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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단체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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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요 내 용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803-3291 대구시 통상시책 총괄

섬유패션과 803-3341 섬유산업마케팅 지원

기계에너지과 803-3192 기계산업육성, 해외규격인증

문화콘텐츠과 803-3803 문화콘텐츠 마케팅지원

투자유치과 803-3313 국가산단, 지역투자기업 지원

고용노동과 803-3384 인력양성, 취업알선

계명대 국제교육센터 580-6356 통번역 지원

기술보증기금
대구기술평가센터 251-5641 기술보증, 기술평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740-0020 디자인 개발 지원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560-6520 해외섬유전시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659-2241 수출 지원센터 운영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 230-5124 통관 지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608-2011 기계부품소재시험평가센터 운영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655-5626 문화콘텐츠 마케팅 지원

대구상공회의소 222-3107 인터넷인증,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 부록 1 >
관련 기관·단체

(총 32개 기관·단체)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요 내 용

대구신용보증재단 430-8913 수출기업 보증지원

대구테크노파크 757-4140 주력품목 마케팅, 기술개발 지원

무역보험공사 252-4932 수출보험 지원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

430-8914 수출기업 보증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659-2532 해외시장개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 601-5205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지원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753-7531 통상교육, 박람회 참가 지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560-6682 섬유산업 마케팅 지원

한국섬유기계협회 817-5954 해외섬유기계 전시회 참가지원

한국섬유마케팅센터 421-4200 섬유 마케팅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02-528-5152 섬유직물 전시박람회 참가

한국수출입은행대구지점 754-1021 수출자금 대출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350-7814 안경산업 마케팅 지원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384-1562 국제인증 지원

EXCO 601-5012 전시회 개최 지원

대경권 KOTRA지원단 585-3400 해외전시회, 보증브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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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지역 국가명 수출유망품목

구주 그리스

IT/통신제품, 히트펌프, (전기)자전거, 가스보일러, LED전
구, 자동차 배터리/에어필터,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파트,
램프, 타이어), 플라스틱 가공제품, 폴리에스테르 면, 태양
광 모율 및 패널

구주 네덜란드

태블릿 PC, 인터넷 통신 및 방송 송수신 기기, 네트워크
및 스마트폰 액세서리, 완구, 아이디어 캠핑 및 낚시용품,
로봇청소기, 선물용 팬시, 웰빙 식재료, 전기 자전거/스쿠
터, 무독성 친환경재료 이용 유아용품, 친환경 재료포장재
/일회용품

구주 덴마크
해상풍력 관련 품목, 에너지 절약형 상품, 가구 및 생활용
품, DIY 제품, 미용용품, 패션소품, 여성용품, CCTV, 보안
기기

구주 독일

생활소비재, 생활용품, 아이디어 생활제품, 선물용품, 휴대
폰 및 모바일기기 케이스,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모터, 연
료전지, 섀시, 안전설계기술, 소음전동저감기술, 차량경량
화, 보안관련 제품, 자가발전 시스템관련 제품, 디지털 셋
톱박스, 기능성 섬유 및 산업용 장갑, 자동차부품

구주 루마니아
일반/정밀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 섬유류,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선박류

구주 벨기에

에너지 소비 절약형 건축 자재,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 디
에이터, 보일러, 사무용 소형 가구, 혈압측정기, 석유화학
제품, LED전구, 태양광 패널, 의료용 소모품(바늘침, 혈액
샘플통, 주사기 등), 임플란트

구주 불가리아

PET, 미용용품, 피부관리 마사지기, 고주파 지방분해기,
피부박피기, 사우나 스파시설, 스트레이트 고대기, 화장품
팩, 폴리에스테르직물, 브레이크 패드, 중고차량, 소형 가
전 및 전자제품, 진공청소기, 특수 기능성 직물, X선 및
방사선기기

