대양제지 016590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골판지용 골심지,라이너지 제조,수출입 1995-12-21 12월 권혁홍, 권택환 각자대표 http://www.dygroup.co.kr 경기도

300 신도리코 02953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복사기,팩시밀리,프린터,주변기기 제조,판매 1996-12-24 12월 우석형, 이병백, 권오성(각자대표) http://www.sindo.co.kr 서울특별시

301 신라교역 004970 어로 어업
원양어업(참치,명태,휠레트,연육,명란,새우),어획물 판

매/직물 수출
1976-06-30 12월 이광세, 홍성호 (각자 대표이사) http://www.sla.co.kr 서울특별시

302 신성이엔지 011930 반도체 제조업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제조 및 판매, 태양광 발전설치

공사, 클린룸, 자동화장비
1996-07-31 12월 이지선, 안윤수 http://www.shinsungeng.com 경기도

303 신성통상 005390 기타 전문 도매업 의류,악세사리(모자,벨트,가방) 도매/의류 제조 1975-12-22 06월 대표이사 염태순 http://www.ssts.co.kr 서울특별시

304 신세계 004170 종합 소매업 백화점,할인점(E마트) 1985-08-19 12월 장재영 http://www.shinsegae.com 서울특별시

305 신세계I&C 0355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IT시스템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IT 컨설팅, IT장비솔

루션 총판, 아웃소싱, IDC, IT기기 및 휴대폰 유통, 전

자상품권

2006-05-18 12월 김장욱 http://www.shinsegae-inc.com 서울특별시

306 신세계건설 034300 건물 건설업
토목,건축,건축관련기술서비스,빌딩관리용역,골프장,

내장공사,시설개보수,설계용역
2002-06-17 12월 윤명규 http://httpswww.shinsegae-enc.com 서울특별시

307 신세계인터내셔날 031430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 2011-07-14 12월 차정호, 이길한 (각자대표) http://www.sikorea.co.kr 서울특별시

308 신세계푸드 031440 음식점업 단체급식, 식자재유통, 외식 2010-04-29 12월 김운아, 성열기(각자대표) http://www.shinsegaefood.com 서울특별시

309 신송홀딩스 006880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2013-11-21 12월 조갑주 http://www.singsongholdings.com 서울특별시

310 신영와코루 005800 봉제의복 제조업
여성용 내의류(화운데이션,란제리,블래지어),환자,노

령자용 파자마,남성용 내의류 제조
1976-12-28 12월 이의평, 이성원, 이호성 http://www.shinyoungwacoal.co.kr/ 서울특별시

311 신영증권 00172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증권업 1987-08-24 03월 원종석, 신요환 http://www.shinyoung.com 서울특별시

312 신원 009270 봉제의복 제조업

여성,남성의류,스웨터,의복관련 악세사리,사카린,망초

제조,판매,수출입/섬유의류 도매/신용카드업/의류전

문 물류대행 및 임대사업

1988-08-24 12월 박정주 http://www.sw.co.kr 서울특별시

313 신일산업 002700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가정용 전기기구(선풍기,난로,세탁기),전자기구,연구

기구 제조,수출입
1975-09-30 12월 정윤석 http://www.shinil.co.kr 충청남도 9



314 신풍제약 01917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항생제,혈전용해제,향정신성약품,구충제) 제

조,판매
1990-01-20 12월 유 제 만 http://www.shinpoong.co.kr 경기도

315 신풍제지 00287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마닐라판지 제조,도소매 1976-06-30 12월 정동원 http://www.shinpoongpaper.com 경기도

316 신한 005450 건물 건설업
건축공사,토목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주택건설,기계

설비공사,철골공사/철구조물 제조
1978-07-28 12월 조경선 http://www.seco.co.kr 경기도

317 신한알파리츠 29394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비거주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2018-08-08 03월 이준구 http://www.shalphareit.com 서울특별시

318 신한지주 055550 기타 금융업 금융지주회사 2001-09-10 12월 조용병 http://www.shinhangroup.com 서울특별시

319 신화실업 001770 1차 철강 제조업 석도강판,표면처리강판 제조,임가공,판매 1988-11-23 12월 신종호 http://www.shinhwatp.com 경기도

320 신흥 004080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치과용기자재(방사선장치,전기진단장치),주사침 도소

매,제조/부동산 임대
1991-02-08 12월 이용익 http://www.shinhung.co.kr 서울특별시

321 쌍방울 102280 봉제의복 제조업 2008-06-10 12월 방용철 http://www.sbw.co.kr 서울특별시

322 쌍용양회공업 00341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시멘트(크링카) 1975-05-03 12월 홍사승, 이현준 (각자)대표집행임원 http://www.ssangyongcement.co.kr 서울특별시

323 쌍용자동차 00362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차륜,정비 제조/도소매 1975-05-29 12월 예병태 http://www.smotor.com 경기도

324 써니전자 004770 반도체 제조업
수정진동자,수정발진기,초음파지연선,MCF,축수나사

제조,도매,수출입
1987-04-22 12월 차상권 http://www.sunny.co.kr 충청북도

325 씨아이테크 004920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서버,도매 1989-11-30 12월 김종서 http://www.citech.kr 서울특별시

326 씨에스윈드 112610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

업
풍력발전타워 제조 2014-11-27 12월 김성권, 김성섭 http://www.cswindcorp.com 충청남도

327 아남전자 008700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칼라TV,오디오,비디오 제조,도매 1984-08-11 12월 김태수 http://www.aname.co.kr 서울특별시

328 아모레퍼시픽 09043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생활용품 제조, 판매 2006-06-29 12월 서경배, 안세홍 http://www.apgroup.com 서울특별시

329 아모레퍼시픽그룹 00279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지주회사 1973-04-30 12월 서경배, 배동현 http://www.apgroup.com 서울특별시

330 아세아 00203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회사본부,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1974-06-03 12월 고규환 http://asiaholdings.co.kr 서울특별시

331 아세아시멘트 18319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시멘트, 레미콘, 몰탈 2013-11-06 12월 이훈범, 강석일(각자 대표이사) http://www.asiacement.co.kr 서울특별시

332 아세아제지 002310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골판지원지,석고보드원지,크라프트원지,라이나원지,

라이너지 제조,판매
1988-12-15 12월 이인범 http://www.asiapaper.co.kr 서울특별시

333 아시아나IDT 26785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IT 서비스, IT 솔루션 2018-11-23 12월 박세창 http://www.asianaidt.com 서울특별시

334 아시아나항공 020560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운송(여객운송,화물운송)/항공기 제조,정비수리 2008-03-28 12월 한창수 http://www.flyasiana.com 서울특별시

335 아이마켓코리아 122900 상품 종합 도매업 B2B 전자상거래 2010-07-30 12월 남인봉 http://www.imarketkorea.com 서울특별시

336 아이에스동서 010780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위생도기,콘크리트파일,P.C관,침목 제조,도매 1986-01-27 12월 권민석 http://www.isdongseo.co.kr 서울특별시

337 아이에이치큐 003560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

매니지먼트, 음반, 드라마 제작, 유료방송, 프로그램

공급, 광고대행
1973-12-18 12월 전용주 http://www.ihq.co.kr 서울특별시

338 아주캐피탈 033660 기타 금융업 투자회사,할부금융,리스/자동차정비,자동차리스 2009-06-25 12월 박춘원 http://www.ajucapital.co.kr 대전광역시

339 알루코 00178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알루미늄제품,샷시 제조 2007-06-07 12월 전병일 http://www.dygc.co.kr 대전광역시

340 애경산업 01825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Age 20's,루나, 트리오, 2080치약, 순샘, 제트 등 2018-03-22 12월 채동석, 이윤규 http://www.aekyung.co.kr 서울특별시

341 애경유화 16100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오르토프탈산디옥틸 2012-09-17 12월 임재영 서울특별시

342 에넥스 011090 가구 제조업
씽크상판,주방기기,목재케비넷,유해가스저감장치시

설 제조,판매
1995-07-08 12월 박진규, 송성수(각자 대표) http://www.enex.co.kr 서울특별시

343 에스엘 00585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자동차램프류,샤시와조향기기,케스터홀

더) 제조
1988-11-08 12월 이충곤,이성엽,김한영 http://www.slworld.com 대구광역시

344 에스원 012750 경비, 경호 및 탐정업 부가통신 서비스(경비),안전관리용역,CCTV카메라 1996-01-30 12월 육현표, 키다코이치 http://www.s1.co.kr 서울특별시

345 에스제이엠 12370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및산업용Bellows 2010-05-31 12월 김휘중 (단독 대표이사) 경기도

346 에스제이엠홀딩스 025530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지주회사및경영자문 1997-02-12 12월 김용호, 김휘중(각자대표이사) http://www.sjmholdings.co.kr 경기도

347 에쓰씨엔지니어링 023960 토목 건설업
기술용역(건축설계) 서비스/화학플랜트 설비,기계 제

작(음식료,석유화학사업관련)/유공압기기 판매
1997-06-23 12월 장정호 http://www.sc-eng.com 서울특별시

348 에어부산 298690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 2018-12-27 12월 한태근 http://www.airbusan.com 부산광역시

349 에이리츠 14091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011-07-14 12월 김종국 (단독 대표이사) http://www.areit.co.kr 서울특별시

350 에이블씨엔씨 0785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도소매/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전자

상거래
2011-09-07 12월 이해준 http://www.able-cnc.com 서울특별시

351 에이엔피 015260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인쇄회로기판),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제조 1988-01-18 12월 전운관 http://anpcb.co.kr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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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에이프로젠 KIC 007460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단열장치,철구조물,가열로,특수단열재(금속표면경화

육성,원자로용) 제조/단열공사/부동산 임대
1995-07-08 12월 김재섭 http://www.aprogen-kic.com 경기도

353 에이프로젠제약 00306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항생제,영양수액제,드링크제,철결핍성빈혈예

방치료제,경옥동충하초) 제조,판매
1984-10-19 12월 김정출 http://www.aprogen-pharm.com 서울특별시

354 엔씨소프트 03657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터넷머그게임(리니지),그룹웨어,인터넷커뮤니티 개

발,유지,공급
2003-05-22 12월 김택진 http://www.ncsoft.net 서울특별시

355 엔에스쇼핑 138250 무점포 소매업 TV홈쇼핑 2015-03-27 12월 도상철 http://pr.nsmall.com 경기도

356 엔에이치엔 18171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게임 2013-08-29 12월 정우진 http://www.nhn.com 경기도

357 엔케이 085310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

업

고압가스용기,선박용,육상용 소화설비장치,천연가스

이동식충전소 제조,도매
2008-01-24 12월 천남주 http://www.nkcf.com 부산광역시

358 엔케이물산 009810 기타 전문 도매업 유연성 산업용 포장재(FIBC) 제조 판매 1988-08-31 12월 김성곤 http://nk-ms.com 서울특별시

359 엔피씨 00425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산업용기프라스틱제품(플라스틱 파렛트,시트 파렛트)

제조,판매
1969-09-08 12월 최병민 http://www.npc.co.kr 경기도

360 엘브이엠씨 900140 자동차 판매업 지주회사 2010-11-30 12월 오세영, 이형승(각자 대표이사) http://www.lvmcholdings.net 케이맨 제도

361 영보화학 01444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가교발포폴리에틸렌(아티론,영보드) 제조,판매 1997-08-27 12월 이영식 http://www.youngbo.com 충청북도

