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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봉 제업 체  아 이템 별  리 스 트

국내 봉제산업이  활황이었던 

80~90년대에 비하면 봉제업체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게 사실이나

아직도 많은 봉제업체들이 봉제산업의 부흥을 꿈꾸며  

봉제현장과 영업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봉제관련 업계간 소통을 지원키 위해 앞으로 전국 봉제업체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본란을 통해 소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매월 업데이트되는 본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 너 스 북

매월 추가자료를 업데이트 합니다.

명단에 누락된 봉제업체는
본지 편집실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차호에 반드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Tel. 02-2026-5800
email. 
bobbin@bobbinjournal.com

전국 봉제업체 아이템별 리스트는 매월
본지 페이지에 맞추어 로테이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호에 누락
된 업체는 다음호에 이어서 게재됩니다.
<편집자주>

업체명은 숫자, 알파벳, 가나다순
(2020년 9월 신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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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AMS어패럴                    정행진                다이마루 츄리닝, 셔츠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23 (상봉동) 신내테크노타운 901호

               B.M                          김상권                      여성용캐주얼                 부산 서구 구덕로214번길 16 (부민동1가) 301호

             BF패션                       박명종                     남방, 코트, 재킷               서울 종로구 지봉로 78 (숭인동), 3층

               BYC                         한석범                           내의류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3 (대림동)

    CACHITTO(구칼라)              이영석                         여성 자켓                    서울 중랑구 면목로55길 10 (면목동) 2층

          ㈜CJ어패럴                    안주현                  남녀 다이마루 토털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32  (길동) 동서울오네뜨 2층

           DH어패럴                     팽석원                다이마루 츄리닝, 셔츠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3길 15, 2층 (신월동)

              E라인                        노호석                  여성 다이마루 셔츠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228 (망우동) 

            F&L유림                      이운표           골프웨어, 스포츠웨어 하의류      서울 금천구 두산로14길 4 (독산동)

               F&T                         전지호             캐주얼 티셔츠 및 블라우스       부산 금정구 금정로 251 (구서동) 성림빌딩 3층

               G&C                         백동현          여성 셔츠, 재킷, 블라우스, 바지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902호

            GJ Trade                      나원혁                    원피스, 블라우스               서울 강북구 삼양로 315 (수유동) 3층

             GSGM                        이진순             주니어 캐쥬얼 스포츠웨어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5 (논현동) 산마루빌딩

              G랜드                        박정숙                      남녀 골프의류                서울 중랑구 면목로38길 17 (면목동) 

               J . W                         장수현                    여자(니트), 남자               서울 강북구 한천로143길 36 (수유동)

          J&J Factory                    정대원                       여성복 토탈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가길 26-15 (하월곡동

           JM어패럴                     박정희            숙녀 니트/다이마루, 티셔츠       서울 강북구 솔샘로 299 (미아동) 3층

             JS패션                        이현상                           넥타이                      경기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8 (당정동) 당정메디컬빌딩 4층

         J코퍼레이션                    박정해                     남성 우븐 하의                서울 금천구 범안로19길 22 (독산동) 2층

               K&J                          김왕곤                     재킷, 다운 점퍼                서울 강북구 삼양로118길 6 (수유동) 2층

               K·M                         김희석                    다이마루, 아동복               서울 강북구 삼양로73길 3 (수유동) 2층

             KB산업                       노명옥                             의류                       부산 금정구 삼어로 213-1(2층)

        ㈜LS네트웍스                   김승동                    스포츠의류, 신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한강로2가)

      (주)MSC종합상사                이명삼                        관공서의류                   부산 남구 우암로 82

             OT마당                       김종선                       숙녀복 토탈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6, 3층 (신설동)

         Pattern TQC                   양해영                  여성복 패턴 및 샘플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42 (장안동) 한신빌딩 401호

         PMK SPORT                   김기연                우븐 점퍼, 프라다 재킷          서울 중랑구 망우로68길 56 (망우동)

        ㈜SG세계물산                  이의범                 슈트, 재킷, 바지, 코트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0길 35 (가산동) 

        SM스모크호시                  최승민            스모크 재봉, 새들스티치 外       서울 금천구 독산로 272 (독산동) 2층

     SNF International                안동식                     남녀패딩, 코트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525호

          TS Fashion                    변희광                    와이셔츠 샘플실               부산 금정구 금사동 37-10 보림팩토리아 510

       TWJ코퍼레이션                 김정부                      남성우븐하의                 서울 금천구 두산로14길 14 (독산동) 

            T플러스                       한동호                       남녀복(토탈)                  서울 강북구  삼양로 206-1 (수유동) 

           UC 어패럴                     오종철                         여성 자켓                    서울 강북구 도봉로 100 (미아동) 2층

               UVO                         이관득                침구류, 홈패션류 봉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양정로 355 

        YD인터내셔널                  최윤경                  등산의류, 애견의류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62 (독산동) 풍림빌딩 601호

             YJ패션                       유문갑                  블라우스, 다이마루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9번길 15 (부곡동)

               가나                         이윤규            다이마루 티셔츠, 카디건 外       서울 강북구 도봉로65길 8  (미아동) 지하

            가나상사                      조용덕                       여성용 정장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91길 38 (장안동)

          가나콜렉션                    김도열                  천연모피, 가죽의류             서울 광진구 자양로53길 79 (중곡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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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가람섬유                      안동운                     셔츠 및 체육복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7 (방학동) 4층

            가람섬유                      박영술              여성원피스, 티셔츠, 바지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47 (수유동) 

          가람스포츠                    권범윤                         운동용품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21 (부곡동) 

         ㈜가람스포츠                   이영희                           숙녀복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51번길 11 (작전동) 2층

               가림                         김용채            남방, 블라우스, 원피스, 재킷      서울 종로구 창신길 39-7 (창신동)

          ㈜가림통상                    이성호                  재킷, 코트, 조끼 외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9 (역삼동) 명우빌딩 204호

       가민인터내셔날                 송현숙                         여성의류                    부산 남구 못골로 28 (대연동) 주원빌딩 4층

            (주)가연                      정학봉                             한복                       부산 동구 범일일길 11번가길 19, 1층(범일동)

       가온누리스타일                 김강훈                   의류 제조, 도소매              서울 도봉구 삼양로 624 (쌍문동) 지층

          ㈜가우물산                    권익무                     근무복, 작업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서현동) A동 510호

             가이보                        조덕문                 재킷, 바지, 셔츠, 정장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양평동4가) 선유도역2차 아이에스비즈타워  1208호

          가인유니폼                    권도수                    단체복 및 근무복              부산 금정구 금사동 145-12, 1층

             간지㈜                        최환규                         남성의류                    광주 남구 독립로 165 (월산동)

         강기옥부띠끄                   강기옥                       셔츠, 체육복                  서울 강남구 역삼로 464 (대치동)

             강보사                        유재홍                   여성 바지, 스커트              서울 중구 다산로29길?20 , 202호(신당동)

    ㈜강숙희레디스웨어              강숙희                         여성의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29 (청담동) 강숙희빌딩

             갬버튼                        최호근                   셔츠, 체육복 제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 8-7 (신사동)  2층

            거림산업                      박현수                       신발 재단물                  부산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32 (부암동)

          거림산업사                    이덕진                         와이셔츠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51 (신평동)

         ㈜거림트렌드                   송명섭                             의류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011호

            거목실업                      박춘옥               여성 코트, 셔츠, 스웨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407  (봉천동)  지하1층

          거미통상㈜                    이자영                 티셔츠, 카디건, 조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 13 (이태원동) 

          거봉어패럴                    전순이                       셔츠, 체육복                  서울 중랑구 동일로 814 (중화동) 광천빌딩 지하1층

            거성월드                      정병덕                           티셔츠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108 (망우동)

     ㈜거연인터내셔날                권혁비                           여성복                      서울 서초구 효령로 257 (서초동) 대명빌딩 지하1층

    ㈜건아엔터프라이즈              윤석숭                    스노우보드복 외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65 (장안동)

         ㈜건아이앤티                   윤석숭                       보드복 제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21, 501호 (장안동)

               건영                         백승균                코트, 원피스, 블라우스          서울 중구 다산로38길 35 (신당동) 2층

          건영섬유㈜                    송연철                             내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3 (사당동)

             건오사                        오종호           바바리, 바지, 원피스, 재킷 外      서울 종로구 종로63다길 12 (숭인동)