구주 스웨덴 휴대폰, 전선, 컴퓨터

구주 스위스

열교환기(보일러, 기계류), 전동기모터, 플랜트/엔지니어링
기계부품류, 생활소비재, 통조림, 냉동해산물, 인스턴트 식
품, 유기농음료, 식품관련 원자재, 의료기기, 원료(의약품),
무기화합물, 인쇄기계/기계회로, 셋톱박스, 광섬유케이블,
컴퓨터부품, 전자제품 및 관련 악세서리, 텐트, 발전기, 통
신장비, 진단장비, 플라스틱 가공제품



지역 국가명 수출유망품목

구주 스페인
산업기계 호환성 부품(금속기계 및 장비 등), 의약품원료
및 첨가제/보강제, 유기화학제품, 냉동 수산물, 광물질, 무
기화학제품, 가공 수산물

구주 영국
태양광 에너지 생성기, 스마트 미터기, 스마트폰 액세서
리, 자동차용 타이어, 근거리 통신기술, 의료 기자재, 디지
털 라디오, 전자담배

구주 오스트리아

LED 제품, 보안장비 및 보안용 기기, 다기능/고기능 운동
복, 전기스쿠터, 웰빙기기, 신기술적용 중소형 의료기기,
친환경 포장재, LDE 전구, 친환경 전자제품, 리튬이온 배
터리, 바이오닉스 기술 적용한 하이테크 신기술 제품

구주 이탈리아
생분해성 봉지, 편직물, 기능성 식품(비타민, 미네랄제, 발
효유산균제, 스포츠 에너지 보존제, 다이어트 보조제, 모
발영양제)

구주 체코
인스턴트식품, 모바일 부품, LED 조명, 섬유직물, 화학물
질(원재료), 리프트, 엘리베어터, 음영직물, 모세관 보온장
치, 온도계, 자동 온도 조절 케이블

구주 크로아티아
소형 아이디어 가전, 각종 건설장비, 기계류, 철강 액세서
리, 조선기자재, 공구류, 플라스틱류, 섬유류, 의료장비, 생
활소비재 전반

구주 터키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플라스틱, 철강

구주 폴란드
자동차부품, 축전지, 플라스틱 금형, 합성수지, 의약품,
LED 등 조명기기, 피부 및 미용관리 장비, 주방 및 생활
용품, 기타 의료기기 및 장비

구주 프랑스
한류컨텐츠 상품, 소비자용 IT제품, LED 관련 제품, 병원
용 의료기기, 전자상거래 및 보안관련 제품

구주 핀란드
LED, IT 관련 제품 및 부품, 건설자재 및 기계류, 의료기
기, 치과 관련 제품, 산업용 기계, 자동차 액세서리

구주 헝가리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일반정밀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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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명 수출유망품목

미주 미국

에너지 절약 제품, e-Commerce, IT & IT Service
Provider, 가구,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액세서리, 식
품 및 음료, 자동차 부품(냉동공조), 건설 장비 및 부품,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병원장비, 미용/패션/뷰티 제품,
LED 조명

미주 캐나다

자동차부품, 스마트 생활소비재(유통), 기타 기계류 및 신
재생에너지 분야, 밸브, 중후판, 선설 중장비, 한국산 과
일, 과자류 및 냉동식품, 화장품, 건강제품, 산업용 화학
물 및 원료, 수의용 의료기기, 보안 카메라, 특이한 저가
문구류

아대 뉴질랜드

식품포장재, 핸드툴, 플라스틱수지, 건축단열재, 건축용
슈링크랩, 페인트수지, 휴대전화 액세서리, 한국가공식품,
농부자재, 농기계, 중장비부품, 중장비 어태치먼트, 철강
제품, 건축내외장재, 안전장비, 첨단미용기기, 의료기기,
자동차 소모품, 소방호스,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아대 말레이시아

