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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J apan 2020
2020. 10. 12 (월) ~ 10.16 (금)
자동차부품, 건설기계, 전기·전자부품, 전력·플랜트 기자재 분야

사업개요
사
목

업

명

GP Japan Online 2020

적

일본 제조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비대면 상담을 통한 사업협력 강화

상담기간

2020.10.12(월) ~ 10.16(금)

모집기업

자동차부품, 건설기계, 전기·전자부품, 전력·플랜트기자재 분야에서
유망 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조기업

규

일본 글로벌기업 60개사 및 국내 유망 기술기업 40개사

모

프로그램

* 온라인 화상회의 툴을
활용하여 진행, 통역 제공

1:1 온라인 화상상담
산업별 전문가 웹 코칭 세미나

* 상세내용 추후 공지

일본 산업 동향 및 구매정책 설명회

추진일정

국내기업 참가신청 모집 : ~9월 6일(일)
* 아래 접수처로 참가 신청서 제출

국내기업 선정여부 통보 : 9월 10일(목)
* 단, 참가대상 국내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바이어 수요에 따라 최종 상담매칭이 불가할 수 있음

국내기업-바이어 상담매칭 결과 최종 안내 : ~10월 5일(월)
* 개별 상담매칭 결과는 수시 통보

1:1 화상상담회 개최 :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 바이어 및 국내기업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도쿄무역관, 소재부품팀, 기간제조팀

신청요령
별첨한 “GP Japan 2020 사업참가 신청서“ 작성 및 아래 접수처로 이메일 송부
문의/접수 : KOTRA 소재부품팀 임수빈 사원

신청마감
2020.9.6(일)

02-3460-7652

신청서 접수 후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기업,
상담매칭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은 제외 예정

sbl0129@kotra.or.kr

선정여부 통보
2020.9.10(목)

주요 초청 바이어 및 수요품목
* 잠정리스트로 바이어 일정 등에 따라 참가기업 변동가능
분야

글로벌기업명

기업소개

수요품목(잠정)

- 일본 상용차(대형, 중형, 소형 트럭 및 버스 등)부분 1위 업체

ISUZU MOTORS

- 그 외 자동차 디젤 엔진, 산업용 디젤 엔진 제조

상용차부품, 애프터마켓품

- 연매출액 : 208억달러

Marelli
(Calsonic Kannsei)

- 컴프레스, 공조장치, 배기 및 열교환기 제조업체
- 2017년 5월에 영국 마레리사가 닛산 Tier1이었던 칼소닉칸세 이사를 통합
- 연매출액 : 154억달러

자동차부품 (컴퍼레셔,
열교환기, 내장부품 등)

- 혼다자동차 100%출자 자회사로, 혼다 자동차부품의 조달·공급, 설비,

Honda Trading
Corporation

원재료 및 가공품 조달 업체
- 23개국 59거점 (일본내 13거점, 해외 46거점, 한국에 지사 있음)

EV용 전반적 자동차 부품

- 연매출액 :101억달러
- 일본 자동차 8대 상사로 자동차 이외에도 항공, 철강, 플랜트 등 다양한

Kanematsu

자동차
부품

Corporation
Mitsubishi Fuso
Corporation
MITSUBA
Corporation
KEIHIN
Corporation
SHOWA
Corporation
SUMITOMO
METAL MINING
CO., LTD.

기계
∙
중장비

자동차 센스 및 전장관련
모듈

- 연매출액 : 72억달러

Truck and Bus

건설

사업 추진
- 한국 지사를 통해서도 한국 기업과 왕성한 활동 진행

- 상용차(트럭, 버스 등) 및 산업용 엔진 제조업체로, 일본 국내 상용차 판매 3위
- 2011년 독일 다임러 AG와 자본 제휴
- 연매출액 : 70억달러
- 자동차 모터, 램프, 도어미러 및 와이퍼 제조
- 이륜차 스터트모드 세계 1위, 자동차와이퍼 세계 4대 제조 메이커
- 연매출액 : 30억달러
- 차량 전동제어시스템, 공조시스템, 연료전지관련 부품 제조로, 혼다 계열중
가장 큰 Tier1 업체
- 연매출액 : 3억달러
- 서스펜션 및 파워스테어링 쇼크압쇼버 제조. 일본에서는 쇼크압쇼버
메이커로 유명 (혼다 Tier1)
- 연매출액 : 2.6억달러

상용차부품 (프레스 및
플라스틱 금형 및 부품)
자동차 전장제품
(와이퍼시스템, 파워모터 등)
EV용 공조부품 PTC부품,
전기자동차관련 부품
현가장치에 들어가는 제품
(쇼크압쇼바 등)

- 일본 유일의 전기니켈 및 전기코발트 생산 기업
- 자원개발, 비철금속 제련, 기능성 재료의 제조 및 판매 등

Ni절단 Shear Knife

- 연매출액 : 85억달러
- 일본 소형굴삭기, 소형건설기계 분야 랭킹 1위

TAKEUCHI MFG.
CO. LTD.