          ㈜건용무역                    김정수                        재킷, 점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50길 18 (역삼동) 건용빌딩

          경남어패럴                    민평기               재킷, 바지, 스커트, 코트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25 (신월동) 2층

          ㈜경도상사                    박춘배                     근무복, 작업복                경남 김해시 분성로 554  (어방동) 4B-20L

          ㈜경동직물                    전봉수                     근무복, 작업복                서울 성북구 종암로14길 20-28 (종암동) 1층

          경림이엔티                    김길환                 셔츠, 재킷, 블라우스            서울 송파구 삼전로12길 10 (삼전동)

         (주)경림패션                   유시종                         와이셔츠                    부산 수영구 수영로 600, 지하층(광안동)

         ㈜경방어패럴                   김   준                        캐주얼 셔츠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33길 15 (양평동3가)

            경산실업                      고완숙                     블라우스, 재킷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73 (안양동)  3층

            경성F&C                      송덕규                    와이셔츠, 단체복               부산 금정구 금사동 73-16, 2층

          경성물산㈜                    유형준                     근무복, 작업복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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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경성어패럴                    김선덕                      골프웨어 제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17길 55 (장안동) 3층

               경승                    김경배, 박종진         여성의류, 남성셔츠 제조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8 (대치동) 경승빌딩 4층

            경우산업                      정종화                    니트의류 및 자켓              부산 동래구 명장로48번길 24(명장동)

     ㈜경우코퍼레이션                강우성                         가죽제품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3길 31 (장안동) 2층

            경욱이네                      정용식             여성 토탈-재킷, 스커트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37 (창신동)

          ㈜경원상사                    박중근                         양말, 장갑                   전북 익산시 석암로17길 147 (팔봉동)

          경인어패럴                    최은숙                           티셔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0(가산동) 3층

          경진산업사                    정상섭                           방화복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77번길 42-18

            경호가운                      이경순                  근무복, 작업복 제조            서울 종로구 종로36나길 15-1 (종로5가) 1층

             ㈜고감                        송시명                   셔츠, 체육복 제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구로동) 지플러스코오롱디지털타워 701호

            ㈜고아라                      고재옥                       여성용 속옷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139번길 11-5

            골드라인                      김복구                       셔츠, 체육복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 57 (원종동)

          골드어패럴                    임숙향                        스포츠의류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400번길 18 (금광동) 1층

         골드윈코리아                   성기학                        스포츠의류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37 (하월곡동)

          골드컴퍼니                    장군도                      남성우븐재킷                 서울 금천구 가산로 30 (독산동)  성광빌딩 2층

            골든삭스                      조석훈                     양말, 장갑, 모자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 (번동) 가든타워빌딩 901호

  골든에이(GOLDEN-A)            이상우           니트 캐주얼 상의, 스포츠웨어      경기 부천시 오정구 평천로733번길 33 (삼정동)

          공성물산㈜                    한도인                   가방, 핸드백, 지갑              서울 중랑구 겸재로 207 (면목동)  동원빌딩 2층

               공신                         이용성                      남녀 골프의류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8 (상봉동) 

            광남흥사                      노희연                       숙녀복, 니트                  서울 성동구 마장로 203 (홍익동)

            광덕물산                      박정식                       바지, 스커트                  경기 시흥시 정왕천로 197 동우디지털파크 A-113호

          ㈜광미교역                    송근하                         아동치마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성수동2가)

          광미산업사                    박현식                             위싱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83번길 12(수영동, 2층)

             광민사                        송종석            여성우븐, 다이마루 재킷 外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30 (창신동)

            광일섬유                      노재명                           운동복                      서울 관악구 솔밭로7길 16 (봉천동, 낙성대현대홈타운아파트) 302동 605호

            광일실업                      신인섭                    영유아용 내의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76 (효자동1가)

          구미어패럴                    조주용                         모피, 피혁                   서울 은평구 가좌로 308(신사동)

     ㈜구미인터내셔날                정하순                      여성정장 제조                서울 강남구 논현로 812 (신사동) 정진빌딩 4층

             구상㈜                        박성근                             장갑                       경기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250

            구주실업                      정명숙                       유니폼 제조                  서울 동작구 국사봉1길 18 (상도동) 상진빌딩 6001호

             구찌사                        김여성                         특수봉제                    부산 동구 자성공원로 11 (범일동)

             ㈜구호                        이상만                           스웨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508 (삼성동) LG트윈텔 2차 1206호

          ㈜국도섬유                    김윤호                             재킷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37 (반여동)

         (주)국도섬유                   김윤호                   남녀자켓및 티셔츠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18-2

             국부사                        유재태                           경찰복                      부산 남구 지게골로 33-10 (문현동, 3층1호)

          국빈어패럴                    심동찬                           티셔츠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56번길 58, 지하(반여동)

             국정사                        양창선                         남성정장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 (중동)

            국제실업                      백연균                         봉제의류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2길 81 (면목동) 국제빌딩 3층

군인공제회제일F END C           이상돈             피복, 천막, 침낭, 차량커버        경기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1361번길 18

     ㈜군자인터내셔널                이성범                   스웨터, 니트, 셔트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신천동) 한신코아 오피스텔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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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굿트러스트                    박영근                         의류제조                    부산 동구 중앙대로286번길 7(초량동), 10층

         권오수클래식                   권오수                      남성정장 제조                서울 강남구 논현로 829 (신사동) 삼마빌딩 2층

     ㈜그랑비아트레딩                정동하                         정장제조                    서울 강남구 선릉로107길 5 (역삼동) 4층

            그레타리                      이용주                     한복, 무대의상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5 (동소문동4가)

            그린로즈                      양길석                         수트정장                    서울 종로구?지봉로8길?26(숭인동) 201호

         ㈜그린에이피                   하재석                        스포츠의류                   서울 송파구 양산로2길 44 (거여동)

          ㈜그린조이                    최순환                         골프웨어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단1로 115

          ㈜그림통상                    길덕재                셔츠, 블라우스, 청바지          서울 서초구 논현로17길 9(양재동) 정호빌딩 2층

            극동자수                      최병효                             자수                       부산 동구 범일로53번길 25 (범일동)

         ㈜근영어패럴                   이근종                       여성용 셔츠                  서울 중랑구 동일로 689 (면목동)

             글로리                        황병조                     여자 정장 제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95-34 (예지동) 신대한상가18호

             금강㈜                        신용호                     구두, 가방, 의류               인천 계양구 마장로512번길 7 (효성동)

          금강어패럴                    한대범            다이마루 티셔츠, 레깅스 外       서울 강북구 노해로17길 58 (수유동) 지하

            (유)금경                      김민주                다이마루 유아동 내의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송광로 291-14

       (주)금광어패럴                  조광수                        학생복셔츠                   부산 남구 고동골로 130-31 (문현동)

             금담㈜                        권주욱                 니트의류, 셔츠, 점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7 10층

             금방울                        백온순               블라우스, 조끼, 재킷 外          서울 종로구 충신길 53 (충신동)

          금산어패럴                    이선희                         종합의류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6 (방산동) 1층 가열 24~25호

            금송섬유                      노병섭            다이마루 티셔츠, 원피스 外       서울 강북구 덕릉로24길 26 (수유동) 2층

     ㈜금용인터내셔날                최병호                스카프, 넥타이, 머플러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93 (연남동) 금용빌딩

            금용통상                      김남훈                    남성용셔츠, 니트               서울 강남구 삼성로?542, 석천빌딩 5층 (삼성동)

     ㈜금우인터내셔날                고정철                         재킷, 바지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17길 4 (중곡동)

             ㈜금자                        김호동                           유아복                      대구 북구 팔달로35길 123 (노원동3가)

    ㈜금탑엔터프라이즈              이범용               셔츠, 스웨터, 바지, 치마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62 (장안동) 금탑빌딩 401호

          금토어패럴                    송진선                  등산복티셔츠, 골프             서울 서대문구 정가로 32안길 31-10 (북가좌동)

            금호산업                      김정호                             교복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54번길 42 (장림동)

            금화산업                      금병수                     군복, 쟈켓우븐                부산 연제구 과정로237번길 79 (연산동)

          ㈜금화상사                    신용호                       핸드백, 지갑                  인천 계양구 마장로512번길 7 (효성동)

          ㈜기도산업                    박장희                      모터사이클복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5 (등촌동) 기도빌딩 10층

            기홍섬유                      이기병                           티셔츠                      서울 중랑구 면목로33길 20-12 (면목동)