식품, 화장품, 기능성 직물(고급 섬유), 자동차부품, 건설
중장비, 조선 플랜트 기계류, LED조명, 태양광 모듈, 의
약품, 의료기기, 스테인리스 스틸 플랜지, 반도체 장비,
배터리, PCB, 건설용 중장비 부품, 인테리어 부자재, 기
능형 IT기기, 반도체, 휴대용 정보처리기기, 기능성 음료

아대 미얀마
건설 장비 및 건축 자재, 기초 원부자재, 기초소비재(화장
품, 삼푸, 음료, 식품 등 소비재 중심)

아대 방글라데시
합성수지, 철강제품, 인조섬유(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
이버 등), 섬유직물, 선박엔진 및 부품, 각종 종이제품, 특
수차량, 제야기계, 섬유용 화학제품(염료), 자전거

아대 베트남
산업밸브, 펌프류, 파이프, 피팅류, 금고, 출입통제시스템,
소방제품, 의료용기기, 약품, 얼굴용 화장품, 발전기, 수처
리 관련 제품

아대 스리랑카
중간재(화학, 섬유의류, 제지), 투자재(기기장비, 운송장비,
건축자재)



지역 국가명 수출유망품목

아대 싱가포르

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및 가공식품, 휴대폰, TV, IT 및
통신관련 제품, 가정용 자가 진단의료기기, 의료용품, 건
강보조식품, 화장품, 피부관리 관련 제품, 건축내외장재,
화학제품, 철강제품, 여성 의류 및 잡화류, 변압기, 케이
블, 스위치기어, 굴착용 기자재

아대 인도

페인트, 보안장비, 관개기설 장비, 조선기자재, 정밀 플라
스틱 소재, 식품/제약 포장 및 가공기계, 산업설비 자동화
기계, 전기전자 부품, 의료/치과장비 및 기기,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 산업용 기계부품, LED, 교육관련 제품

아대 인도네시아

컨베어 벨트, 가방(외부표면이 가죽, 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고급의류, 시추장비, 수력터빈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콘크리트 펌프, 산업용 진공펌프,
오일필터(자동차부품), 천공용 기계(건설기계장비), 유압
브레이커, 수지식 공구, 유압전송용 탭/코크/밸브, 소형발
전기, 전자석 리프팅 기기, 휴대폰, 복합형 확성기, 마이
크로폰과 그 스탠드·확성기, 문화캐릭터애니메이션, 디지
털 카메라, 기타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보트, GPS측정기, 마사지 기계,
시계, 스포츠운동기기(기타), 헬스장비.

아대 라오스

상용차, 승용차, 건설중장비, 차량부품, 의료기기, 변압기,
건축자재, 인테리어 소비재, 화장품, 가구, 의류, 방범/보
안 설비 및 프로그램, 매장관리 프로그램 및 앱 등 소프
트웨어, 네트워크 및 인터넷 등 전자통신 장비

아대 몽골
중고자동차, 자동차부품, 중장비, 전자제품, 의료기기, 신
재생에너지 제품

아대 캄보디아
농기계, 정미기계, 비료, 농약, 생활필수품, 의약품, 가공
식품, 상용차, 중장비

아대 태국

화장품, 합성고무, LED조명, 건강보조식품, 보안장비, 의
료기기, 제과, 식품첨가제, 의류, 건추갖재, 액세서리, 기
능성 음료, 차량위치추적시스템, 스포츠용품, 미용제품 용
기, 캐릭터상품, 문구

아대 파키스탄
의료장비, 섬유, 화학제품, 화장품, 철강제품, 통신장비,
보안상품, 농업용기계, 전력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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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명 수출유망품목

아대 필리핀
자동차 부품 OEM 및 A/S부품, 트럭, 굴삭기, 콘크리트펌
프, 네트워크 통신장비, 샌드위치판넬, 바닥재, 인조대리
석, PP, PE, ABS, 산업용 화학제품