362 영원무역 111770 상품 종합 도매업 스포츠의류 2009-07-30 12월 성기학 서울특별시

363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기타 금융업
스포츠의류(등산복,운동복,스키복) 도소매,수출,섬유

봉제
1988-11-07 12월 성래은 서울특별시

364 영진약품 00352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드링크제,항생제,영양수액제),의약부외품 제

조,판매
1973-06-25 12월 이재준 http://www.yungjin.co.kr 서울특별시

365 영풍 00067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아연괴,황산,카드뮴괴),건전지 제조,

무역
1976-06-12 12월 이강인, 박영민 http://www.ypzinc.co.kr 서울특별시

366 영풍제지 006740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골판지원지,지관원지,라이나원지 제조 1996-07-03 12월 이관형 http://www.yp21.co.kr 경기도

367 영화금속 01228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건축자재(관이음쇠) 제조,판매 1990-01-25 12월 최동윤(단독 대표이사) http://www.yeonghwa.co.kr 경상남도

368 영흥철강 012160 1차 철강 제조업 와이어로프 등 2010-01-25 12월 한재열, 최영민 (각자대표이사) 충청남도

369 예스코홀딩스 015360 기타 금융업 지주사업 1996-12-24 12월 구자철 http://www.yescoholdings.com 서울특별시

370 오뚜기 007310 기타 식품 제조업

라면,마요네즈,카레,스프,당면,소오스,토마토케첩,마가

린,냉동생지(바게트,크로와상),참치캔,식초,3분짜장 제

조

1994-08-12 12월 함영준,이강훈 http://www.ottogi.co.kr 경기도

371 오렌지라이프 079440 보험업 생명보험상품 2017-05-11 12월 정문국 http://www.orangelife.co.kr 서울특별시

372 오리엔트바이오 00263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 1976-12-28 03월 장재진 http://www.orient.co.kr 경기도

373 오리온 271560 기타 식품 제조업 스낵 등 과자류 2017-07-07 12월 이경재 http://www.orionworld.com 서울특별시

374 오리온홀딩스 001800 기타 금융업 자회사 관리 지주사업 등 1975-06-27 12월 허인철 http://www.oriongroup.co.kr 서울특별시

375 용평리조트 07096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리조트 운영, 콘도 분양 2016-05-27 12월 신달순 http://www.yongpyong.co.kr 강원도

376 우리금융지주 316140 기타 금융업 금융지주 2019-02-13 12월 손태승 http://www.woorifg.com/ 서울특별시

377 우리들제약 00472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외 1990-06-15 12월 김혜연 박희덕(각자) http://www.wooridulpharm.com 경기도

378 우리들휴브레인 118000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의료기기 도매 2009-12-30 12월 신범용 경기도

379 우리종금 010050 기타 금융업 종합금융,주택할부금융,부동산 1974-09-11 12월 조운행 http://wooriib.com 광주광역시

380 우성사료 00698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배합사료,Suit-feed(맞춤 TMR(육성우,건유우,착유우)

사료),농후사료,곡류(강피류 등 부산물) 제조,판매/부

동산 임대,무역

1988-10-10 12월 한재규 http://www.woosungfeed.co.kr 대전광역시

381 우신시스템 01737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차체자동화용접조립라인,용접설비,자동용접장

비 제조,판매
2002-05-28 12월 허우영 http://www.wooshinsys.co.kr 서울특별시

382 우진 105840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

조업; 광학기기 제외
원전용계측기 2010-07-26 12월 이성범, 이재상 각자대표 http://www.woojininc.com 경기도

383 우진아이엔에스 01040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코팅덕트 2018-09-14 12월 홍평우 http://www.woojini.com 서울특별시

384 우진플라임 04980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플라스틱사출성형기 제조,판매 2006-05-24 12월 김익환 http://www.woojinplaimm.com 충청북도

385 웅진 016880 기타 금융업
교육서비스(웅진아이큐,중.고교학습,어린이마을),도

서,잡지 출판/부동산 임대/인터넷관련사업
1994-11-05 12월 신승철, 이수영 각자대표 http://www.woongjin.com 서울특별시

386 웅진씽크빅 095720 초등 교육기관
기타출판 제조/서적,교구,통신판매 도소매/부동산 임

대/교구렌탈,컴퓨터운용관련서비스
2007-05-31 12월 이재진 http://www.wjthinkbig.com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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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웅진에너지 103130 반도체 제조업
태양전지원료(잉곳),태양전지용웨이퍼 제조/전기공

사/신재생에너지 사업
2010-06-30 12월 신종진 http://www.woongjinenergy.com/ 대전광역시

388 웅진코웨이 02124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렌탈 서비스(정수기,비데, 필터교환 등), 가정용기기

도매,판매,제조,폐기물처리설비,수출(정수기,청정기)
2001-08-07 12월 이해선, 안지용 http://www.coway.co.kr 충청남도

389 원림 005820 편조원단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산업용포장재,PP.BAG,타포린 제

조,도매/부동산 임대/주택 신축,판매/인터넷 정보통

신/벤처회사 투자

1990-04-20 12월 신성엽 http://www.wonlim.co.kr 서울특별시

390 웰바이오텍 010600 상품 중개업
피혁의류 도,소매,의류 판매,수입,피혁(GRAIN

LEATHER) 제조
1997-07-18 12월 구세현 http://www.wellbiotec.co.kr 서울특별시

391 윌비스 008600 생활용품 도매업
스웨터,니트,셔츠 도매,제조/컴퓨터주변기기 무역,오

파,임대
1989-07-28 12월

임찬혁(대표집행임원), 송주호(대표집

행임원)
http://www.willbes.com 충청남도

392 유나이티드 033270 의약품 제조업
홈타민 진생연질60C(비타민제),항암제,항생제,순환기

계,해열진통제,소화기계약품 제조
2007-10-23 12월 강덕영 http://www.kup.co.kr

세종특별자치

시

393 유니드 01483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탄산칼륨,가성칼륨,가성카리,탄산카리(무기화합

물),MDF(가공목재) 제조,도매
2004-12-03 12월 이화영, 정의승(2인, 각자 대표이사) http://www.unid.co.kr 서울특별시

394 유니온 00091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백시멘트,타일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용융알루미나,

급결제,필터프레스,유니필터제조,도매
1996-07-03 12월 이건영, 강병호 (각자 대표이사) http://www.unioncement.com 서울특별시

395 유니온머티리얼 047400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페라이트,세라믹 제조,도매 2009-09-29 12월 김진영, 이우선 http://unionmaterials.com 대구광역시

396 유니켐 011330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피혁 제조,도매,무역,부동산임대 1989-12-14 12월 이장원 http://www.uni-chem.net 경기도

397 유니퀘스트 077500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반도체직접회로 도매,무역,제조 2004-08-05 12월 앤드류김 http://www.uniquest.co.kr 경기도

398 유성기업 00292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철도차량부품(피스턴링,실린더라이너,발브가이드,타

펫트),자동차부품,주강,주물 제조,판매
1988-10-10 12월 최철규, 류현석(각자대표) http://www.ypr.co.kr 충청남도

399 유수홀딩스 00070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지주사업 1956-03-03 12월 송영규 http://www.eusu-holdings.com 서울특별시

400 유안타증권 00347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매매,중개,대리,인수 1988-01-21 12월 서명석, 궈밍쩡 http://www.yuantakorea.com 서울특별시

401 유양디앤유 011690 반도체 제조업 혼성직접회로,통신기기 제조/화공약품,케이블 도매 1995-12-21 12월 김상옥, 박일(각자 대표) http://www.yuyang.co.kr 경기도

402 유엔젤 07213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무선인터넷 솔루션,ASP통신사업자용 지

능망솔루션 및 단문메세지센터) 개발,공급
2003-07-01 12월 유지원 http://www.uangel.com 경기도

403 유유제약 00022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판매 1975-11-18 12월 유승필,유원상(각자대표이사) http://www.yuyu.co.kr 충청북도

404 유진증권 00120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매매,중개,인수 1987-08-24 12월 유창수 대표이사 http://www.eugenefn.com 서울특별시

405 유한양행 00010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삐콤씨,알마겔,세파졸린주사,아코텍스주사,이

세파신,신생아호흡곤란치료제 등),생활용품(유한락스,

비누,홈키파),식혜 도매

1962-11-01 12월 대표이사 이정희 http://www.yuhan.co.kr 서울특별시

406 유화증권 00346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증권업 1987-08-24 12월 윤경립 http://www.yhs.co.kr 서울특별시

407 율촌화학 00873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연포장재,필름,골판지상자,합성수지,플라스틱일반성

형제품 제조
1988-08-30 12월 송녹정,신동윤 http://www.youlchon.com 서울특별시

408 이건산업 008250 나무제품 제조업
컨테이너용합판,목재 파렛트,프레스우드 파렛트,가공

목재,제재목 제조/부동산 임대
1988-10-21 12월 박승준, 이길수 http://www.eagon.com 인천광역시

409 이구산업 02582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동판.조,황동판.조,인청동판.조 제조,임가공/부동산 임

대
1995-08-18 12월 손인국, 김영길 (각자 대표이사) http://www.leeku.net 경기도

410 이노션 214320 광고업 광고대행 및 광고물의 제작 등 2015-07-17 12월 안건희 http://www.innocean.com 서울특별시

411 이리츠코크렙 08826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투자회사 2018-06-27 06월 진수경 서울특별시

412 이마트 139480 종합 소매업 대형마트 2011-06-10 12월 이갑수 http://emartcompany.comkomain.do 서울특별시

413 이수페타시스 007660 전자부품 제조업 P.C.B(인쇄회로기판),M.L.B 제조 2003-10-07 12월 서영준 http://www.petasys.com 대구광역시

414 이수화학 00595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등유,알킬벤젠,윤활유,노말파라핀 제조,도매 1988-04-28 12월 류승호 http://www.isuchemical.co.kr 서울특별시

415 이스타코 01502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분양/입시학원 운영 1988-12-23 12월 김승제 http://www.e-starco.co.kr 서울특별시

416 이아이디 093230 기타 전문 도매업 무선통신기기부품,전시용 핸드폰모형기(ADM) 제조 2007-11-01 12월 김원욱 http://www.eid21.co.kr 경기도

417 이연제약 102460 의약품 제조업 항생제,순환기제 2010-06-10 12월 정순옥, 유용환 (각자 대표이사) http://reyonpharm.co.kr 서울특별시

418 이월드 08468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놀이시설 운영,입장료,식음료 소매,부동산 임대 2005-07-26 12월 유병천, 김현준 http://www.eworld.kr 대구광역시

419 이화산업 000760 기타 전문 도매업
염료(반응성염료,분산염료,범용염료,직접염료,산성염

료),염료화성품,합성수지,고무 도매,제조
1994-04-29 12월 홍성우 http://www.rifa.co.kr 서울특별시

420 인디에프 014990 봉제의복 제조업 여성의류,남성의류,캐쥬얼웨어 제조 1989-06-20 12월 손수근 http://www.inthef.co.kr 서울특별시 12



421 인스코비 006490 전기 통신업 시계,스마트그리드,도소매,소프트웨어개발 1985-01-17 12월 유인수 http://www.inscobee.com 서울특별시

422 인지컨트롤스 02380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터머스위치,터머스탯) 제조 1997-06-23 12월 대표이사 정구용, 대표이사 김양수 http://www.inzi.co.kr 경기도