          길쌈우리옷                    김윤진                             한복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01 (작전동) 삼성프라자 4층

         김숭환양복점                   김숭환                 양복, 바지, 셔츠, 재킷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96 (노량진동)

       김청자패션부틱                 김청자                     여성용정장제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0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 지하 1층

         김혜련부띠크                   김혜련                         셔츠, 바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2-1103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김혜순한복                    김혜순                         한복제조                    서울 강남구 언주로81길 47 (역삼동) 

            ㈜깅코우                      조이환                         남성정장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313번길 18  (청천동) 한국산업단지내

         깊은샘어패럴                   이근우                근무복, 합창단복 제조           서울 은평구 응암로 357, 2층(녹번동)

             꼬레안                         안미                         유니폼 제조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23길 39 (용두동) 3층

             꼬세르                        배영진                    여성정장, 침구류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11 (필운동)

       (주)나경어패럴                  김영오              경찰복, 군복, 각종작업복         부산 금정구 반송로 391, 1층(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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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나경어패럴                    박재민            여성 재킷, 원피스, 여성 점퍼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98 (면목동) 3층

         나누미패션㈜                   유선종                  근무복, 유니폼 제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문래동6가), 1221호

       나디아퍼시픽㈜                 조동환                         의류제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구로동) 태평양물산빌딩 6층

            나라물산                      신왕수                  헬스복, 찜질복 제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45 (전농동) 107호

          나래어패럴                    문경철                남성캐주얼 정장, 코트           서울 중구 청구로14길 42 (신당동)

          나래어패럴                    김옥렬                            여자T                      서울 강북구 솔샘로 243-3 (미아동)

         ㈜나루어패럴                   옥은숙                         셔츠 제조                    서울 중랑구 동일로 635 (면목동) 흥양빌딩 3층

          ㈜나무다움                    전수정                     여성용정장제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47, 6층 (용두동)

          ㈜나비모드                    정호문                       유니폼 제조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5차 1401호

          나비어페럴                    조철수                           작업복                      부산 금정구 공단로 39번길 27(금사동)

             ㈜나암                        성기웅                       유니폼 제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31 (대림동) 삼우빌딩 지하1층

          ㈜나원모드                    김정호                       유니폼 제조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32 (동교동) 2층

             ㈜나인                        이희건                             의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401

     ㈜나인글로벌소싱                박미영                        근무복제조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5 (용답동) 한전빌딩 6층

            나인니트                      김욱진                여성 니트 상하의 전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91-2 2층

          나인모드㈜                    옥성석                       남성복, 셔츠                  서울 동작구 상도로55길 25 (상도동, 삼환나우빌)102동 202호

     나인인더스트리㈜                안병수                        방진복제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92길 29 (천호동) 

            나일섬유                      정광인                           티셔츠                      인천 계양구 임학안로 38 (임학동) 3층

            ㈜나자인                 제프리맥도웰                     피혁제품                    서울 강남구 학동로95길 20 (청담동)

            나현패션                      정상철                   여성 스커트, 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2길 26 (창신동)

          낙원섬유㈜                    김영건                           스웨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9가길 15 

            남도섬유                      강우곤                   내의 및 잠옷 제조              서울 성북구 장위로40다길 15 (장위동) 

         남부린넨산업                   이수호        목욕가운, 침구류, 커버류, 커튼 외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3 (성수동2가) 지하

            남부섬유                      김현수                  와이셔츠, 블라우스             부산 남구 황령대로74번길 103 (문현동)

          남영비비안               김진형, 남석우                       내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 (서빙고동) 남영비비안빌딩 8층 

            남인실업                      박영구                       청바지(토탈)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07 (수유동) 

       남창패션시스템                 신재철                         남녀셔츠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5 (대림동)

            남해상사                      강경우                      오드람프 작업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5 (신림동) 중앙빌딩 402호

            남호섬유                      송기준                         내의 제조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3 (대림동) 

            낭주실업                      김한술                           티셔츠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81 (중화동) 3층

            ㈜내자인                      오상돈                      가죽의복제조                 서울 광진구 동일로 286-1 (군자동) 

               내희                         김홍중               바지, 재킷, 코트, 스커트          서울 중구 다산로36길 24 (신당동) 2층

          ㈜너트클럽                    한수석                 골프웨어, 캐주얼웨어           경기 구리시 담터길 9 (갈매동)

       ㈜네오스디씨티                 신문환                             셔츠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광장동) 크레스코빌딩 801호

         네오퍼시픽㈜                   신길원                         재킷제조                    서울 강서구 양천로 401 (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1401호

         ㈜넬슨스포츠                   정호진                         등산의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1차 710호

             노다지                        김진육                         숙녀복(T)                    서울 강북구  솔샘로 314 (미아동)

          ㈜노브랜드               김기홍, 박정상                       의류                       서울 송파구 오금로46길 49 (가락동)

          ㈜노블라인                    양효열        여성셔츠, 재킷, 블라우스, 레포츠의류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5 (중곡동) 4층

     ㈜노블인더스트리                이동선                         니트웨어                    서울 송파구 오금로46길 49 (가락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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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노아종합상사            노경백, 노영식                    니트웨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0길 9 (신사동) 노아빌딩 2층

       노호코퍼레이션                 임태수                           여성복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9 (독산동)

          녹경어패럴                    김영기                         바지 전문                    서울 종로구 지봉로12길 25 (숭인동) 지하

               논경                         박재주                   재킷, 코트, 원피스              서울 종로구 종로56길 26  (숭인동) 태양빌딩 4층

         뉴스텍스타일                   추성효                레깅스, 블라우스, 셔츠          경기 양주시 은현면 평화로1889번길 151

         ㈜뉴장미라사                   이영원                 신사복, 여성복, 셔츠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태평로2가) 삼성생명빌딩 지하 1층

            ㈜뉴프랜                      유영진                       봉제 부자재                  서울 광진구 자양로4길 48 (자양동)

               느낌                         이홍문               여성 재킷, 야상, 롱남방          서울 종로구 창신길 75 (창신동) 

               니브                         임영민                의류 및 원부자재 제조           서울 노원구 동일로184길 25 (공릉동) 2층

             니트윈                        남상설                             니트                       서울 중구 퇴계로88길 17-10 (신당동) 원빌딩 1층

             니트존                        배기완                             니트                       서울 강남구 삼성로103길 22 (삼성동) 2층

㈜니트프로덕션샘어패럴           김문경                           스웨터                      서울 강동구 상암로 90 (천호동) 샘빌딩 4층

          니트하우스                    정완호                    다이마루 전품목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4길 22 (면목동) 지하

            닛시니트                      강광자                         니트 의류                    서울 강서구 양천로49길 20 (가양동) 닛시빌딩

            닛시닷컴                      구중호                     기능성속옷제조               서울 도봉구 도봉로 461 (쌍문동) 원형빌딩 417호

          다다씨엔씨                    박부일                             모자                       서울 강남구 역삼로 172 다다센터

          ㈜다모물산                    이전남                           란제리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64길 22 (효창동) 다모빌딩 2층

         다비다어패럴                   최영순                           아동복                      서울 강북구  노해로32길 22-8 (수유동)

       ㈜다비다어페럴                 이용진                         여성정장                    서울 중구 다산로 106 (신당동) 한두빌딩 6층

            다솜니트                      편수영                       니트, 스웨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16가길 32 (신림동)

               다올                         방기덕            재킷, 원피스, 블라우스, 코트      서울 중구 퇴계로 32 (남창동)

         ㈜다우어패럴                   양윤수                           스웨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1길 11-2 (대림동) 다우빌딩

     ㈜다움코퍼레이션                신장우                  가죽지갑, 가죽벨트             서울 중랑구 면목로 450 (면목동)

       다윤인터네셔널                 남덕현                             의류                       서울 광진구 능동로 340 (중곡동)

            다은상사                      정광석                         의류 제조                    서울 강북구 도봉로28길 5 (미아동) 진영빌딩 3층

            다인실업                      이윤우                     남성복, 여성복                서울 성북구 화랑로 309 (장위동)

         ㈜다인티앤엠                   윤건섭                     내의, 잠옷 제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311호 

            다일패션                      김학소                      다이마루 셔츠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5길 64 (면목동)

다진어패럴(토탈의류센타)         김진열        의류생산, 검사대행, 리폼,  패턴 샘플제작   부산 금정구 동대로 20, 비동 2층(회동동)