아대 호주

농업 관련 제품(농약 및 농기계, 농기계 부품 등), 자동차
부품 OED, A/S 제품, 건설 중장비, Hydraulic fitting류, 플
라스틱 레진(PP, PE, ABS 등), 기계/공구류, 보안장비, 광
케이블, 광부품, 건축자재(알루미늄 프로파일), 유압관련기
기, 보안장비, 자동화설비, 치기공 관련기기, 화장품, 소프
트웨어, 정밀부품, 철강파이프류, 주류, 임플란트, LED

일본 일본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항공기부품, 석유화학제품, 의류,
전자제품, 광학기기, 대두류, 목재, 식품류(수산물)

중국 대만
쥬서기, 청소로봇, 화장품, 패션 액세서리, 반도체칩, 반도
체 관련 부품, 치과/성형외과/안과 관련 의료기기,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제품, 모바일게임, APP

중국 중국

패션잡화, 화장품, 주방용품, 고급가전, 유아용품, 생활용
품, 건설 중장비기계 부품, 친환경 고기능 건자재, 환경보
호관련 설비 및 계측장비, 에너지 절감 장비 및 제품, 풍
력발전 설비, 수처리 관련 제품 및 설비, FPB, 반도체부
품, 산업용 각종 전자부품, Car LCD TV, Display, 특수 기
능성 소재, 전기밥솥, 스팀청소기, 녹즙기, 한류 관련 제
품, 오폐수 처리설비, 쓰레기 소각설비, 고주파 전원공급
기, 배전용 차단기, 축산자동화 설비

중국 홍콩 화장품, 식품, 의류, 전자제품, 섬유

중남미 과테말라
건설중장비, 의약품, 자동차부품, 중고자동차, 중고타이어,
건축자재, 전력설비, 환경설비, 보안장비, 철강제품, LED,
농기자재

중남미
도미니카
공화국

중소형 발전기, 태양열 집열판, 호텔용품, 보안기기, 자동
차 관련 제품, 사무용 가구, 에어컨 및 부품

중남미 멕시코

보안장비, 측정기계, 절전형 가전제품, 친환경 제품, 에너
지 절감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LED, 가정용 소형의
료기, 진단시약, 의료용 1회용 소모품, 헬스기구, 선물용
품, 팬시용품, 전력기자재, 대형 STAMPING DIE, 화장품
용 케이스



지역 국가명 수출유망품목

중남미 베네수엘라 의약품, 자동차부품, 건설 중장비,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중남미 브라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재생에너지, 태양관 판넬, 건설용
중장비 및 A/S용 부품, Carbon Steel Sheet/Stainless Steel
Sheet, IT컨텐츠, 네트워크 장비, 전력기자재, ICT제품,
DIY제품

중남미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IT관련 제품(부분품), 건설중장비 및 부분품, 액
세서리, 휴대폰 액세서리, 전자보안장비, 엘리베이터

중남미 칠레
자동차부품, 중장비 및 부품, 가전제품, 스마트폰, 타블렛
PC 액세서리

중남미 콜롬비아
의약품, 아연도강판, 섬유 및 피혁가공기계 부품, 기타 정
밀 화학원료, 에어컨, 냉방기, 프레스금형, 무선전화기, 특
장차, 화장품, 의약품

중남미 쿠바
식량, 에너지, 렌트카용 자동차, 광산개발용 중장비, 의료,
교육 관련 제품

중남미 파라과이
자동차 부품, 원료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 건설 중장
비, 건강식품 및 읨료, IT 전자제품, 가구

중남미 에콰도르
자동차부품, 전력기자재, 화학원료, 제조업종 기계 설비,
건설용 중장비 및 A/S용 부품

중남미 파나마
의료기기/의약품, 전력 기자재, 통신 기자재, 친환경 건자
재 및 LED 조명, 건설/건축 기자재, 자동차부품/용품, 생
활소비재

중남미 페루

승용차, 화물자동차, 시멘트, 전자제품, 건설중장비, 자동
차부품, 타이어, 염료, 의료용 전자기기, 타이어튜브, X선
및 방사선기기, 무선전화기, 유선전송장치, 의료용 기기부
품