423 인천도시가스 03459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도시가스 공급/가스설비공사 2006-11-07 12월 정진혁 http://www.icgas.co.kr 인천광역시

424 인터지스 129260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운송,알선,하역 2011-12-16 12월 정원우 http://www.intergis.co.kr 부산광역시

425 인팩 02381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케이블,전자정보통신관련기기 제조,도매 2004-09-21 12월 최오길, 최웅선 http://www.infac.com 서울특별시

426 일동제약 249420 의약품 제조업 아로나민, 후루마린, 큐란, 라비에트, 사미온 등 2016-08-31 12월 윤웅섭 http://www.ildong.com 서울특별시

427 일동홀딩스 000230 기타 금융업 의약품 제조,도매 1975-06-28 12월 이정치 http://www.ildong.com 서울특별시

428 일성건설 013360 토목 건설업 건축공사,토목공사,전기공사 1989-12-02 12월 강영길 http://www.ilsungconst.co.kr 인천광역시

429 일성신약 00312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항생제,화학료법제,항바이러스,근이완제,영양

액륜) 제조,판매
1985-01-14 12월 윤석근, 윤종욱 http://www.ilsung-ph.co.kr 서울특별시

430 일신방직 00320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면사,P/C혼방사,P/C혼방직물,화섬사 제조,수출 1973-05-23 12월 김정수 http://www.ilshin.co.kr 서울특별시

431 일신석재 007110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건축석 제조,도소매/석공예,석공사 1986-03-04 12월 김학선 http://www.ilshinstone.co.kr 서울특별시

432 일양약품 007570 의약품 제조업
일반의약품(원비디,영비천,아진탈,디세텔,노루모산),

항암제(베타-이뮤난),전문의약품 제조,판매,수출입
1974-08-28 12월 김동연 http://www.ilyang.co.kr 경기도

433 일정실업 008500 편조원단 제조업 자동차시트원단,의류,완구직물 제조,염색가공 1994-08-12 12월 고일영 http://www.iljeong.co.kr 경기도

434 일진다이아 08100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도매,수출입 2004-12-22 12월 변정출 http://www.iljindiamond.co.kr 충청북도

435 일진디스플 020760 반도체 제조업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LT(리튬탄탈에이

트)웨이퍼,분말야금제품(초고압용공구),보석다이아몬

드 제조,판매/종합건설

2002-01-09 12월 대표이사 최 치 영 http://www.iljindisplay.co.kr 충청북도

436 일진머티리얼즈 020150 전자부품 제조업
인쇄회로기판(PCB)용 전해동박(ACF,UCF),에폭시용

동박,전해콘덴서용 알루미늄박 제조,판매
2011-03-04 12월 허재명,주재환 http://www.iljinm.co.kr 전라북도

437 일진전기 10359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008-08-01 12월 김희수, 황수 (각자대표) 경기도

438 일진홀딩스 015860 기타 금융업

전기산업용기기(개폐기,차단기,배전반),자동화시스템,

자동차엔진부품,절연전선,금구류,고압선,저압선 제조,

판매/전기공사,가스절연차단기

1990-03-22 12월 허정석 http://www.iljin.co.kr 경기도

439 잇츠한불 2263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스킨케어 베이직, 포인트 메이크업, 스킨케어 스페셜,

베이스 메이크업 등
2015-12-28 12월 홍동석 http://www.itshanbul.com 서울특별시

440 자화전자 033240 전자부품 제조업

Bonded magenet,플라스틱자성제품,티탄산 바륨계

반도체소자,휴대전화용 Vibration Motor,전자관,전자

부품 제조

1999-01-06 12월 김상면, 류영대(각자대표) http://www.jahwa.co.kr 충청북도

441 전방 00095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면사,면혼방사,마혼방사,화섬사,염색사,자수사,소모사,

면직물,면혼방직물,화섬직물,특수가공직물 제조,판매,

수출

1968-10-21 12월 조규옥, 김형건 http://www.chonbang.co.kr 서울특별시

442 제이에스코퍼레이션 194370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핸드백 및 지갑 2016-02-04 12월 홍재성 http://www.jskor.com 서울특별시

443 제이준코스메틱 0256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 판매 1995-07-08 12월 고재영 http://www.jayjun.kr 인천광역시

444 제일기획 030000 광고업 광고 대행/광고물,영화 제작,인쇄,출판 1998-03-03 12월 유정근 http://www.cheil.co.kr 서울특별시

445 제일약품 27198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2017-07-17 12월 성석제 http://www.jeilpharm.co.kr 서울특별시

446 제일연마 001560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연마석,다이아몬드공구 제조,도소매/주택건설 2005-12-09 12월 오유인, 오현수 (각자 대표) http://www.grinding.co.kr 경상북도

447 제일파마홀딩스 00262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의약품(타리비드,제일파프,노엘,푸라솔) 제조,도매 1988-01-20 12월 한상철 http://www.jeilpharm.co.kr 서울특별시

448 제주은행 006220 은행 및 저축기관 은행업무,외국환업무,신탁업무 1972-12-28 12월 서현주 http://www.e-jejubank.com
제주특별자치

도

449 제주항공 089590 항공 여객 운송업 여객운송서비스, 화물운송서비스 2015-11-06 12월 이석주 http://www.jejuair.net
제주특별자치

도

450 조광페인트 00491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도료(우레탄,에나멜,락카,특수도료) 제조,도매 1976-12-27 12월 양성아 http://www.chokwangpaint.co.kr 부산광역시

451 조광피혁 004700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가죽(피혁원단,제화용원단,카시트용원단),가방,신발

제조,도매
1977-05-27 12월 이연석 http://www.chokwang.co.kr 충청북도

452 조비 001550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복합비료(연초용,수도용,시판용,특수작물용),양액재배

용 비료,완효성 비료,부직포 제조,무역
1976-12-28 12월 이병만,이용진 http://www.chobi.co.kr 서울특별시

453 조선내화 000480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내화연와(정형,부정형,S/N,CCN),단열벽돌,스라이딩노

즐,연주용 특수내화물 제조
1978-06-30 12월 이금옥 http://www.chosunref.co.kr 전라남도

454 조선선재 120030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용접재료 2010-02-19 12월 장원영 http://www.chosunwelding.com 경상북도

455 조일알미늄 01847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알루미늄판 제조,도매 1988-11-22 12월 이영호 http://www.choilal.co.kr 경상북도 13



456 조흥 002600 기타 식품 제조업
휘핑크림,인스턴트이스트,프루츠칵테일,크림치즈,견

과류,건조과일 제조,판매/주택 신축,판매
1976-12-23 12월 유익제 http://www.choheung.co.kr 경기도

457 종근당 185750 의약품 제조업 딜라트렌,리피로우 2013-12-06 12월 김영주 http://www.ckdpharm.com 서울특별시

458 종근당바이오 06316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원료의약품 제조 2001-12-11 12월 이정진 http://www.ckdbio.com 서울특별시

459 종근당홀딩스 00163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항생제,위궤양치료제,장기이식면역억제제,고

지혈증치료제(로바이드)) 제조,도매
1976-06-30 12월 우영수 http://www.ckd-holdings.com 서울특별시

460 주연테크 04438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각종컴퓨터,주변기기 제조/소프트웨어 개발 2006-11-15 12월 김희라 http://www.jooyon.co.kr 서울특별시

461 지엠비코리아 01387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VS, TIB, CVJoint 등 2012-11-20 12월 정세영, 변종문 http://www.gmb.co.kr 경상남도

462 지역난방공사 07132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집단에너지공급 및 전기,증기 생산,판매 2010-01-29 12월 황창화 http://www.kdhc.co.kr 경기도

463 지코 01058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워터펌프,오일펌프,엔진헤드(GV6),프론트

케이스) 제조
1994-12-27 12월 신달석, 신승균 http://www.jico21.com 충청남도

464 지투알 03500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지주회사 1999-08-11 12월 정성수 http://www.lgad.co.kr 서울특별시

465 진도 088790 기타 전문 도매업 모피제품 제조,가공 2006-03-28 12월 임영준 http://www.jindofand.co.kr 서울특별시

466 진양산업 00378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합성수지,폴리우레탄스폰지 제조,도매,수출입 1973-06-26 12월 김상용 http://www.cyc1963.com 경상남도

467 진양폴리우레탄 01064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폴리우레탄,폴리우레탄스폰지 제조,판매 1989-09-30 12월 김상용,조영태(각자대표이사) http://www.chinyangpoly.kr 경기도

468 진양홀딩스 10025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투자,경영컨설팅 2008-02-15 12월 양준영,임규호(각자대표) http://cyholdings.kr 부산광역시

469 진양화학 05163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레쟈,바닥재 제조 2001-01-29 12월 김상용 http://www.chinyang.co.kr 울산광역시

470 진에어 272450 항공 여객 운송업 여객, 화물 등 항공운송 2017-12-08 12월 최정호 http://www.jinair.com 서울특별시

471 진원생명과학 011000 의약품 제조업 의류용심지(인터론),가공직물(패브론) 제조,도소매 1987-11-16 12월 박영근 http://www.genels.com 서울특별시

472 진흥기업 002780 토목 건설업 아파트건설,토목공사,건축공사,국내도급공사 1977-06-25 12월 노재봉, 이주익 http://www.chinhung.co.kr 인천광역시

473 참엔지니어링 00931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FPD Laser Repair 장비 등 (FPD 장비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
1987-11-12 12월 김규동 http://www.charmeng.com 경기도

474 천일고속 000650 육상 여객 운송업
고속버스운수(경부선,44개 노선),도로여객운수업,운

수창고업,유류판매,부동산 임대
1977-06-23 12월 박도현 http://www.chunilexpress.com 부산광역시

475 청호컴넷 01260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금융단말기(현금자동입출금기,온라인단말기),통신기

기 제조,판매
1990-07-10 12월 지창배, 이정우 (각자 대표이사) http://www.chunghocomnet.com 서울특별시

476 체시스 03325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뒷차축 제조 1999-08-11 06월 이명곤, 김성광(각자대표이사) http://www.chasys.com 경상북도

477 카리스국보 001140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콘테이너운송,수출입화물보관,도로

운송,CY보관,하역
1989-12-02 12월 하현, 윤성재 (각자 대표) http://www.kukbo.com 서울특별시

478 카카오 0357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인터넷 서비스(인터넷 광고) 2017-07-10 12월 여민수, 조수용 http://www.kakaocorp.com

제주특별자치

도

479 카프로 00638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카프로락탐,유안비료 제조 1974-05-28 12월 권용대 http://www.hcccapro.co.kr 서울특별시

480 컨버즈 109070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크라프트지,박엽지 2009-03-17 12월 곽종윤 http://www.k-paper.kr 경기도

481 케이비아이동국실업 00162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에어닥트,글로벌박스,노즐,어셈블리류,핸

들류) 제조,판매/공장 임대
1990-09-15 12월 김진산 http://www.dongkook-ind.co.kr 서울특별시

482 케이씨 029460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

조업; 광학기기 제외
가스/Chemical 공급 장치 등 제조 및 판매 1997-11-25 12월 고석태, 양호근 http://www.kct.co.kr 경기도

483 케이씨씨 00238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건축용단열재,내외장재,스레트,밤라이트,암면,석고보

드,판유리 제조
1973-06-25 12월 정몽진, 정몽익 http://www.kccworld.co.kr 서울특별시

484 케이씨텍 281820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

조업; 광학기기 제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2017-12-05 12월 최동규, 임관택 (각자 대표이사) http://www.kctech.co.kr 경기도