- 최근 전세계의 굴삭기 트렌트에 맞는 기종 개발 등으로 활발하게 신규 기업
검토중

굴삭기용 엔진 하우징(소재)
* FCD/덕타일 주조품

- 연매출액 : 9.4억달러
- 특수강, 철강자재 및 제철소용 보수 설비 등 다양한 산업에 기계 부품을

TAIYO SHOJI
CO.,LTD.

공급하는 전문상사
- 현재 전체 수입 비율중 한국 수입 비율 약 30%이며 적극적으로 신규 기업
발굴 희망
- 연매출액 : 3.4억달러

상용차(트럭) 용도
구동 허브 부품
* FCD/FC 주조품

주요 초청 바이어 및 수요품목
* 잠정리스트로 바이어 일정 등에 따라 참가기업 변동가능
분야

글로벌기업명
Hosiden
Corporation
TSUCHIYA Co.,
Ltd.

기업소개
- 커넥터, 스위치, 음향 부품, 터치 패널 분야에서 높은 입지 보유한
전자기기, 정보통신기기 등 제조/판매사
- 연매출액 : 21억달러
-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수입/제조하는 글로벌 기업
- 연매출액 : 11억달러

수요품목(잠정)
코인형(셀) 리튬 이차 전지
등 가전용 통신 단말기 부품
태양 전지 센서 비콘 등
전자부품

- 소형 정밀 모터에서 초대형 모터에 이르기까지 모터 분야 세계 최고의

전기
∙
전자

NIDEC SANKYO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Nidec Corporation의 자회사로,

CORPORATION

모터/모터 구동 장치, 산업용 로봇 등의 제조/판매사

방수/방진 스위치 등 모터
및 산업용 로봇용 전자부품

- 연매출액 : 9.3억달러

Honda Lock Mfg.

부품

Co., Ltd.
Tokyo Cosmos
Electric Co., Ltd.
HARADA
CORPORATION

- 자동차 및 바이크에 공급하는 도어, 백밀러, 스마트 잠금 장치 등을
제조하는 혼다 Tier1업체 (일본 3대 자동차 업체 혼다의 자회사)
- 연매출액 : 3억달러
- 산업용 가변 저항기 상위 실적 보유, 전기전자부품, 전자시스템,
자동차부품 등 취급하는 전자부품 제조사
- 연매출액 : 1억달러
- 산업 자재 중심 종합상사(반도체, 액정, 정보 통신, 조선, 건축 등)
- 연매출액 : 1.3억달러
- 세계 차량용 압축기 쉐어 20%, 민간항공엔진 롱샤프트 제조 쉐어 50%

IHI Corporation

해당 분야 1위 기업
- 연매출액 : 130억달러

IC인식 Remote
keyless system 등
블루투스 인식 칩
압력센서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 칩
반도체 등 공정 관찰용
전자현미경
Medium Voltage
Switchgear(배전반) 및
전동기제어반
(Motor Control Center)

- 공업로/산업기계 등 제작하는 기업

전력
∙
플랜트

CHUGAI RO CO.,
LTD.

- 일부 특수한 열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내 주 제철소 기업에 많은
설비 및 부품을 공급 중
- 연매출액 : 3.5억달러
- EBARA CORPORATION의 자회사로 모회사는 플랜트용 대형펌프 분야

기자재

Ebara Elliott

일본 업계랭킹 1위 기업
- 연매출액 : 2억달러

MAXIS
CORPORATION

- 일본 건설기계 애프터마켓 시장 랭킹 1위 기업으로 현재
일본/한국/중국에서 많은 제품을 구매 중
- 연매출액 : 1.4억달러

2019 GP Japan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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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강 주조품

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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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9년 6월
국내기업 40개사, 일본기업 80여개사
총 223건 (국내기업 평균 5.5건)
상담액 9,123만달러, 계약추진액 2,938만달러

석유화학 플랜트 EPC
열교환기
건설 기계용
유압호스 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