중동 나이지리아

생활밀착형 중소 기계 플랜트, 섬유가공 기계, 염직기계,
신발/가죽 가공기계, 농산물 처리설비, 식품포장기계, 우물
천공기, 주택 및 건설자재, 생산기계 장비, 생활소비재 생
산설비, 건축자재류, 보안제품, 카드 인쇄기

중동 남아공
정밀화학원료, 전력기자재, 통신기자재, 의료장비, 산업용
펌프, 배터리, 합성수지, 윤활유, 건설장비, 보안장비, LED,
정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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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모로코

보안관련 장비 및 시스템, 산업용 벨트, 컨베이어, 어망,
낚시줄, 변압기, 배전 및 제어기기, 케이블, 발전기, 트랙
터, 수확기, 자동경작기, 탈곡기, 양수기, 섬유기계, 디지
털 직조기계, 식품 포장기계, 플라스틱 사출기, 해머&비
트, 천공 및 시추장비, 관절염/당뇨병 치료제, 의료용 전
자기기

중동
사우디
아라비아

건설기자재, 중소형 건설장비, 플랜트기자재, 전력기자재,
보안기기, 소방관련 제품, 통신장비, 통신부품, 자동차부
품, 의료기기, 의약품, 플라스틱 성형기기, 섬유류, 미용장
비, 화장품, 가전기기

중동 수단
승용/화물/특장차,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의약품(진단시
약),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품, 염료, 축전지, 안경렌즈,
섬유기계, 문구류

중동 알제리

화물자동차, 승용차, 자동차부품, LCD TV, 건설중장비 부
품, 특장차,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지게차, 폴리스티
렌, 폴리에스테르수지, ABS수지, 정밀화학원료, 냉장고부
품, 저밀도에틸렌, 연축전지, 세탁기, 기타석유화학제품,
무계목강관, PDP TV, 기타 철구조물, 폴리프로필렌, 섬유
기계, 기타 의료위생용품, 기타 기계류부품

중동 오만
건설자재, 보안 및 방산용품, 철강재, 중장비, 산업용기계,
밸브, 석유가스 및 플랜트 관련 기자재, 자동차부품, 가전
제품

중동 요르단
의약품, 의료기기, CCTV, 감시시스템, 금고, 경보시스템,
자동차부품, LED, 화장품류, 담요, 난방용품

중동 카타르

건설자재, 골재, 철근, 철강판, 빔류, 가설재, 기계공구류,
파이프/밸브류, PVC, 스테인리스 파이프, 피팅, 플렌지, 굴
삭기, 지게차, 크레인, 파일링머신, 로더, 브레이커, X-Ray
기기, 의료용 모니터, 의료 시스템, MRI 기기, IT관련 품
목, 광섬유류, 중계기, 신호증폭기, 시스템 보안기기

중동 UAE

보안장비, 생체인식 출입관리제품, 의료용품, 과자류, 대
용량 워터펌프, 플라스틱 원재료,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터 부품, 해양 화학 제품, 석유 및 가스 설비 제품,
선박 엔진 부품, 건축 기자재, 신재생 에너지, 워터 밸브,
하수처리펌, 공업용 화학제품, POS, 철제 가공 액세서리,
강철 로프, H Beam, L Beam, 전동 밸브, 가정 자동화 제
품



지역 국가명 수출유망품목

중동 이라크 자동차, 철강제품, 정전기기(발전기), 자동차부품

중동 이란
의료기기, 가전제품, 석유화학제품, 전기 관련용품, 제지
용품, 산업용 기계

중동 이스라엘
광통신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천연가스 저장, 수송 인프
라 구축 관련 기자재 및 설비