485 케이씨티시 009070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항만하역,창고보관,컨테이너조작,중

량물해상운송
1978-09-29 12월 이준환 http://www.kctc.co.kr 서울특별시

486 케이탑리츠 14527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 2012-01-31 12월 이명식 http://www.ktopreits.co.kr 서울특별시

487 케이티 030200 전기 통신업
유무선통신사업,공중전기통신사업,인터넷,전자상거

래,네트워크(전용회선,데이터통신,초고속사업 등)
1998-12-23 12월 황창규 http://www.kt.com 경기도

488 케이티스카이라이프 053210 텔레비전 방송업 위성방송서비스 2011-06-03 12월 강국현 http://www.ktskylife.co.kr 서울특별시

489 케이티앤지 033780 담배 제조업 잎담배,제조담배,홍삼,홍삼제품 제조,판매 1999-10-08 12월 Baek, Bok-In http://www.ktng.com 대전광역시

490 코리아써키트 007810 전자부품 제조업 인쇄회로기판,Module 제조/부동산(건물) 임대 1985-09-09 12월 서정호 http://www.kcg.co.kr 경기도

491 코리아오토글라스 15233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자동차 안전 유리 2015-12-29 12월 우종철 http://kac.kccworld.co.kr
세종특별자치

시 14



492 코리안리 003690 재 보험업 금융보험/부동산 임대 1969-12-22 12월 원종규 http://www.koreanre.co.kr 서울특별시

493 코스맥스 1928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 2014-04-07 12월 이경수, 김재천 http://www.cosmax.com 경기도

494 코스맥스비티아이 044820 기타 금융업 화장품,의약부외품 제조,도매 2006-11-13 12월 이경수,문성기 http://www.cosmax.com 경기도

495 코스모신소재 00507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이차전지양극활물질,기능성필름 1987-09-28 12월 홍동환 http://www.cosmoamt.com 충청북도

496 코스모화학 0054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이산화티타늄 및 부산물, 황산코발트 및 부산물 1987-07-23 12월 함재경 http://www.cosmochem.co.kr 서울특별시

497 코아스 071950 가구 제조업 사무용가구,금속가구 도매,제조 2005-08-04 12월 노재근 http://www.ikoas.com 서울특별시

498 코오롱 00202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1975-06-23 12월 유석진 http://www.kolon.com 경기도

499 코오롱글로벌 003070 토목 건설업
토목공사,일반건설,주택건설,해외건설,소각로설비공

사/환경플랜트,폐처리기 제조
1978-09-15 12월 윤창운 http://www.kolonglobal.com 경기도

500 코오롱머티리얼 144620 화학섬유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직물 도매,무역 2012-04-05 12월 대표이사 사장 최석순 http://www.kolonfm.com 경기도

501 코오롱인더 120110 화학섬유 제조업 산업자재, 화학, 필름 2010-02-01 12월 장희구 서울특별시

502 코오롱플라스틱 13849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엔지니어링플라스틱 2011-06-15 12월 김영범 http://www.kolonplastics.com 경상북도

503 콤텍시스템 0318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시스템(네트웍) 구축/데이터통신장비(모뎀,먹스),종합

네트워크시스템 제조,설치,유지보수
1997-02-12 12월 송준섭, 김중균 (각자 대표이사) http://www.comtec.co.kr 서울특별시

504 쿠쿠홀딩스 192400 기타 금융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014-08-06 12월 구본학 http://www.cuckoo.co.kr 경상남도

505 쿠쿠홈시스 284740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2018-01-11 12월 구본학 http://www,cuckoo.co.kr 경기도

506 큐로 01559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열교환기,압력용기,저장탱크,산업용보일러 제조 1989-05-27 12월 서상훈 http://www.curo.co.kr 울산광역시

507 크라운제과 264900 기타 식품 제조업 비스킷, 스낵, 당과 2017-04-11 12월 장완수 http://www.crown.co.kr 서울특별시

508 크라운해태홀딩스 005740 기타 금융업 비스켓,쵸코렛,사탕,웨이퍼 제조,도매 1976-06-30 12월 윤석빈 http://www.crown.co.kr 서울특별시

509 키다리스튜디오 0201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만화, 소설 등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판매, 컴퓨터 프

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996-07-03 12월 김영훈 http://www.kidaristudio.com 서울특별시

510 키움증권 03949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 인수, 주선 2009-08-03 12월 이 현 http://www.kiwoom.com 서울특별시

511 키위미디어그룹 012170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
석탄(점결탄) 판매 1989-12-20 12월 정철웅 http://www.kiwimediagroup.com 서울특별시

512 태경산업 01589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제강용 정련제(프락스),카바이드,중질탈산칼슘 제조,

판매/고속도로휴게소 운영
1996-01-30 12월 김해련, 문희철 (각자 대표이사) http://www.taekyung.co.kr 서울특별시

513 태경화학 00689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드라이아이스,액체탄산,고체탄산 제조 2003-01-28 12월 박기환 http://www.taekyungchem.co.kr 서울특별시

514 태광산업 003240 화학섬유 제조업 석유화학제품(PTA,AN),화섬사,직물 등 1975-12-27 12월 홍현민, 김형생 (각자 대표이사) http://www.taekwang.co.kr 서울특별시

515 태림포장 011280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골판지,골판지상자,수출용박스 제조,도매/인쇄 1988-12-20 12월 김영식 http://www.tailim.com 경기도

516 태양금속공업 00410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강력볼트,너트,전기전자제품용 나사,자전거

부품,전해동박,도금도장설비 제조
1976-05-25 12월 한우삼. 한하워드성(각자 대표이사) http://www.taeyangmetal.com 경기도

517 태영건설 009410 토목 건설업

종합건설업(토목공사,도로공사,건축공사,관급공사,환

경공사,상하수도공사,하수종말처리공사)/부동산 임

대,매매

1989-11-13 12월 이재규 http://www.taeyoung.com 경기도

518 태원물산 00142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워터펌프,인산정제석고,건축자재(불연내

장재), 제조,수출입
1975-06-24 12월 남기영 http://www.twms.co.kr 서울특별시

519 태평양물산 007980 봉제의복 제조업
봉제의류(자켓,파카,코트),침구 제조,우모가공,생활용

품 도소매,무역
1994-12-27 12월 임석원 http://www.panpacific.co.kr 서울특별시

520 테이팩스 05549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OCA, 2차전지용 테이프, 산업용 랩 등 2017-10-31 12월 심병섭 http://tapex.co.kr 경기도

521 텔코웨어 07800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핵심망솔루션,무선데이터솔루션,요소기

술) 개발,유지보수,무역
2004-07-20 12월 금한태 http://www.telcoware.com 서울특별시

522 토니모리 2144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스킨케어 베이직, 포인트 메이크업, 스킨케어 스페셜,

베이스 메이크업 등
2015-07-10 12월 배해동 http://www.etonymoly.com 서울특별시

523 티비에이치글로벌 084870 봉제의복 제조업 캐주얼의류,여성의류,남성의류 제조,도소매 2005-12-19 12월 우종완 서울특별시

524 티에이치엔 01918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부품(전기배선장치류) 제조,도매 1996-07-31 12월 이광연, 양혁묵 http://www.th-net.co.kr 대구광역시

525 티웨이항공 091810 항공 여객 운송업 저가 항공운송 2018-08-01 12월 정홍근 http://www.twayair.com 서울특별시

526 티웨이홀딩스 004870 반도체 제조업
레미콘,콘크리트파일,완구 제조/미니어쳐테마파크 운

영
1977-06-30 12월 황정현 http://www.twayholdings.com 서울특별시

527 파미셀 00569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줄기세포치료제,화장품 1988-05-20 12월 김현수 http://www.pharmicell.com 서울특별시

528 팜스코 03658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배합사료 제조,도매 1999-10-25 12월 정 학 상, 김 홍 국 http://www.farmsco.com 경기도 15



529 팬오션 028670 해상 운송업 해상화물운송(외항,운수보관) 2007-09-21 12월 김홍국, 추성엽(각자 대표이사) http://www.panocean.com 서울특별시

530 퍼스텍 0108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방위산업제품,프린터,불소화합물,자동차용 매트 제

조/얼굴인식시스템 개발
1989-05-10 12월 김용민, 손경석 http://www.firsteccom.co.kr 경상남도

531 퍼시스 016800 가구 제조업 사무용 가구,의자,책상,캐비넷 제조 1996-12-24 12월 대표이사 이종태 대표이사 배상돈 http://www.fursys.co.kr 서울특별시

532 페이퍼코리아 00102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제지(신문용지,중질지),합판 제조,건설,석유류 판매 1976-06-26 12월 권육상 http://www.papercorea.co.kr 전라북도

533 평화산업 09008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방진고무,방류고무(COVER류,CUP류),호

스류),장비시설용 부품 제조,판매
2006-06-02 12월 김종석, 김동관 http://www.ph.co.kr 대구광역시

534 평화홀딩스 01077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지주회사 1986-03-31 12월 김종석, 김동관 http://www.phhc.co.kr 대구광역시

535 포스코 005490 1차 철강 제조업 열연코일,냉연강판,후판,선재,스테인리스 제조 1988-06-10 12월
대표이사 회장 최정우, 대표이사 사장

장인화
http://www.posco.co.kr 경상북도

536 포스코강판 058430 1차 철강 제조업
용융아연도금강판,용융알루미늄도금강판,칼라도장강

판,냉연강판 가공,제조,도매
2002-08-16 12월 하대용 http://www.poscocnc.com 경상북도

537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 상품 중개업
무역(철강,화학,자동차부품),수출주선,대행,알선,가공

원단,폴리우레탄,자동차시트 제조
2001-03-23 12월 대표이사 사장 김영상 http://www.poscointl.com 서울특별시

538 포스코케미칼 003670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내화물, 생석회, 음극재 및 양극재 2019-05-29 12월 민경준 http://www.poscochemical.com/ 경상북도

539 폴루스바이오팜 007630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정밀전자계측기,이동통신장비,무선호출기,파형관측

기,인공위성수신기 제조
1988-10-24 12월 남승헌, 정운창 (각자 대표이사) http://polusbiopharm.com 인천광역시

540 풀무원 017810 기타 식품 제조업
두부류,생면류,나물류,냉동류,조미류,김치류,묵류,녹

즙,과채음료,건강보조식품 판매,제조,생식품 수출
1995-10-05 12월 이효율 http://www.pulmuone.co.kr 충청북도

541 풍산 10314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008-07-30 12월 류진, 박우동 http://www.poongsan.co.kr 경기도

542 풍산홀딩스 005810 기타 금융업 동판제,대,관,봉,선,소전,동파이프 제조,도매,무역 1988-07-28 12월 류진, 최한명 http://www.poongsan.co.kr 인천광역시

543 필룩스 033180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페라이트코아,트랜스포머,데코램프) 제조/

온라인정보 제공/부동산 임대
2001-12-26 12월 안원환 http://www.feelux.com 경기도

544 하나금융지주 086790 기타 금융업 기타 금융 2005-12-12 12월 김정태 http://www.hanafn.com 서울특별시

545 하나니켈1호 09934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투자신탁 2008-02-01 02월 하나UBS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546 하나니켈2호 09935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투자신탁 2008-02-01 02월 하나UBS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547 하나제약 293480 의약품 제조업 완제의약품 2018-10-02 12월 이윤하 http://www.hanaph.co.kr 경기도