            다크호스                      정춘식          재킷,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     서울 용산구 후암로49길 7-7 (동자동)

            다해상사                      김은용                             가방                       서울 은평구 연서로34길 6 (불광동)

             다혜네                        표미경                여성재킷, 바지,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2길 6-2 (창신동)

             ㈜단장                        이선국                    다운이불, 침장류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431번길 51

         ㈜달라스이천                   홍효종               가죽재킷, 가죽하프코트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41 (답십리동, 청계벽산메가트리움) 102동

          대경글로텍                    김재열                    등산복, 사이클복               서울 중랑구 공릉로2길 7(묵동), 405호

             대경사                        성득경                           티셔츠                      부산 금정구 개좌로 38(금사동)

            대경상사                      문혜진                         재킷, 코트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121 (수유동) 명진빌딩

            대광기획                      이기복                    여성상의, 원피스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44길 16 (용두동)

             대광사                        천명석               재킷, 코트,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율곡로19가길 11 (충신동) 3층

            대광섬유                      유면종                   티셔츠, 점퍼, 재킷              서울 강북구 도봉로53길 27 (미아동)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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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대광에스아이티                 조학래                     작업복, 안전화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 15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라동 1214호

          대광에프씨                    정찬근                         여성의류                    서울 금천구 문성로 53 (독산동) 영원빌딩 503호

          ㈜대광화학                    박상옥                             신발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826 (감전동)

            대도상사                      차경진                           검도복                      부산 남구 문현로23번길 9 (문현동)

         대도아이엔씨                   정연길          단추 폴리백 심지 및 의류 부자자재     부산 사상구 삼덕로5번길 27(삼락동)

         대림로어패럴                   고광후                기능성 스포츠의류 外           부산 금정구 서금로 37-12 (서동)

       ㈜대명블루진스                 최동진                     청바지, 면바지                서울 중구 장충단로6가길 15-5 (장충동1가) 대명빌딩

            대명실업                      이광운            다이마루 티셔츠, 원피스 外       서울 강북구 솔매로 70 (미아동)

            대명실업                      윤재우                      여성 우븐재킷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57 (가산동) 팩토리아울렛 304호

          대명어패럴                    강기완                         남녀 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5나길 1 (창신동) 2층

         ㈜대명위더스                   최동남                           청바지                      서울 중구 장충단로6가길 15-5 (장충동1가) 대명빌딩 201호

             대복사                        정경남                남성복 캐주얼, 면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28 (창신동)

          대봉어패럴                    성형호                     환편 니트 생산                경기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898번길 109-7

               대성                         김치중            재킷, 다운점퍼, 원피스, 조끼      서울 중랑구 면목로 299 (면목동) 새마을금고 3, 4층

             대성사                        이상일                태권도복, 운동용품 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0길 73 (역삼동)

          대성산업사                    문두실                         와이셔츠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41번길 10 (금사동) 보림팩토피아 5층

            대성섬유                      김석태         다이마루 티셔츠, 레깅스, 후드티    서울 강북구 도봉로61길 16 (미아동)

         (주)대성섬유                   김철수                학생.체육복 및 티셔츠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6번길 14-7(서동)

            대성실업                      김경수                           근무복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4 (장안동) 금윤빌딩 402호

            대성실업                      이수영           청바지, 면바지, 캐주얼스커트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151 (수유동) 지하

          대성어패럴                    최재락                       캐주얼 의류                  대구 달서구 월성로 79 (월성동)

          대성어패럴                    김철수                         니트셔츠                    부산 금정구 서동로176번길 14-7 (서동)

          대성어패럴                    박성대                다이마루 티셔츠 전문           서울 강북구 도봉로29길 17 (미아동)

     ㈜대솔인터내셔날                김점한                         여성니트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55길 126 (반포동) 대솔빌딩 4층

            대승실업                      반석계                다이마루 티셔츠 전문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30 (망우동) 2층

            대아무역                      손기혁                   양말, 스카프, 장갑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12 (군자동) 군자빌딩 401호

          대양어패럴                    박상민                             데님                       경기 구리시 검배로48번길 10 (수택동) 동우빌딩 지층

    대영메리야스공업사              박용길                             내의                       대구 달서구 두류6길 9 (두류동) 두류보성맨션 101-301

            대영섬유                      허만욱                         와이셔츠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4번길 19 (온천동)

            대영실업                      유영대                         여성 속옷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9 (묵동) 

            대영침장                      박동규                           침구류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33-4 (문현동)

            대왕기업                      전호균                    와이셔츠 학생복               부산 수영구 수영로582번길 19 (광안동, 대왕빌딩)

            대용산업                      박승호                   셔츠, 재킷, 원피스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53 (광장동) 대용빌딩 4층

       대우팬퍼시픽㈜                 임석원            셔츠, 블라우스, 드레스, 재킷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303-2

       ㈜대원비티에스            정두호, 김은정                       봉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1 (청담동) 세신빌딩 204

            대원섬유                      최기자                             니트                       서울 강북구 수유로 21 (수유동)

          대원실역㈜                    황병준                       핸드백, 지갑                  서울 강서구 화곡로 228 (화곡동) 대원빌딩

       대원에프앤드씨                 문정욱               스포츠의류, 캐주얼의류          서울 성동구 동일로 221 (송정동) 3층

         ㈜대원이노스                   변석화                        스포츠의류                   서울 노원구 광운로12길 22 (월계동) 근생빌딩

            대원통상                      정형우                숙녀복, 블라우스, 치마          서울 광진구 능동로 387 (중곡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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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대유                         송윤경          블라우스, 원피스, 재킷,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3길 3-6 (창신동) 2층

            대유실업                      류재긴                        컴퓨터자수,                  부산 금정구 반송로 406-7 (금사동)

            대일섬유                      임창식                         니트의류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2길 27 (장안동) 3층

          대일어패럴                    허명무                         니트셔츠                    인천 남구 참외전로 329 (숭의동)

               대주                         임형섭            여성 볼레로, 카디건, 티셔츠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27길 39 (장위동) 2층

            대주산업                      조동현                         봉제가방                    인천 서구 거북로17 (석남동) 인천테크피아 가동 308호

         ㈜대진마인드                   유길수                           작업복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9 (동교동) 동교빌딩 5층

       대진인터내셔날                 이수신                      남녀 다이마루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21 (천호동) 2층

             대한사                        남명숙               재킷, 사파리, 바바리 外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6-15 (창신동)

            대한상사                      배민경                     심지, 원부자재                부산 동래구 명장동 308-16

             ㈜대현                        신현균                         여성정장                    서울 강남구 언주로 619(논현동)

             대현네                        김양원                   숙녀복 재킷, 남방              서울 종로구 창신5길 62 (창신동)

             대현사                        김세곤                           남성복                      부산 금정구 서곡로 46-45 (서동)

         ㈜대현어패럴                   손은희                           여성복                      부산 남구 수영로69번가길 2 (문현동)

          대현코리아                    박용묵                             의류                       부산 남구 고동골로 59번길 73

       대호콜렉션상사                 문창동                             가방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B동 1층 101호

          ㈜대홍섬유                    박명현                           체육복                      서울 서초구 동산로2길 23 (양재동)

            대화섬유                      이혜숙                         골프셔츠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105번길 85 

          대화스포츠                    박영수               다이마루 츄리닝, 유니폼         서울 강북구 삼양로 438 (수유동) 한일빌딩 3층

          대흥유니폼                    최시영                           유니폼                      부산 동구 범일로 64-1 (범일동)

     ㈜댄디아트유니온                황혜은                       스커트, 바지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19(홍익동), 201호

          ㈜댑코리아                    김성재                    란제리, 남녀속옷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6 (가산동) 승일벤처타워 1201호

     ㈜더베이직하우스                우종완                             의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456 (삼성동)

            더블라인                      곽지훈                             의류                       서울 강북구 노해로 55 (수유동) 2층

            더블에스                      백광일            여성 재킷, 코트,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70 (창신동) 지하

         더블유아이콘                   서강임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서울 성북구 솔샘로1길 19 (정릉동) 그린존 4층 403호

         ㈜더블유티엘                   방연심                       셔츠, 체육복                  서울 마포구 토정로 47 (합정동) 서일빌딩 6층

            ㈜더비피                      김명신                           청바지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10 (장안동) 성동빌딩 406호

  더에이치코리아컴퍼니            한장훈                         의류제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80 (하월곡동) 고려빌딩 2층