중동 이집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류, 지게차, 로더, 전력 프로
젝트/플랜트 기자재, 의료기기, 화학제품, 철강, 전기/전자
제품, 보안제품, 내비게이션, 화장품, 염색제, 냉동어류

중동 쿠웨이트
밸브, 플랜지, 피팅, 의료 소모품, 철구조물, 소모성 자동
차부품, 콘택트렌즈, 전선, 축전지, 변압기

CIS 러시아

엔진오일, 치과용 시멘트 및 충전재, 프린터잉크, 가정용
세제, 폴리스티렌, PVC 방수천, 폴리에스테르 섬유, 모조
귀금속, 등유 히터, 매니큐어, 페디큐어 세트 기구, 보일러,
판형열교환기, 트럭 크레인, 곡물색채분별기, 고정구, 아
스팔트 믹싱 플랜트, 발전기, 변압기, 차량용 배터리,
DVR, LED전구, 버스, 자동차 브레이크, 안경렌즈, 안경테,
MRI, 주사기, 안과용 광학기기, 휴대용 X-ray 장비, 비디오
게임, 낚시대, 헬스케어제품, 부동액, 워셔액, 치약, 치솔

CIS
아제르
바이잔

의료기기, 전기설비/장비, 농산물 및 식품가공기계, 건축
자재, 가구, 컴퓨터 및 부분품, 가전제품

CIS
우즈베키
스탄

자동차부품, 화장품, CCTV 및 보안장비, API 및 의약품
원료, PE, PP, PVC 등 플라스틱 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장비, 태양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장비, 건물 및 도로
건설 기계, 디젤 엔진, 섬유 및 재봉기계

CIS 우크라이나
철도차량부품, 화장품, 건축 자재, 직물 및 의류, 조업 설
비(플랜트),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CIS 카자흐스탄
PE/PVC, 난방장비, 전자제품, 보안장비, 건설자재, 광케
이블, 통신 관련 부자재, 대체에너지 관련 장비, 유아용
제품, 노트북 및 PC,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CIS 벨라루스
건축 및 인프라 관련 제품, 정뮤/전자/기계 관련 플랜트
부품 및 소모품,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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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명 수출유망품목

아프
리카

케냐 금고, LED 제품, 자동차배터리

아프
리카

탄자니아

건축자재, 건설장비, 발전기, UPS, AVR, 여성용 화장품,
셋톱박스, 축구용품, 콘돔, 군수용품, 썬글라스, 여성신변
액세서리, 휴대폰 액세서리, 가전제품, 쥬스팩, 전선, 자
동차 A/S 부품, 타이어, 포장기기, 식품가공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광물탐사장비/부품, 수처리관
련 제품

아프
리카

가나

정밀화학원료, 자동차부품, 폴리프로필렌, 고밀도에틸렌,
철구조물, 저밀도에틸렌, 건설중장비, 엔진, 어망, 로플,
광산기계, 강관, 염화비닐수지, 선박용부품, 도료, 승용차
용 타이어, 운반하역기계, 전선, 합성수지, 냉장고, 주강

아프
리카

콩고
가정용발전기, 농업기계, 제빵설비, 부엌자재, 화장실자
재, 창문, 천장, 바닥재

아프
리카

리비아
건설 중장비(신형/중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폴리프
로필렌, PVE 바닥재 및 벽지, 가정용 및 산업용 발전기
(중/소형), 화장품, 보안장비

아프
리카

에티오피
아

건축자재, 식품가공설비 및 조제식품, 섬유 및 피혁제품,
의료 실험/측정 및 계측기, 축전지, 자동차 및 부품, 조립
식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아프
리카

카메룬 건축자재, 보안자재, 자동차부품, 의료용품, 미용용품, 섬유

아프
리카

모잠비크
사무용가구, 보안장비, 출입통제장치, 출입문, 중고 기차,
건설중장비 및 부품, 자동차부품, 헬스용품, 발전기, 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