548 하나투어 03913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일반여행알선,컴퓨터프로그램 개발,보급,통신판매 2011-11-01 12월 박상환, 김진국(각자대표) http://www.hanatour.com 서울특별시

549 하이골드12호 172580 운송장비 임대업 2013-07-12 12월 오운용
제주특별자치

도

550 하이골드3호 153360 운송장비 임대업 2012-05-04 12월 오운용
제주특별자치

도

551 하이골드8호 159650 운송장비 임대업 선박펀드 2012-09-17 12월 오운용 http://www.kmarin.co.kr
제주특별자치

도

552 하이스틸 071090 1차 철강 제조업 강관 제조,도매 2003-02-17 12월 엄정근 http://www.histeel.co.kr 충청남도

553 하이트론씨스템즈 019490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영상음향기기(보안시스템,CCTV용 모니터,CRT,화상회

의시스템),정보통신기기 제조
1998-11-04 12월 최영덕 http://www.hitron.co.kr 경기도

554 하이트진로 000080 알코올음료 제조업 소주 2009-10-19 12월 김인규 http://www.hitejinro.com 서울특별시

555 하이트진로홀딩스 00014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1973-09-19 12월 김인규 http://www.hitejinroholdings.com 서울특별시

556 한국ANKOR유전 15255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2012-03-08 03월 한국투자신탁운용 서울특별시

557 한국가스공사 03646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액화천연가스 공급,제조,도매,개발 1999-12-15 12월 채희봉 http://www.kogas.or.kr 대구광역시

558 한국공항 00543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항공기 지상조업,항공화물 상하역,장비대여,항공용역

사업,항공기급유,항공화물 취급,보관,부정기헬기운송,

여행알선,광업,먹는샘물 제조,농축산업

1976-12-28 12월 강영식 http://www.kas.co.kr 서울특별시

559 한국금융지주 071050 기타 금융업 금융지주회사 2003-07-21 12월 김남구 http://www.koreaholdings.com 서울특별시

560 한국내화 010040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내화벽돌,내화몰탈,축로등 제조,판매 2000-10-16 12월 김상배,김용민(각자대표) http://www.fskrc.co.kr 충청남도

561 한국단자공업 02554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전기변환장치(광커넥터,통신용콘넥터,정밀압착단자

설계) 제조,무역(수출)
1996-10-16 12월 이창원,이원준 http://www.ket.com 인천광역시

562 한국석유공업 004090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석유류제품(솔벤트,부로운아스팔트,방수시트몰터프

라스,메타놀,빙초산) 제조,도소매/부동산 임대
1977-06-25 12월 강승모, 김병집(각자대표이사) http://www.koreapetroleum.com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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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한국수출포장공업 002200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골판지상자,골판지원지 제조,판매 1974-06-28 12월
대표이사 회장 허용삼 대표이사 사장

허정훈(각자대표이사)
http://www.keppack.co.kr 서울특별시

564 한국쉘석유 002960 석유 정제품 제조업 윤활유,그리스 제조,도매 1988-08-10 12월 강진원 http://www.shell.co.kr 부산광역시

565 한국자산신탁 12389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동산 신탁 서비스, REITs 2016-07-13 12월 김규철 http://www.kait.com 서울특별시

566 한국전력공사 015760 전기업 전력자원개발,발전,송전,전력용기자재확보 1989-08-10 12월 김종갑 http://www.kepco.co.kr 전라남도

567 한국전자홀딩스 006200 기타 금융업 시장조사,경영컨설팅 1979-11-30 12월 유원영 http://www.kecholdings.co.kr 서울특별시

568 한국제지 00230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인쇄용지,아트지,백상지 제조 1971-06-23 12월 안재호 http://www.hankukpaper.com 서울특별시

569 한국조선해양 009540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선박,해양구조물,엔진,펌프 전동기,중전기,중장비 제

조/자동창고,물류시스템
1999-08-24 12월 권오갑 http://www.hhi.co.kr 서울특별시

570 한국종합기술 02335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
토목설계,건축설계,감리,측량/토목건축공사 2011-04-28 12월 이상민 http://www.kecc.co.kr 경기도

571 한국주강 02589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주강,주물 제조,도매 1997-07-18 12월 하만규 http://www.hascokorea.co.kr 경상남도

572 한국주철관공업 000970 1차 철강 제조업 수도용주철관,강관 제조 1969-12-12 03월
홍동국, 김태형, 김형규, 김길출 (각자

대표제)
http://www.kcip.co.kr 부산광역시

573 한국철강 104700 1차 철강 제조업 철근. 단조강. 파이프 2008-09-29 12월 문종인, 이수하 (각자대표) http://www.kisco.co.kr 경상남도

574 한국카본 017960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

업

탄소섬유(카본프리프레그(낚시대,테니스라켓,골프

Shaft,스포츠레저용품)),합성수지,글라스페이퍼,LNG

선박용 단열판넬 제조,도매

1995-07-08 12월 조문수 http://www.hcarbon.com 경상남도

575 한국콜마 16189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 의약품 2012-10-19 12월 윤상현, 이호경, 안병준
세종특별자치

시

576 한국콜마홀딩스 024720 기타 금융업 화장품,의약부외품의 주문자표시 제조,도매 2002-04-09 12월 김병묵 http://www.kolmar.co.kr
세종특별자치

시

57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

지
161390 고무제품 제조업 타이어 제조 2012-10-04 12월 조현범,이수일 http://kr.hankooktire.com 서울특별시

578 한국테크놀로지그룹 000240 기타 금융업
고무타이어,고무튜브,후랩,알루미늄휠의 제조,판매,임

대수익,물품운반용기,포장용기(프라스틱)
1968-12-27 12월 조현식 http://www.hankooktire.com 서울특별시

579 한국토지신탁 03483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동산신탁 등 2016-07-11 12월 차정훈,최윤성(각자대표) http://www.koreit.co.kr 서울특별시

580 한국특수형강 007280 1차 철강 제조업 철강압연제품(앵글,이형형강,평철,환봉) 제조,판매 1989-11-13 12월 장세현, 조권제 http://www.ekosco.com 부산광역시

581 한국패러랠 16849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2013-04-19 03월 한국투자신탁운용(주) 서울특별시

582 한국프랜지공업 01010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제동,구동장치),프랜지(관이음쇠),철구조

물,산업기계 제조
1987-10-02 12월 손진현 http://www.kofco.com 울산광역시

583 한국항공우주 047810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정부방산 및 완제기 수출(T-50계열, KUH계열, KT-1계

열 등), 기체부품
2011-06-30 12월 최종호 http://www.koreaaero.com 경상남도

584 한국화장품 123690 생활용품 도매업 화장품 2010-06-01 12월 이용준 http://www.ihkcos.co.kr 서울특별시

585 한국화장품제조 00335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OEM,ODM) 1978-02-06 12월 임충헌, 이용준 http://www.hkcosm.com 서울특별시

586 한농화성 01150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계면활성제,글리콜에테르 제조,판매 2003-01-09 12월 김응상, 경상호 (각자대표) http://hannong.koreasme.com 전라북도

587 한독 00239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소화제,크라포란,라식스)제조,도매,부동산 임

대
1976-06-30 12월 김영진, 조정열 http://www.handok.co.kr 서울특별시

588 한라 014790 토목 건설업
토목,건축,전기,환경사업,준설공사,포장공사,주택,중기

임대
1994-08-12 12월 이석민 http://www.halla.co.kr 서울특별시

589 한라홀딩스 06098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2010-05-19 12월 홍석화, 최경선 http://www.hallaholdings.com 경기도

590 한미글로벌 05369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

건축 설계,감리/건축공사,토목공사,설비공사,전기공

사,안전공사
2009-06-23 12월 윤요현, 박서영 http://www.hanmiparsons.com 서울특별시

591 한미반도체 04270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후공정장비,반도체금형 제조/부동산 매매,임

대
2005-07-22 12월 곽동신 http://www.hanmisemi.com 인천광역시

592 한미사이언스 008930 기타 금융업

항생제(세포탁심,세포트리악손),유산균정장제(메디락

비타,메디락베베),위장관운동조절개선제(설프라이드),

고혈압치료제(유니바스크),원료의약품,식품 제조,판매

1988-06-20 12월 임종윤 http://www.hanmi.co.kr 경기도

593 한미약품 12894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2010-07-30 12월 우종수, 권세창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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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한샘 009240 생활용품 도매업
주방가구(씽크대),인테리어가구 판매,제조/주택신축

판매
2002-07-16 12월 최양하 http://www.hanssem.com 경기도

595 한섬 020000 봉제의복 제조업
여성의류,금속 액세서리,신발,가방,선글라스 제조,판

매
1996-07-03 12월 김형종 http://www.handsome.co.kr 서울특별시

596 한성기업 003680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냉동식품,햄제품 제조,도매,보관/원양어업 1989-01-26 12월 임우근,임준호(각자대표) http://www.hsep.com 부산광역시

597 한세실업 105630 봉제의복 제조업 의류 완제품 2009-03-20 12월 김익환 http://www.hansae.com 서울특별시

598 한세엠케이 069640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케주얼웨어(BUCKAROO, TBJ 등) 2011-06-21 12월 김동녕, 김문환(각자 대표이사) http://www.mktrend.co.kr 서울특별시

599 한세예스24홀딩스 016450 봉제의복 제조업 의류(니트) 제조,도소매,원단 제조,부동산 임대 2000-01-06 12월 김동녕, 김석환(각자 대표이사) http://www.hansaeyes24.com 서울특별시

600 한솔로지스틱스 00918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지류펄프 보관창고 운영/화물취급,화물운송알선,물류

컨설팅/종합쇼핑몰운영,통신판매,인터넷백화점
1989-11-13 12월 황규호 http://www.hansollogistics.com 서울특별시

601 한솔제지 21350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제조 및 판매 2015-01-26 12월 이상훈 http://www.hansolpaper.co.kr 서울특별시

602 한솔케미칼 01468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과산화수소,라텍스,요소수지,수소액화탄산,차아황산

소다 제조,판매,디지털카메라용 인화필름 제조,수출
1989-05-20 12월 박원환 http://www.hansolchemical.com 서울특별시

603 한솔테크닉스 004710 전자부품 제조업
백라이트유닛,인버터,폴리바리콘,모니터,통신장비 제

조
1988-07-06 12월 박현순 http://www.hansoltechnics.com 서울특별시

604 한솔피엔에스 010420 기타 전문 도매업
정보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 포장재제조 및 가공, 지

류가공 및 판매
1989-05-31 12월 강준석 http://www.hansolpns.com 서울특별시

605 한솔홀딩스 00415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경영자문컨설팅 1972-05-17 12월 이재희 http://www.hansol.com 서울특별시

606 한솔홈데코 02575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PB,MDF,바닥재,강화,재생목재,LPM,제재목 제조,도소

매,무역/임업,벌목관련 사업
2003-11-04 12월 이천현 http://www.hansolhomedeco.co.kr 서울특별시

607 한신공영 004960 건물 건설업
토목공사,건축공사,주택건설,유통업(백화점),문화교

실,주차장
1976-07-07 12월 태기전,최문규 http://www.hanshinc.com 경기도

608 한신기계공업 01170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공기압축기,공구류 제조,판매/오파 1987-07-24 12월 최영민 http://www.hanshin.co.kr 경기도