             더옷장                        정덕하                         의류제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6길 66(장안동), 4층

    더플러스인터렉티브              임희연                         의류제조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70 (잠원동) 영서빌딩엠피스비지니스센터 213-1호

         ㈜더휴컴퍼니                   권성재                        캐주얼의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2(대치동)

     ㈜덕산인터내셔날                방주태                         가죽의류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19 (성수동2가) 덕산빌딩 7층

         (유)덕양무역                   김기상                         우븐셔츠                    서울 강서구 강서로56길 100 (등촌동) 세호빌딩 4층

               덕진                         박일용                       숙녀복(바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3 (미아동)

            ㈜던필드                      서순희                  신사정장, 캐주얼 외            서울 중구 퇴계로 64 (회현동1가)

         ㈜데니스필드                   장효식                가방부자재, 텐트, 배낭          인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171

             ㈜데무                        최병문                         의류, 잡화                   서울 강남구 선릉로132길 27 (청담동) 데무빌딩

       데상트코리아㈜           미치모토마사히로                    골프의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32층

            데이루스                      서신석                     점퍼, 바지, 셔츠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203 (가산동) 오준빌딩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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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델리까또                      장병환               핸드백, 지갑, 벨트, 제화          서울 성동구 금호산12길 8 (금호동3가)

            델리카㈜                      서남석                           근무복                      서울 광진구 자양로41길 10 (구의동) 3층

    ㈜도도액티브코리아              서강자                         에슬레져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62, 화성빌딩 6층

       도도코퍼레이션                 도현수                         모자제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30 (가산동) 남성프라자 에이스9차 713호

         ㈜도도콜렉션                   강평순                             지갑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30번길 13 (송내동) 송내테크노벨리 602호

       도미패션하우스                 장순철                 여성 정장, 치마, 바지            광주 동구 충장로 17 (충장로5가)

             ㈜도영                        박성태              아동, 남녀 아웃도어 자켓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 18 (망우동, 금호어울림아파트) 2층

            도흥봉제                      노명환                    침구류, 의류내피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274

          돈지오반니                    장승천                         남성정장                    대구 수성구?파동로?245(파동)

          ㈜돌실나이                    김남희                         생활한복                    서울 종로구 혜화로 29 (명륜1가) 

            동경미싱                      전해섭                         미싱판매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75(연산동)

       ㈜동경트리코트                 조원규                           남성복                      서울 광진구 동일로 397 , 3층(중곡동)

          동광어패럴                    김영철                   여성 바지, 스커트              서울 종로구 지봉로12길 38 (숭인동)

         ㈜동광어패럴                   배충일                      여성 니트제품                서울 은평구 연서로17길 18-6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207~208호

     ㈜동광인터내셔날                이재수               의류, 니트, 스웨터, 점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4 (가산동)

          동글앤동글                    김대영                    아동용 내의 제조              서울 중구 청계천로 298 (신당동) 신평화상가 1층 65호 A동 

            동금섬유                      이상춘                           티셔츠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길 42-6 (하월곡동)

          동대문 와끼                    류재광                       와끼 전문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79 (창신동)

             ㈜동명                        이한용                           유아복                      전북 익산시 석암로13길 51 (팔봉동)

            동명물산                      유영민                           숙녀복                      서울 강북구 도봉로29길 90 (미아동)

            동명실업                      강명식                     운동복, 체육복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5 (면목동) 선진빌딩 2층

               동방                         전송웅                           숙녀복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운에스턴 409호

            동보상사                      문희천                           체육복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3길 118 (업성동)

            동부물산                      양인열                           작업복                      서울 강북구 솔샘로65길 108 (미아동)

          동산스포츠                    박기용                  스포츠 악세서리 등             부산 중구 망양로 419(영주동)

            동산의류                      변인수                         점퍼, 재킷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40 (관양동)

          동서어패럴                    김득수                 남성코트, 남방, 조끼            서울 중구 청구로22길 28-5 (신당동) 302호

  동성아이앤씨주식회사            최정화              의류, 근무복, 골프웨어 등        부산 금정구 공단로 68-4

             동수사                        한상철             재킷, 코트, 스커트, 원피스        서울 종로구 창신5라길 23-1 (창신동)

          동수어패럴                    정향용                           숙녀복                      서울 강북구 삼양로 214 (미아동)

             동신사                        유황원                 니트모자, 니트머플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88길 19-1 (신길동)

            동신산업                      김수관                             가방                       경기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51번길 2 (태평동)

            동신섬유                      김봉태                     블라우스, 재킷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16 (북가좌동)

          동아컬렉션                    김도윤                         의류제조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44-10 (고잔동)

            동양상사                      목건수                           티셔츠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8 (망우동)

         ㈜동양에프씨                   신영근                     와이셔츠, 셔츠                대구 북구 검단공단로21길 54-40 (산격동)

    ㈜동양일러스트산업              김우태               모터싸이클 레이싱 장갑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96 (한남동) 대영빌딩 2층

     ㈜동양코퍼레이션                박명옥                    운동복, 운동용품               강원 원주시 단구로 216 (개운동)

               동오                         김남인              다이마루, 니트, 우븐패치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69 (독산동) 삼익가구 2층

             동오사                        강성두            여성 재킷, 남방,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율곡로17길 7-4 (이화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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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동우패션                      김정임             스커트, 바지, 원피스, 속옷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7 (창신동)

            동욱섬유                      서성찬                         패션장갑                    서울 노원구 동일로193가길 26 (공릉동)

               동원                         송영준            다이마루 티셔츠, 레깅스 外       서울 강북구 수유로12길 55 (수유동) 지하

            동원섬유                      박영석                           체육복                      부산 금정구 개좌로 9 (서동)

          동의어패럴                    유용하                    재킷, 스포츠의류               서울 금천구 두산로14길 14 (독산동)

          ㈜동인기연                    정인수                             배낭                       경기 김포시 통진읍 대곶북로 370-26 7층

         ㈜동인스포츠                   김재우                    수영복, 수영용품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99 (풍납동) 동인빌딩

         ㈜동일드방레                   이선효                     의류, 액세서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6 (대치동) 정헌빌딩 4층

         동일레나운㈜                   송문영                           여성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6 (대치동) 정헌빌딩 6층

       (주)동일메이킹                  이지순        레이저컷팅, 자수제품개발, 컴퓨터자수  부산 동구 자성공원로 28-1

          ㈜동주모드                    서상률                           여성복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314(홍지동)

            동준상사                      조경범                         골프의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A동 801호

           동진EMB                      이현진                         기계자수                    부산 금정구 개좌로 38 (금사동, 2층)

         동진바이어스                   박정규                롤컷팅, 다데 컷팅 전문          서울 구로구 개봉로1길 170 (개봉동 대상드림빌아파트 지하

          ㈜동진침장                    유광열                     침장, 홈패션류                서울 송파구 중대로 216 (가락동)

             동현네                        천문희               재킷, 블라우스, 남방 外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3 (창신동)

            동현상사                      김경숙                             이불                       서울 강북구 도봉로53길 27 (미아동) 

               동호                         김숙희                     여성 정장, 코트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길 6 (공덕동) 

             동호사                        이제영                     여성 오븐 재킷                서울 종로구 율곡로29길 16 (종로6가) 청산빌딩 403호

            동호실업                      최창호                           아동복                      서울 강북구 덕릉로 43 (수유동) 

            동화상사                      김태선                       티셔츠, 행택                  서울 중구 동호로 356-8 (을지로5가)

       동화인더스트리                 김성은                         특수장갑                    대구 동구 화랑로88길 88 (방촌동)

         ㈜두리콜렉션                   이용식                         골프웨어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73 (전포동)

          두림양행㈜                    주상근                니트셔츠, 바지, 스커트          서울 강동구 성내로6길 47 성진빌딩

         ㈜두림어패럴                   손종록                         잠옷제조                    서울 성북구 장월로11길 25 (장위동)  창신빌딩 지하

             ㈜두백                        권오성                         재킷, 바지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1501호

          두승산업㈜                    이병두              스웨터, 니트셔츠, 카디건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6길 23 (면목동) 두승빌딩 2층

            두영상사                      이한용                           여성복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6 (장안동)

               두원                         나승욱                         여성니트                    서울 강남구 논현로 4 (개포동) 극동건축빌딩 402호

          ㈜두일교역                    박상문                     여성 니트 상의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22 (성수동2가) 백석빌딩 2층

            두준섬유                      심선구                아동복, 여성 티셔츠 外          서울 중랑구 동일로109가길 26 (상봉동) 2층

          ㈜두진양행                    이욱희                           청바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16 (신림동) 두진빌딩

          두하실업㈜                    김근호                             양말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126 (갈산동)

          ㈜두환실업                    오석정                         여성정장                    서울 강남구 언주로116길 24 (논현동) 호원빌딩 1층

               둘리                         윤진영                           숙녀복                      서울 강북구 도봉로45길 10 (미아동)

             드라마                        이기형                       바지,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6다길 11 (창신동)

  드림DREAM CO., LTD.            전병욱                         여성의류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32 (화곡동)

            드림리치                      김대원                      보정속옷제조                 서울 노원구 중계로 90 우암타워 405호

          드림어패럴                    김종욱                       여성 스웨터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0 (용답동) 2층

          ㈜드림에프                    전기경               캐주얼 점퍼, 재킷, 바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1차 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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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인코                    최규윤                         봉제완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5 (삼성동) C&H빌딩 9층

          드림프라자                    김남규                         봉제완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심곡동) 부천상공회의소 3층

       ㈜디베스코리아                 김영수                             양말                       서울 도봉구 도당로 76 (방학동) 방학프라자 305호

         ㈜디씨티와이                   권성윤                           아동복                      서울 강남구 도곡로 110 (도곡동)  뱅뱅빌딩 5층

          디아프바인                    김승래                       의류 도소매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길 15(신사동) 지하1층

       ㈜디앤에스모드                 이상식                           스웨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00 (마장동)

     ㈜디에스앤글로칼                박봉수                         니트의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8길 26 (신사동) 위드빌딩 6층

          디엔더블유                    양영태                             의류                       부산 동구 조방로 22 (범일동) 파크빌딩 501호

         디엔에이통상                   김진화                           티셔츠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26-4 (장안동, 우성4차 아파트)

            디엘패션                      정송모                           유니폼                      서울 마포구 독막로 130-2 (창전동) 1층

          ㈜디엠에프                    최동진                             데님                       서울 중구 장충단로6가길 15-5 (장충동1가) 대명빌딩

          ㈜디엠통상                    박재봉                           운동복                      서울 양천구 화곡로 56 (신월동) 3층

            ㈜디오원                      김진우                         니트의류                    서울 성동구 연무장19길 5 (성수동2가) 제일빌딩 5층

    ㈜디자인바이스퀘어              조용호                         여성정장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성수동1가), 511호

          디자인상사                    최한길                             의류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18길 35 (능동)

  ㈜디자인인터미디어리            정효찬                           유니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동) 진미파라곤 626호

               또뚜                         양승천            스커트, 블라우스, 재킷, 야상      서울 종로구 창신3길 10 (창신동) 3층

            라라패션                      천명관              여성 원피스,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3 (창신동)

            라미통상                      이영자                         속옷제조                    서울 노원구 동일로230가길 20 (상계동) 1층

             라성사                        진상길            남성 정장, 캐주얼 코트, 재킷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21 (창신동)

          라온어패럴                    송기준         남녀정장, 유아복, 작업복 제조업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7번길 15-14 3층(범천동)

         라이프어패럴                   정근호                       남성복 토탈                  서울 중구 삼일대로 299(충무로2가) 

            라인산업                      이풍연                                                           

             라인업                        김경학               재킷, 코트, 블라우스 外          서울 강북구 솔매로45길 7 (미아동) 지하

            라피오레                      조남석                           침구류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84번길 53 상가동 지층 5, 6, 7호(성사동)

               라희                         배성호                 여성 재킷, 원피스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63 (창신동) 2층

            락어패럴                      이상태                             의류                       서울 용산구 청파로67길 3-1 (청파동1가) 

          레드크라운                    전홍관                           핸드백                      서울 중구 소공로 112 (소공동) 소공지하상가 102호

          ㈜렉스상사                    이인성                             양말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10길 25 (반포동) 렉스빌딩 4층

               렛츠                         김기호               여성 바지(직기/면) 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4길 15(창신동), 2층

       로뎀월드시스템                 김종우             가방, 지갑, 벨트, 피혁제품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모꼬지로 277-8

               로부                         이화지                     남성 정장 제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93 (가산동)

            로얄복장                      채수광                   재킷,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율곡로29길 16 (종로6가) 청산빌딩 5층

         ㈜로얄비엔비                   안동현                  드레스셔츠, 넥타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2 (신길동) 천록빌딩 6층

               록시                         공영천                 코트, 재킷, 점퍼, 남방           서울 중구 청구로 99 (신당동) 3층

            론에스티                      이원범                         남성의류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가길 15 (홍제동)

            ㈜루디아                      송세영                         인견 제조                    경북 영주시 풍기읍 신재로842번길 14

          루디아패션                    이영재          점퍼, 다이마루 티셔츠, 여성복     서울 강북구 삼양로 274 (미아동) 3층

          루미코리아                    박주현                             가방                       광주 북구 중문로 78 (우산동) 1층

         루비라컬렉션                   홍경표                       바지, 스커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48번길 15 (박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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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치니                      최계현            여행용, 서류용, 캐주얼 가방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2-21 (가양동) 한국카나레빌딩 3층

               루크                         이시영            재킷, 코트, 원피스, 블라우스      서울 중구 청구로4길 49 (신당동)

               루키                         고무남                 코트, 블라우스, 재킷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5 (창신동)

            루키버드                      정인숙                         여성의류                    서울 중구 다산로47길 39(신당동) 9층

               루트                         이재춘             남녀 재킷, 점퍼, 원피스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106 (창신동) 성화미용실 2층

         룹스앤디자인                   배석민                         의류제조                    서울 송파구 가락로 33 (석촌동), 대호빌딩 4층

            리뉴앤뉴                      김영민                    산업용 장갑 제조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406호

            리무역㈜                      이두형                   셔츠, 바지, 드레스              서울 강남구 역삼로 461 (대치동) 도원빌딩 2층

          리브어패럴                    심용택                             내의                       경기 광주시 고불로279번길 4 (태전동)

         ㈜리얼컴퍼니                   맹주옥                             의류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66 (성수2가) 리얼컴퍼니빌딩

            리즈패션                      이쌍호                     와이셔츠, 남방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37번길 27(온천동)

             리커버                        최대식          다이마루 셔츠, 바지, 털조끼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57 (창신동) 2층

          ㈜리틀뱅뱅                    권종열                           아동복                      서울 강남구 도곡로 110 (도곡동)

            ㈜리피트                      안승우                남성정장, 캐주얼 바지           경기 남양주시 경강로213번길 9 (이패동)

          ㈜린컴퍼니                    문경란                         여성정장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4 (청담동)

            마담포라                      이병권                   우븐, 여성복, 정장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9 (논현동)

          마름복판㈜                김영제임스훈             티셔츠, 바지, 스커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8(영등포동4가), 502호

               마리                   박 아나톨리 외                티셔츠, 청바지                서울 중구 마른내로 155(광희동1가) 903호

         ㈜마스터기획                   장수홍                   스포츠캐주얼웨어              서울 중랑구 면목로37길 32 (면목동)

             마스트                        최수영                 코트, 재킷, 원피스 外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7 (회현동1가) 3층

          ㈜마이다스                    염규창                         의류, 장갑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2-9 (송정동)  마이다스빌딩

             맘모스                        이우홍             치마, 바지, 블라우스, 재킷        서울 중랑구 면목로44다길 16-4 (면목동)

            메가패션                      염상희             회사단체복, 근무복, 유니폼       서울 중구 동호로33길 24 (오장동) 센트마빌딩 2088호

            ㈜메덱스                      이춘기                       티셔츠, 내의                  대구 서구 평리로 272-1 (내당동) 

       ㈜메종드마이유                 편문종               여성용 니트웨어, 스웨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길 47, 4층 (장안동, 삼진빌딩4층)

       멜로우컴퍼니㈜                 김상엽                     신발, 액세서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장항동) 웨스턴돔 타워2동 9층 908호

            명민물산                      이민국                   스키복, 재킷, 바지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4 (독산동) 서원빌딩 209호

               명보                         최영재            원피스, 블라우스, 재킷, 코트      서울 종로구 종로63다길 24 (숭인동) 1층

               명보                         정명오             아동, 여성, 남성 티셔츠 外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76 (면목동) 3층