609 한양증권 00175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증권업 1988-03-04 12월 임재택 http://www.hygood.co.kr 서울특별시

610 한온시스템 01888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용부품(라디에이터,히터,에어콘,압축기,콘덴서,

컴퓨레사) 제조,도매
1996-07-31 12월

각자대표집행임원 3인 선임 - 손정원

(대표집행임원) - 너달 쿠추카야(대표

집행임원) - 성민석(대표집..

http://www.hanonsystems.com 대전광역시

611 한올바이오파마 00942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도매/부동산 임대 1989-12-18 12월 박승국,윤재춘(공동대표이사) http://www.hanall.co.kr 대전광역시

612 한익스프레스 014130 도로 화물 운송업

특수화물 운송(유류,화학류,벌크제품 등),냉동차,탱크

로리운송,복합운송 주선,임대,택배/특장차,중기 제조,

판매

1989-07-25 12월 이재헌, 이석환 (각자대표) http://www.hanex.co.kr 경기도

613 한일시멘트 30072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시멘트, 레미콘, 레미탈 2018-08-06 12월 전근식 http://www.hanilcement.com 서울특별시

614 한일철강 002220 1차 철강 제조업
강관류,철판류,금속관류,건축자재,자동차부품 제조,도

매
1988-10-07 12월 엄정헌 http://www.hanilsteel.co.kr 서울특별시

615 한일현대시멘트 00639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시멘트,시멘트반제품 제조,판매/콘도미니엄,스키장,

종합레저관광산업,체육진흥사업,사업서비스
1975-12-26 12월 장오봉 http://WWW.HANILHDCEMENT.COM 서울특별시

616 한일홀딩스 00330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지주사업 1969-11-20 12월 허기호, 전근식(각자대표) http://www.hanil.com 서울특별시

617 한전KPS 051600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일반전기공사,발전설비정비공사,점검,수리,엔지니어

링
2007-12-14 12월 김범년 http://www.kps.co.kr 전라남도

618 한전기술 05269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
원자력발전소 설계 등 2009-12-14 12월 이배수 http://www.kepco-enc.com 경상북도

619 한전산업 13066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검침 2010-12-16 12월 홍원의 http://www.kepid.co.kr 서울특별시

620 한진 002320 도로 화물 운송업 포장화물,택배산업,항만하역,고속버스사업,운수보관 1974-08-12 12월 조양호, 서용원 http://www.hanjin.co.kr 서울특별시

621 한진중공업 097230 토목 건설업
선박건조,기계플랜트 제조/토목공사,건축공사,조경공

사,전기공사,가스공사,준설공사,기계설비공사
2007-08-31 12월 이병모 http://www.hanjinsc.com 부산광역시

622 한진중공업홀딩스 00348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지주회사 1956-03-03 12월 조남호, 조원국 http://www.hhic-holdings.com 경기도

623 한진칼 180640 항공 여객 운송업 지주사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 2013-09-16 12월 조원태, 석태수 http://www.hanjinkal.co.kr 서울특별시

624 한창 005110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소화기, 통신장비 유통 1976-06-01 12월 최 승 환 http://www.hanchang.co.kr 부산광역시

625 한창제지 009460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마닐라판지,고급백판지(ALL PULP) 제조,판매,수출입 1987-12-23 12월 김길수 http://www.hcpaper.co.kr 경상남도

626 한화 00088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약,화공품,자동선반류,공작기계 제조,전자교환기,건

설,정보통신,종합무역/임직원 및 개인대상 교육,세미

나 및 워크샵 중계,동영상광고

1976-06-24 12월 금춘수, 김연철, 이민석, 옥경석 http://www.hanwhacorp.co.kr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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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027390 종합 소매업 백화점,부동산임대,신용카드업,주차장 1996-01-30 12월 김은수 http://www.timeworld.co.kr 대전광역시

628 한화생명 088350 보험업 생명보험 2010-03-17 12월 차남규, 여승주 http://www.hanwhalife.com 서울특별시

629 한화손해보험 000370 보험업 손해보험 1975-06-30 12월 박윤식 http://www.hwgeneralins.com/ 서울특별시

6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엔진,특수방산장비 제조/정비사업 1987-05-27 12월 Shin Hyun Woo http://www.hanwhaaerospace.co.kr/ 경상남도

631 한화케미칼 00983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수지,유화부문(LDPE,LLDPE)제품 제조,플라스틱

가공품(PVC),CA,무기화학제품,부동산업
1974-06-19 12월 김창범 http://hcc.hanwha.co.kr 서울특별시

632 한화투자증권 00353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위탁매매,자기매매,인수주선 1986-11-25 12월 권희백 http://www.koreastock.co.kr 서울특별시

633 해성디에스 195870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패키지용 Substrate 2016-06-24 12월 조돈엽 http://www.haesungds.com 경상남도

634 해태제과식품 101530 기타 식품 제조업 홈런볼, 오예스, 맛동산, 부라보콘 등 2016-05-11 12월 신정훈 http://www.ht.co.kr 충청남도

635 핸즈코퍼레이션 14321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알루미늄 휠 2016-12-02 12월 승현창 http://www.handscorp.co.kr 인천광역시

636 현대건설 000720 토목 건설업
공사수입,주택분양,건설산업부문 설계,감리 등 엔지

니어링서비스
1984-12-22 12월 박동욱 http://www.hdec.kr 서울특별시

637 현대건설기계 26727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굴삭기, 지게차, 휠로더 등 2017-05-10 12월 공기영 http://www.hyundai-ce.com 서울특별시

638 현대그린푸드 005440 종합 소매업 백화점,여행알선,숙박,음식점/부동산 임대 1989-08-22 12월 정지선, 박홍진(각자 대표이사) http://www.hyundaigreenfood.com 경기도

639 현대글로비스 08628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주선,화물포장,자동차 수리/산업용 기계장비

임대
2005-12-26 12월 김정훈 http://www.glovis.net 서울특별시

640 현대로템 064350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차량, 특수중기, 산업기계 2013-10-30 12월 이건용 http://www.hyundai-rotem.co.kr 경상남도

641 현대리바트 079430 가구 제조업
일반목재가구(책상,침실가구),주방가구,목창호,사무용

가구,선실가구 제조
2005-11-22 12월 김화응 http://www.hyundailivart.co.kr 경기도

642 현대모비스 01233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A/S용 부품,컨테이너,특수중기,산업기계제품

생산,판매,부품모듈화,부품수출사업,환경/플랜트사업,

특수중기부문(컨테이너)

1989-09-05 12월 정몽구, 정의선, 박정국 http://www.mobis.co.kr 서울특별시

643 현대미포조선 010620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선박수리,선박개조,선박신조 1983-12-20 12월 신현대 http://www.hmd.co.kr 울산광역시

644 현대백화점 069960 종합 소매업 백화점 2002-11-25 12월 정지선, 이동호, 박동운 (각자대표) http://home.e-hyundai.com 서울특별시

645 현대비앤지스틸 004560 1차 철강 제조업 스텐레스냉연강판,특수강 제조 1987-03-24 12월 - 정일선 http://www.hyundai-bngsteel.com 경상남도

646 현대상선 011200 해상 운송업 정기,부정기,전용선,콘테이너선,자동차선,LNG선 해운 1995-10-05 12월 배재훈 http://www.hmm21.com 서울특별시

647 현대약품 004310 의약품 제조업 타코실, 마이녹실, 테놀민, 미에로화이바 등 1978-06-28 11월 김영학, 이상준 http://www.hyundaipharm.co.kr 충청남도

648 현대에이치씨엔 126560 텔레비전 방송업 방송업 2010-12-23 12월 김성일 http://www.hcn.co.kr 서울특별시

649 현대엘리베이터 01780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공항,공정,크린룸,병원 물류

시스템,수,배송센터,고속소팅시스템,주차설비 제조,판

매,보수

1996-07-03 12월 권기선 http://www.hyundaielevator.co.kr 경기도

650 현대오토에버 30795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산실운영, 시스템구축, 전산장비 납품, SOC/건축

사업
2019-03-28 12월 오일석 http://www.hyundai-autoever.com 서울특별시

651 현대위아 01121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 2011-02-21 12월 김경배 http://www.hyundai-wia.com 경상남도

652 현대일렉트릭 26726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변압기, 고압차단기, 회전기, 배전반 등 2017-05-10 12월 정명림 http://www.hyundai-elec.com 서울특별시

653 현대자동차 00538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승용차,버스,트럭,특장차),자동차부품,자동차

전착도료 제조,차량정비사업
1974-06-28 12월

정몽구, 정의선, 이원희, 하언태(각자

대표이사)
http://www.hyundai.com 서울특별시

654 현대제철 004020 1차 철강 제조업
H형강,제철,제강,철근,압연,스테인레스,주강,시트파일

제조,수출입,중기부품(탱크바퀴)제조,판매
1987-05-23 12월 안동일 http://www.hyundai-steel.com 인천광역시

655 현대종합상사 011760 상품 종합 도매업
자동차,철강,기계,선박,플랜트,컴퓨터,전자제품 수출,

수출입대행/자원(탄광,유전) 개발
1977-12-01 12월 정몽혁 http://www.hyundaicorp.co.kr 서울특별시

656 현대중공업지주 267250 석유 정제품 제조업 산업용 로봇, 클린용 로봇, 조선 기자재 등 2017-05-10 12월 권오갑 대구광역시

657 현대차증권 00150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의매매,위탁매매,유가증권의 중개,대리/부동

산 임대
1990-06-09 12월 이용배 http://www.hmcib.com 서울특별시

658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227840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브랜드사업, 육류유통 2015-10-23 12월 장안석
http://www.hyundaicorpholdings.co

m
서울특별시

659 현대해상 001450 보험업 손해보험(자동차보험) 1989-08-25 12월 이철영 http://www.hi.co.kr 서울특별시

660 현대홈쇼핑 057050 무점포 소매업 TV홈쇼핑 도소매/홈쇼핑프로그램 제작 2010-09-13 12월 정교선,강찬석(각자 대표이사) http://www.hmall.com 서울특별시

661 형지엘리트 093240 봉제의복 제조업 학생복,스포츠의류,작업복 제조,도매 2009-09-28 06월 최병오 http://www.hyungji-elite.com 인천광역시 19



662 혜인 003010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건설기계,산업용 기계장비(진공흡인차,세정차),스테거

크레인,비상용발전기,해상용엔진 도소매/창고
1988-09-20 12월 원경희 http://www.haein.com 서울특별시

663 호전실업 111110 봉제의복 제조업 스포츠웨어 및 아웃도어 웨어 OEM 2017-02-02 12월 박용철 박진호 http://www.hojeon.com 서울특별시

664 호텔신라 008770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면세판매,관광숙박,외식사업,예식업 1991-03-12 12월 이부진 http://www.hotelshilla.net 서울특별시

665 화성산업 002460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 1988-09-29 12월 이홍중,이종원 http://www.hwasung.com 대구광역시

666 화승알앤에이 01352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고무제품(제조저압호스,고압호스,산업용고

무호스,,WEATHER STIRP,고무판,콘베어벨트) 제조,판

매,수출입

1991-02-22 12월 현지호,이정두 http://www.hsrna.com 경상남도

667 화승엔터프라이즈 241590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2016-10-04 12월 이계영 http://www.hsenterprise.co.kr 부산광역시

668 화승인더스트리 00606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합성수지 제조/신발,필름 판매/부동산 임대 1991-02-04 12월 대표이사 현석호 http://www.hsi.co.kr 부산광역시