             명보사                        김종열          청바지, 청남방, 청재킷, 면바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178길 19-38 (공릉동) 중앙선교빌딩 지층

            명성기업                      윤석윤                         토탈의류                    서울 중구 청구로 98 (신당동) 

            명성니트                      김선옥                         의류제조                    서울 중랑구 상봉로 37 (면목동, 엠에스아트빌) 지층

            명성상사                      종명천                         여성의류                    서울 중구 퇴계로86길 64 (신당동) 2층

          명성어패럴                    이창훈                    남성정장, 근무복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37 (반여동)

          명수어패럴                    한용이                      티, 자켓, 바지                 부산 금정구 중군진로10 1층(금사동)

             ㈜명신                        이동섭                        스포츠의류                   강원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5 (후평동)

               명신                         이삼윤                             원단                       부산 동 범일 291 남문시장 1층

            명원상사                      이명복                  데님, 다이마루 셔츠            서울 강북구 한천로143길 22 (수유동)

             명은사                        이규명                  여성 반바지,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8길 22 (창신동) 대일빌라트 나동 303호

            명인산업                      권나영                         여성의류                    서울 중랑구 동일로139길 68 (중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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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어패럴                    김현옥                         여성 점퍼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302호

               명진                         박우정                           신사복                      서울 강북구 솔매로 79 (미아동)

               명진                         이우성                 티셔츠, 스커트, 바지            서울 강북구 삼양로54길 143 (미아동) 3층

             명진사                        김상식                         가방, 가죽                   서울 종로구 지봉로8길 8 (숭인동) 지하

            명진월드                      임석순                      티셔츠 (토탈)                 서울 강북구 솔매로 79 (미아동)

            명진월드                      김남주                         남녀 셔츠                    서울 강북구 솔매로 79 (미아동) 3층

            명진패션                      오태석               재킷, 코트, 브라우스 外          서울 중구 마장로16길 5 (황학동) 백송회관 3층

            명천자수                      박원호                    학생복 와이셔츠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 나길, 9 (대연동)

            모던상사                      이태성                           위생복                      부산 중구 자갈치로 65-1 (남포동4가)

            모델패션                      권여명                 재킷, 코트, 블라우스            서울 성북구 보문로13길 22 (보문동7가) 지층

            모둠삼방                      서태원                         개량한복                    경기 광명시 안재로5번길?9 (하안동)

             모라도                        공인순                       니트, 스웨터                  경남 사천시 서부시장길 13 (선구동)

            ㈜모라도                      오무열                      여성니트웨어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4(화곡동) 2층

       모락스트레이딩                 김기성                  재킷, 드레스셔츠 외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서소문동) 유원빌딩 8층

            모이비엔                      최민우            원피스, 블라우스, 코트, 재킷      서울 중구 다산로35길 14 (무학동)

           (주)모텍스                     이중형                  스포츠의류, 티셔츠             경남 김해시 분성로 106-7 (외동)

         모텍스어패럴                   이중형                           티셔츠                      경남 김해시 분성로 106-7 (외동)

               모학                         김경남              원피스, 블라우스, 재킷 外        서울 중구 청구로 98 (신당동) 206호

       ㈜몬츄라코리아                 이용인                      아웃도어의류                 서울 은평구 대서문길 29 (진관동) 몬츄라빌딩

             몰리네                        권영용                           티셔츠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11 (창신동)

               몽실                         김진우                           임부복                      서울 서초구 서운로 32 (서초동) 우진빌딩 5층

          무림어패럴                    김종열                       등산복 바지                  대구 동구 동촌로5길?13 (입석동)

            ㈜무역풍                      이승진                         패딩재킷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20 (능동) 트레이드윈드빌딩 3층

          ㈜무진무역                    김상호                       셔츠, 작업복                  서울 강북구 노해로 123 (수유동)

          ㈜문영무역                    문형일                   셔츠, 스웨터, 바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화곡동) VIP오피스텔 809호

          문화양복점                    임태립                     남성 정장, 코트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 7 (홍제동)

          문희어패럴                    심대석                         니트 생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267 , 4층(장안동)

            뮤스타일                      방경환                     아동복, 신사복                서울 종로구 종로35가길 7-22 (효제동)

            미강패션                      최병철                      여성 우븐하의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27번길 17 (장림동) 에이스밀 407호

         ㈜미광레포츠                   김주현           기능성 스포츠의류, 언더웨어      서울 도봉구 도봉로137길 48(쌍문동) 지하

          미다스가운               오진영, 허용석                 가운, 유니폼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가산동) 스타밸리 603호

         미다스스포츠                   김기연                    골프가방, 캐디백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173번길 82-6

            미도실업                      정종건                           수영복                      서울 성북구 삼양로 48-1 (길음동) 

             미드리                        민병진                  여성 셔츠, 블라우스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119 (수유동) 중앙빌딩 4층

             미드사                        박찬익          스커트, 바지, 블라우스, 원피스     서울 종로구 창신길 149 (창신동)

             미라클                        윤영용                재킷, 원피스, 블라우스          서울 종로구 창신길 63 (창신동) 지하

             미래사                        김인호                     여성 바지 전문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4 (창신동) 지하

             미래사                        김철규              니트 원피스, 티셔츠, 바지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10나길 61 (마장동)

            미래산업                      이영섭                 레깅스, 후드, 원피스            서울 중랑구 동일로96길 10 (면목동) 지층

            미래실업                      권영수                     원피스, 재킷 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 20 (관양동) 협성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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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주)미래씨엔티                   이호                      아웃도어티셔츠               부산 금정구 금정로 251, 3층

          미래어패럴                    천인용                         의류 제조                    서울 성북구 도봉로3길 12(길음동) 지하

            미래패션                      이미덕                 재킷, 코트, 원피스 外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숭인동) 301호

          ㈜미류나무                    윤영희                        트레이닝복                   서울 마포구 토정로2길 6-12 (합정동)

               미르                         박균진                  재킷, 코트 블라우스            서울 종로구 창신길 37-4 (창신동)

               미림                         김도영                       티셔츠, 바지                  서울 중랑구 면목로 270 (면목동)

            미림니트                      심익섭                         니트의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66길 57-7 (장안동)

            미림성유                      김종명                        캐주얼의류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78길 22-6 (두류동)

          미림코리아                    김정복                    다이마루 티셔츠               서울 금천구 두산로13길 33 (독산동) 성수빌딩 2층

          미성어패럴                    김재신                             셔츠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17번길 24 (장림동)

            ㈜미세인                      이설아             재킷, 점퍼, 바지, 블라우스        서울 송파구 오금로46길 25 (가락동) 일정빌딩 4층

            ㈜미소로                      정기훈                     내의, 잠옷 제조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경총회관 3층 

         미스김테일러                   김은지                         여성정장                    인천 중구 우현로39번길 8-1 (신포동)

         미우트레이딩                   최상진                      다이마루 셔츠                서울 중랑구 상봉로 38 (면목동)

          ㈜미조모자                    정순범                  패션모자, 야구모자             부산 동구 중앙대로286번길 3 (초량동) 청암빌딩 4층

               미즈                         김준성                여성 코트,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38-3 (창신동)

             미진네                        이미지                       스커트, 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6다길 14 (창신동)

            미진패션                      전일현                       바지, 스커트                  서울 중구 다산로29길 63 (신당동) 지하

         미파종합미싱                   문영환                      봉제기계 설비                부산 금정구 서동 213-49

            민경INF                      정애정                           침구류                      인천 서구 거북로 17 (석남동)인천테크피아 가동 403호

          ㈜민경물산                    하성섭                           가방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93번길 22 (원종동) 수정상가 203호

          민우어패럴                    윤석윤              여성 블라우스, 원피스 外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31 (창신동) 지하

          ㈜밀앤아이                    명유석                       티셔츠, 바지                  서울 중구 다산로 234 (신당동) 르퀸문화재단 밀스튜디오

          밀크코코아                    정재윤               의류 및 가죽 제품 제조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94-3 (서교동)

            바라통상                      최평수                       면티, 청바지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19 (신사동)

          ㈜바바패션                    문인식                         여성 정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잠원동)

          바우어패럴                    조연수                         다이마루                    서울 금천구 가산로 88 (독산동)

            바이누크                      신동길            재킷, 코트, 블라우스, 원피스      서울 성북구 보문로13바길 13-13 (보문동)

             바이드                        박유영                     청바지(아동복)                서울 강북구 노해로 53 (수유동)