669 화신 01069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엔진부품(ARM류,C/MBR류),자동차부품 제조 1994-01-14 12월 정 서 진, 김 태 준 http://www.hwashin.co.kr 경상북도

670 화인베스틸 133820 1차 철강 제조업
조선용 형강(부등변 부등후 앵글, 부등호 앵글, 등변

앵글 평철 등)
2014-07-22 12월 장인화 http://www.finebesteel.com 경상남도

671 화천기계 01066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선반,밀링,연삭기,CNC선반,CNC밀링,머시닝센타 제

조,판매/자동차부품(실린더블럭) 제조
1988-12-12 12월 권영열, 권형석 http://www.hwacheon.co.kr 서울특별시

672 화천기공 00085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CNC선반,CNC밀링,연마기(금속공작기계),MC공작기

계,COPY밀링기계,주방품 제조,도매
1999-11-18 12월 각자대표이사 권영두, 권영렬 http://www.hwacheon.com 광주광역시

673 환인제약 01658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신경정신질환치료제,소화기관용약제,연고) 제

조,도매
1996-07-03 12월 이광식, 이원범(각자 대표이사) http://www.whanin.co.kr 서울특별시

674 황금에스티 03256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스테인레스 냉연, 열연 2009-10-29 12월 김종현 http://www.hwangkum.com 경기도

675 효성 004800 기타 금융업

스판덱스,합성원사,나일론,폴리에스터,타이어코드

지,PET병,수지제품,중전기제품(변압기,차단기),사무용

기계,컴퓨터 제조/건축공사

1973-06-30 12월 Hyun-Jun Cho, Kyoo-Young Kim http://www.hyosung.com 서울특별시

676 효성 ITX 09428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컨택센터서비스, Cloud솔루션, CDN, 프로젝터판매 2007-10-25 12월 남경환 http://www.hyosungitx.com 서울특별시

677 효성중공업 29804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 2018-07-13 12월 김동우/요코타 타케시

http://www.hyosungheavyindustries.c

om
서울특별시

678 효성첨단소재 298050 화학섬유 제조업 PET타이어코드 2018-07-13 12월 황정모
http://www.hyosungadvancedmateria

ls.com
서울특별시

679 효성티앤씨 298020 화학섬유 제조업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금융 등 2018-07-13 12월 김용섭 http://www.hyosungtnc.com 서울특별시

680 효성화학 29800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2018-07-13 12월 박준형 http://www.hyosungchemical.com 서울특별시

681 후성 09337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불소화물 제조,도매 2006-12-22 12월 송한주, 김용민 http://www.foosungchem.com 경기도

682 휠라코리아 081660 생활용품 도매업
스포츠의류,신발,가방,시계,골프장비,화장품,가죽제품

(지갑,키홀더) 도매,수출입
2010-09-28 12월 윤근창 http://www.fila.co.kr 서울특별시

683 휴니드테크놀러지스 005870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무선통신기기,군납용무전기,위성방송수신기 제조 1991-09-03 12월 신종석 http://www.huneed.com 인천광역시

684 휴비스 079980 화학섬유 제조업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원사,원면),재생섬유,폴리에스

텔 원사,원면,고상칩 제조,도소매
2012-02-23 12월 신유동 http://www.huvis.com 서울특별시

685 휴스틸 005010 1차 철강 제조업 강관(배관용,구조용,유정용) 제조,도매 1973-06-29 12월 박훈 http://www.husteel.com 서울특별시

686 휴켐스 06926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합물,화학제품 제조 2002-10-07 12월 최금성 http://www.huchems.com 서울특별시

687 흥국화재 000540 보험업 손해보험 1974-12-05 12월 권중원 http://www.insurance.co.kr 서울특별시

688 흥아해운 003280 해상 운송업 해상운송(일본항로,동남아항로) 1976-06-29 12월 이윤재 http://www.heung-a.co.kr 서울특별시

689 AJ네트웍스 09557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렌탈(파렛트, OA장비, 건설장비) 2015-08-21 12월 반채운 윤규선 http://www.ajnet.co.kr 서울특별시

690 AJ렌터카 068400 운송장비 임대업 승용자동차 임대 2012-07-27 12월 전롱배 http://www.ajrentacar.co.kr 서울특별시

691 AK홀딩스 006840 기타 금융업 지주사업 1999-08-11 12월 안재석, 채형석 http://www.aekyunggroup.co.kr 서울특별시

692 BGF 02741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2014-05-19 12월 이건준 http://www.bgf.co.kr 서울특별시

693 BGF리테일 282330 종합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2017-12-08 12월 박재구 http://www.bgfretail.com 서울특별시

694 BNK금융지주 138930 기타 금융업 금융지주회사 2011-03-30 12월 김지완 http://www.bnkfg.com 부산광역시

695 BYC 001460 봉제의복 제조업
메리야스,란제리 제조,도매/건축공사/부동산 임대,분

양,공급
1975-06-02 12월 고 윤 성 http://www.byc.co.kr 서울특별시

696 CJ 00104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1973-06-29 12월 손경식, 박근희, 김홍기 http://www.cj.net 서울특별시

697 CJ CGV 079160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
영화상영,영화관 운영 2004-12-24 12월 최병환 http://www.cgv.co.kr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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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CJ대한통운 000120 도로 화물 운송업
Contract Logistics, 포워딩, 항만하역, 해운, 택배국제

특송, SCM Consulting
1956-07-02 12월 박근희, 박근태, 김춘학(각자대표) http://www.cjlogistics.com 서울특별시

699 CJ씨푸드 011150 기타 식품 제조업 수산물(어묵,맛살)가공품 도매,원양수산업,수출입 1988-11-26 12월 이인덕, 강연중(각자대표) http://www.cjseafood.net 경기도

700 CJ제일제당 097950 기타 식품 제조업

설탕,소맥분,조미식품,육가공식품(돈육,돼지비계,돼지

식용설육),대두가공식품,사료,의약품,생활화학제품 제

조,도매,무역/통신판매

2007-09-28 12월
손경식, 신현재, 강신호 (각자 대표이

사)
http://www.cj.co.kr 서울특별시

701 CJ헬로 037560 텔레비전 방송업 케이블TV, 인터넷서비스 등 2012-11-09 12월 변동식 http://www.cjhellovision.com 서울특별시

702 CS홀딩스 000590 기타 금융업 브랜드 수익, 자회사 배당 1975-12-22 12월 장원영 http://www.chosunwelding.com 경상북도

703 DB 01203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1993-01-06 12월 문덕식,강운식 (각자 대표이사) http://www.dbinc.co.kr 서울특별시

704 DB금융투자 01661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위탁매매,인수,자기매매 1988-06-27 12월 고원종 http://db-fi.com 서울특별시

705 DB손해보험 005830 보험업 자동차보험,화재보험,해상보험,특종보험,장기보험 1973-06-28 12월 김정남 http://www.idbins.com 서울특별시

706 DB하이텍 000990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제조 1975-12-12 12월 최창식 http://www.dbhitek.co.kr 서울특별시

707 DGB금융지주 13913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2011-06-07 12월 김태오 http://www.dgbfg.co.kr 대구광역시

708 DRB동일 004840 기타 금융업
고무벨트(V벨트,콘베이어벨트,평벨트),프라스틱제품

제조,판매
1976-05-21 12월 오명환 http://drbworld.com 부산광역시

709 DSR 155660 1차 비철금속 제조업 합섬섬유로프 2013-05-15 12월 홍석빈 http://www.dsr.com 부산광역시

710 DSR제강 069730 1차 철강 제조업
와이어로프,각종 경강선,철선제품,PC강선,아연도 강

연선 제조
2003-01-28 12월 홍하종 http://www.dsrcorp.com 전라남도

711 E1 017940 기타 전문 도매업 LPG(프로판,부탄가스),가스기기판매 1997-08-27 12월 구자용 사장 http://www.e1.co.kr 서울특별시

712 F&F 007700 봉제의복 제조업

스포츠웨어(골프웨어) 제조/도서출판(단행본,유아/아

동전집류(아인슈타인시리즈),잡지)/이천고속도로휴게

소/문구사무용품,수입의류 판매,소매

1984-10-04 12월 김창수 http://www.fnf.co.kr 서울특별시

713 GKL 11409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카지노 2009-11-19 12월 유태열 http://www.grandkorea.com 서울특별시

714 GS 07893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부동산 임대 2004-08-05 12월 허창수, 정택근 (각자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715 GS건설 006360 건물 건설업

토목공사,건축공사,주택공사,산업플랜트공사,리모델

링공사,시설물유지관리공사/산업설비설계,감리 용역,

수출입/에너지관리 진단,연구개발

1981-08-03 12월 허창수, 임병용(각자 대표이사) http://www.gsconst.co.kr/ 서울특별시

716 GS글로벌 001250 상품 종합 도매업
수출입업(시멘트,철강금속,전기전자,섬유,기계화학),

상품중개,광업,채석업/하수처리 서비스/부동산 임대
1976-06-26 12월 김태형 http://www.gsgcorp.com 서울특별시

717 GS리테일 007070 종합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마트,전자상거래/부동산(빌

딩) 임대
2011-12-23 12월 허연수 http://www.gsretail.com 서울특별시

718 HDC 012630 기타 금융업
토목공사,건축공사,아파트분양사업,재개발/재건축사

업
1996-10-16 12월 정몽규 http://www.i-park.com 서울특별시

719 HDC아이콘트롤스 039570 전기 및 통신 공사업 기계설비공사, 스마트홈, 지능형 빌딩, SOC 2015-09-24 12월 김성은 http://www.icontrols.co.kr 경기도

720 HDC현대EP 08947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합성수지(PP컴파운딩가공,자동차범퍼,내장제) 제조,

도소매
2006-09-25 12월 강창균 http://www.hyundai-ep.com 충청남도

721 HDC현대산업개발 294870 건물 건설업 외주주택, 자체공사, 일반건축, 토목 등 2018-06-12 12월 김대철,권순호 http://www.hdc-dvp.com 서울특별시

722 HSD엔진 08274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대형선박용엔진,내연발전엔진 2011-01-04 12월 고영열 http://www.doosanengine.com 경상남도

723 JB금융지주 175330 기타 금융업 금융지주 회사 2013-07-18 12월 김기홍 http://www.jbfg.com 전라북도

724 JW생명과학 234080 의약품 제조업 기초수액, TPN, 특수수액, HEMO, 영양수액 등 2016-10-27 12월 차성남 http://www.jw-lifescience.co.kr 충청남도

725 JW중외제약 001060 의약품 제조업 수액제,소화기궤양치료제,항생제,항암제 제조,도매 1976-06-14 12월 신영섭 http://www.jw-pharma.co.kr 서울특별시

726 JW홀딩스 096760 기타 금융업 의약품 수출입업 2007-07-31 12월 이경하, 한성권 http://jw-holdings.co.kr 서울특별시

727 KB금융 105560 기타 금융업 - 2008-10-10 12월 윤종규 http://www.kbfg.com 서울특별시

728 KC그린홀딩스 009440 기타 금융업
환경방지오염시설(전기집진기,배연탈황설비,여과집

진기,세정식집진기),제어장치 제조,설치
1994-11-05 12월 이태영 http://www.kcgreenholdings.com 서울특별시

729 KC코트렐 11965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집진기 등 2010-01-29 12월 서동영 http://www.kc-cottrell.com 서울특별시

730 KEC 092220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제조 2006-10-16 12월 황창섭 http://www.kec.co.kr 서울특별시

731 KG케미칼 00139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콘크리트혼화제, 비료, 친환경농자재, 수처리제 1989-08-25 12월 김경묵 http://www.kgchem.co.kr 울산광역시

732 KISCO홀딩스 001940 1차 철강 제조업 지주사업 1989-11-13 12월 장세홍, 이병제 (각자대표) http://www.kiscoholdings.co.kr 경상남도

733 KPX케미칼 02500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PPG,PU RESIN,우레탄수지,대향막박리재,반도체 CM

PAD,Polyether Polyol,산업용기초화학제품,화공약품

제조,판매

1994-12-27 12월 양준영,김문영(각자대표이사) http://www.kpxchemical.com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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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KPX홀딩스 09223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지주회사 2006-10-12 12월 양준영 http://www.kpxholdings.com 서울특별시

735 KR모터스 000040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이륜차(오토바이) 제조,도매 1976-05-25 12월 서정민 http://www.krmotors.com 경상남도

736 KSS해운 044450 해상 운송업
특수화물해상운송(케이컬,액화가스,냉동.냉장화물),선

박대여
2007-10-26 12월 이대성 서울특별시

737 KTB투자증권 030210 금융 지원 서비스업 금융업, 서비스, 부동산 1996-11-19 12월 이병철, 최석종 http://www.ktb.co.kr 서울특별시

738 KTcs 058850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전화번호검색 데이타제공/콜센터 운영 2010-09-16 12월 양승규 http://www.ktcs.co.kr 대전광역시

739 KTis 058860 기타 정보 서비스업 114전화번호안내, 고객센터 2010-12-17 12월 이응호 http://www.ktis.co.kr 서울특별시

740 LF 093050 봉제의복 제조업 기성복, 의류, 잡화, 제조 2006-12-01 12월 구본걸,오규식 http://www.lfcorp.com 서울특별시

741 LG 00355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1970-02-13 12월 구광모, 권영수 http://www.lg.co.kr 서울특별시

742 LG디스플레이 034220 전자부품 제조업 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 2004-07-23 12월 한상범 http://www.lgdisplay.com 서울특별시

743 LG상사 001120 상품 중개업 전자,기계,화공,유류.금속,의류 수출입,도소매 1976-01-30 12월 윤춘성 http://www.lgicorp.com 서울특별시

744 LG생활건강 05190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생활용품 제조,도매 2001-04-25 12월 차 석 용 http://www.lgcare.com 서울특별시

745 LG유플러스 032640 전기 통신업
개인휴대통신서비스,음성서비스,데이터서비스,부가

통신/단말기 도소매/프로그램 개발,자료제공
2008-04-21 12월 하현회 http://www.uplus.co.kr 서울특별시

746 LG이노텍 011070 전자부품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008-07-24 12월 정철동 http://www.lginnotek.co.kr 서울특별시

747 LG전자 066570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이동통신단말기,C-TV,V.C.R.,컴퓨터,완전평면 TV,플라

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TV,전자제품(세탁기

외),CDMA(코드분할다중접속)이동통신,전자교환기,전

송기기

2002-04-22 12월 조성진, 정도현 http://www.lge.co.kr 서울특별시

748 LG하우시스 10867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창호재, 자동차부품 등 2009-04-20 12월 민경집 http://www.lghausys.com 서울특별시

749 LG화학 05191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유화/기능/합성수지,재생섬유소,산업재,리튬이온전

지,평광판,PVC 제조,도매
2001-04-25 12월 신학철 http://www.lgchem.com 서울특별시

750 LIG넥스원 07955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정밀유도무기 등 2015-10-02 12월 김지찬 http://www.lignex1.com 경기도

751 LS 006260 기타 금융업
전력용전선,일반전선,통신케이블,동선,알루미늄선,공

조기,프라스틱사출성형기 제조,도매
1977-06-30 12월 이광우 http://www.lsholdings.co.kr 서울특별시

752 LS네트웍스 000680 상품 종합 도매업 혁화,의류,등산용품 도매,제조/부동산 임대 1973-11-15 12월 구자용,문성준(각자 대표이사) http://www.lsnetworks.co.kr 경상남도

753 LS산전 01012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고압기기,저압기기,변압기,배전반,PLC,인버터,빌딩설

비,공조기,건축배관,자동화기기 제조,동가공
1994-07-11 12월 구자균, 박용상, 남기원 http://www.lsis.biz/ 경기도

754 LS전선아시아 229640 기타 금융업 2016-09-22 12월 권영일 http://www.lscnsasia.co.kr 경기도

755 MH에탄올 023150 알코올음료 제조업 주정,탄산가스 제조 1996-12-24 12월 윤현의 http://www.mhethanol.com 경상남도

756 NAVER 0354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 2008-11-28 12월 한성숙 http://www.navercorp.com 경기도

757 NH투자증권 00594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증권업,종합금융 1975-09-30 12월 정영채 http://www.nhqv.com 서울특별시

758 NICE 03431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업신용분석,유가증권등급평정,기업정보,긍융정보,

경제정보,소비자신용정보 제공,시장조사,사회여론조

사,점외 CD/ATM사업

2004-02-04 12월 최영 http://www.nice.co.kr 서울특별시

759 NI스틸 008260 1차 철강 제조업 스틸파이프,철강재임가공 제조,도매 1975-06-28 12월 배종민 http://www.hcr4u.com 서울특별시

760 OCI 01006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타르제품,카본블랙,무수프탈산,농약원제,석탄화학제

품,정밀화학제품,플라스틱창호재 제조,판매
1985-07-09 12월

백우석, 이우현, 김택중(3인, 각자 대표

이사)
http://www.oci.co.kr 서울특별시

761 S&TC 10084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공냉식 열교환장치,폐열회수장치 제조 2008-02-22 12월 정원휘 http://www.hisnt.com 경상남도

762 S&T모티브 06496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서스펜션모듈,전장품,속옵서버,에어백,트

로틀바디,너클),방산품(총포) 제조,도매
2002-03-11 12월 유기준 http://www.sntdaewoo.com 부산광역시

763 S&T중공업 00357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동력전달장치 등),공작기계(CNC선반 등),

사출성형기 제조
1976-07-08 12월 권정원 http://www.hisntd.com 경상남도

764 S&T홀딩스 036530 기타 금융업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 2002-10-22 12월 김도환 http://www.hisntholdings.com 서울특별시

765 SBS 034120 텔레비전 방송업 TV,라디오방송,광고 2003-06-25 12월 박정훈(단독대표) http://www.sbs.co.kr 서울특별시

766 SBS미디어홀딩스 101060 텔레비전 방송업 지주회사 2008-03-24 12월 신경렬 http://www.sbsmedia.co.kr 서울특별시

767 SG세계물산 004060 상품 종합 도매업 피복류,봉제품,P.E제품 수출입,도매,제조/조경사업 1976-04-19 12월 이의범 http://www.sgsegye.com 서울특별시

768 SG충방 00138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시트커버(Seat Trim Cover), 면사, 면ㆍ혼방사

등의 제조 및 판매
1976-06-29 12월 이의범 http://www.sgchoongbang.com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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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SH에너지화학 00236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수지(PS/EPS,ABS수지) 제조 1985-12-23 12월 정케빈규봉 http://www.sh-enerchem.com 전라북도

770 SIMPAC 00916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프레스,자동화장치,자동차부품 제조,도매 1989-07-29 12월 최진식 http://www.simpac.co.kr 인천광역시

771 SK 034730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시스템통합(SI), 정보통신사업 관련 컨설팅,

조사용역,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정보통신기기,소프

트웨어 개발,도매

2009-11-11 12월 최태원, 장동현 http://www.sk.co.kr 서울특별시

772 SKC 01179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폴리에스테르필름,합성수지,LCD용 필름 제조 1997-07-18 12월 이완재 http://www.skc.kr 경기도

773 SK가스 018670 기타 전문 도매업 액화석유가스,가스기기 판매,수입,저장 1997-08-27 12월 최창원, 윤병석 http://www.skgas.co.kr/ 경기도

774 SK네트웍스 001740 기타 전문 도매업

종합무역업(전자전기제품,섬유,에너지화학제품,철강

금속제품),의류,수입산합판,MDF판매,정보통신사업,에

너지유통사업

1977-06-30 12월 최신원, 박상규 (각자 대표이사) http://www.sknetworks.co.kr 서울특별시

775 SK디스커버리 006120 기타 금융업

화섬사(폴리에스테르원사(폴리에스터F,폴리에스터

SF),폴리에스터직물,아세테이트),석유화학부문

(TPA,DMT),섬유원료,직물,BOTTLE용CHIP,접착제,폴리

우레탄 제조,

1976-06-29 12월 최창원, 김철 http://www.skdiscovery.com 경기도

776 SK디앤디 21098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비주거용 부동산개발 및 임대(오피스, 지식산업센터,

호텔 등)
2015-06-23 12월 함스테판윤성 http://www.skdnd.com 경기도

777 SK이노베이션 096770 석유 정제품 제조업
석유정제,석유화학제품,윤활유제품,아스팔트제품,의

약중간체 제조,판매,유전개발,대체에너지사업
2007-07-25 12월 김준 http://www.SKinnovation.com 서울특별시

778 SK증권 001510 금융 지원 서비스업 증권업,부동산 임대 1986-09-20 12월 김 신 http://www.sks.co.kr 서울특별시

779 SK케미칼 2851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PETG 수지, PET 수지, 바이오디젤, 백신 2018-01-05 12월 김철, 전광현 http://www.skchemicals.com 경기도

780 SK텔레콤 017670 전기 통신업 이동전화,무선호출서비스,부가통신 1989-11-07 12월 박정호 http://www.sktelecom.com 서울특별시

781 SK하이닉스 000660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 제조,도매 1996-12-26 12월 이석희 http://www.skhynix.com 경기도

782 S-Oil 010950 석유 정제품 제조업
석유제품,가스,윤활기유,윤활유,그리스,석유화학제품

제조,도매
1987-05-27 12월 Hussain A.Al-Qahtani http://www.s-oil.com 서울특별시

783 SPC삼립 005610 기타 식품 제조업
빵,아이스크림,과자,케익,유산균음료,인스턴트식품,병

조림,면류,식용유 제조,판매
1975-05-02 12월 이명구,이석환(각자대표) http://www.samlipgf.co.kr 경기도

784 STX 011810 상품 종합 도매업 에너지 원료(석탄,석유),산업기자재(기계부품) 도매 1990-09-12 12월 박상준 http://www.stx.co.kr 경상남도

785 STX엔진 07797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엔진,터빈,내연기관 제조,도매 2004-05-10 12월 송종근 http://www.stxengine.co.kr 경상남도

786 STX중공업 07197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엔진산업환경발전설비, 플랜

트(EPC)
2009-05-15 12월 주원태 http://www.stxhi.co.kr 경상남도

787 TCC스틸 002710 1차 철강 제조업 석도강판,표면처리강판 제조,판매 1984-12-21 12월 손봉락, 조석희 (각자대표) http://www.tccsteel.com 경상북도

788 WISCOM 02407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PVC컴파운드,ABS,PS가공) 제조,도매,임

가공
1996-11-22 12월 구영일 http://www.wiscom.co.kr 경기도

789 YG PLUS 03727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광고대행,광고물 제작 2003-08-01 12월 양민석 http://www.ygplus.com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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