             ㈜바제                        이무경                     여성용니트웨어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구로동)마리오타워 B1층 13호

          박동준패션                    박동준                         여성 정장                    대구 중구 동덕로 36-15 (대봉동)

     박태복한복연구원                박태복                             한복                       대구 남구 명덕로64길 2 (이천동)

          발렌시아㈜                    김영일                      여성숙녀의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8, 909호(성수동1가, FORHU)

          ㈜발렌타인                    김인헌                   넥타이, 머플러 외              서울 강남구 언주로135길 25 (논현동)

       ㈜발루찌컴퍼니                 이석주                         남성정장                    경기 남양주시 고산로 237 (삼패동)

    발해 브라보 자수사               김현창                             자수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3길 3 (전농동) 3층

          방미자한복                    방미자                             한복                       서울 종로구 율곡로 22 (수송동)

            배원패션                      송용섭                     여성 코트, 재킷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326호

               백광                         장이식                             데님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98길 11 (암사동)

            백석실업                      한백교                  재킷, 코트, 야상 外             서울 성북구 보문로 64 (보문동) 3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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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백성바이슨교역상사            박영호               스포츠모자, 스포츠장갑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0길 21 (성산동)

             ㈜백양                        한지형                  여성·남성티셔츠 외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3 (대림동)

             백업사                        황인철                             바지                       부산 동래구 명안로71번길 3 (명장동)

             백중사                        설명준                   재킷, 코트, 원피스              서울 종로구 창신5가길 3 (창신동) 1층

          ㈜범세패숀                    유헌근                가죽지갑, 핸드백, 벨트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89 (오금동) 범세빌딩 3층

            범진실업                      이규현              다이마루 티셔츠, 바지 外         서울 강북구 수유로 28 (수유동) 지하

    ㈜범진엔터프라이즈              권진순                           스키복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71 (방이동) 상우빌딩 203호

       범창섬유공업사                 김종만                           운동복                      대구 서구 서대구로2길 55 (내당동)

            범한섬유                      박춘종                           숙녀복                      서울 은평구 진흥로 190-1 (녹번동)

             법복사                        송정옥                         생활한복                    부산 남구 홍곡로 18 2층(감만동)

       ㈜베네통코리아               김창수 외                      캐주얼의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서초동), 15층

             베로나                        양금순                 골프웨어, 스포츠웨어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9 (후암동)

         베스트어패럴                   이병섭                수영복, 에어로빅복 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33번길 7-9 (토당동) 2층

         ㈜베스트에버                   김광중                        봉제완구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62 (태평동) 

  ㈜베스트프랜드플러시            김성찬                유아용의류, 남녀 속옷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68-2(동산동) 

         베이비페어리                   정재원                         유아동복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빌딩 823호

          베이직데코                    기상모                           침구류                      서울 강북구 덕릉로 148 (번동)

       ㈜베이직코리아                 백대욱                       의류, 성인복                  경기 남양주시 양정로273번길 20 (이패동)

            ㈜벨루체                      김동환               제화, 가방, 핸드백, 지갑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5길 19-1 (성수동2가) 삼양테크노타운 3층

          변지유뷰틱                    변지유                         여성정장                    광주 동구 제봉로?118 (장동)

          보경어패럴                    신광식                    남녀 트레이닝복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 3 (망우동) 

             보고파                        박기주          여성 스커트, 원피스, 블라우스     서울 종로구 창신5길 19-14 (창신동) 1층

            보광실업                      손윤철                  남성 셔츠, 블라우스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18번길 20 (문현동)

     보광인터내쇼날㈜                조남석                           스웨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19 (장안동) 삼성쉐르빌 3010호

            보광직물                      차순자                         가운 제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20길 24 (중리동)

    ㈜보끄레머천다이징              현상집                  여성의류, 액세서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1길 52 (길동)

         보니스팍스㈜                   김성경                  의류 제조 및 수출입            서울 서초구 서래로8길 7 (반포동) 1층

             보람사                        진상복                         아동의류                    서울 중랑구 면목로44길 36 (면목동)

             보람사                        구재운                    티셔츠, 블라우스               서울 종로구 창신6길 23 (창신동)

            보령통상                      최송일                             니트                       부산 연제구 신금로17번길 35 (연산동)

               보림                         김경준                      다이마루 셔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9길 42 (시흥동) 3층

       ㈜보명트러스트                 최문규                       유니폼, 정장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22길 25-9 (삼선동5가) 

        보보스 클래식                  박상수                       여성 티셔츠                  서울 중구 소공로3길 25 (회현동2가) 아일빌딩 202호

            보성실업                      임연수                  다이마루 셔츠, 하의            서울 강북구 수유로 36 (수유동) 지층 2호

          보성어패럴                    송한종                           숙녀복                      서울 강북구  도봉로20가길 12 (미아동) 

          보손테일러                    김애경                  남성정장, 단체복 외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10 (효제동) 고운빌딩 1층

               보텍                         박학경                    드레스셔츠, 바지               서울 강남구 논현로34길 26 (도곡동) 3층

          본느마리에                    정윤정                           드레스                      서울 강남구 삼성로149길 8 (청담동) 선만빌딩 4층

            ㈜본니트                      전상호                           티셔츠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72 (답십리동) 태성빌딩 2층

            ㈜부래당                      진재철                         여성정장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1길 18 (성수동2가) 부래당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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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나                        김강훈             여성 코트, 재킷, 사파리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56 (창신동) 3층

          ㈜부르다문                    문영자                           숙녀복                      서울 강남구 논현로 815 (신사동) 부르다문빌딩

          부림광덕㈜                    임용수                           신사복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21길 23 (양재동) 부림빌딩

       부산방직공업㈜                 이정일                     재킷, 코트, 바지               서울 강남구 삼성로 528 (삼성동) 부방빌딩 4층

    부산의용촌복지공장              이일환                             군복                       부산 북구 덕천로 89-7 (덕천동)

            부성섬유                      문지상                         니트웨어                    서울 관악구 봉천로 549 (봉천동) 부성 B/D

            ㈜부에노                      조형준                         남성정장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7 (길동)

            부일실업                      성낙삼                출산, 유아용품, 면제품          부산 사하구 옥천로24번길 28 (감천동)

            부자상사                      이정한                         지류판매                    부산 연제구 연동로 19-2 (연산동)

            분더캄머                      조혜영                         의료 제조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85 , 4층(신교동)

             붐비네                        곽호형              숙녀복 재킷, 원피스, 코트        서울 종로구 종로57길 18 (숭인동) 희정빌딩 201호

             뷰티벨                        공상찬                           유니폼                      경기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80번길?178

    ㈜브롬엔터테인먼트              안충영                         여성의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7 (논현동) 상원빌딩 3층

          ㈜블랙야크                    강태선                등산복, 등산용품, 텐트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01

               블루                         박청운            폴로티셔츠, 남성 우븐 재킷       서울 중랑구 면목로91길 31 (상봉동)

          블루스카이                    임준호                       숙녀복(상의)                  서울 강북구 솔샘로 283 (미아동)

             블루팀                        이병국                           청바지                      서울 강북구 덕릉로 126 (번동)

             블리스                        송승만                      인견의류제조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813

            비단누리                      장명숙                             한복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60 (산격동) 섬유제품관 1040호

             비발디                        차혜령                           여성복                      부산 서구 구덕로226번길 17 (부민동1가)

            비봉산업                      손진호                 니트, 스웨터, 카디건            경기 구리시 검배로71번길 7 (수택동)

     ㈜비스타아이앤씨                조성철                       핸드백, 벨트                  서울 마포구 동교로19길 70 (서교동) 의창빌딩 202호

       ㈜비엘레더뱅크                 이병복               지갑, 가방, 핸드백, 벨트          서울 은평구 진흥로 143 (대조동) 연세빌딩 6층

            비오시크                      정은주                  핸드백 제조 및 판매            서울 성동구 뚝섬로4길 21-1 (성수동1가)  명제빌딩 3층

          비전물산㈜                    장지수                             가방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상대원동) 쌍용IT트윈타워 B동 407호

               비젼                         오세관                    다이마루 전품목               서울 중구 청구로 109-1 (신당동) 지하

            비젼섬유                      전승배                           스웨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31 (하대원동)

          비젼어패럴                    차종락                         여성 셔츠                    서울 중랑구 면목로 388 (면목동) 2층

               비쥬                         김영길                       원피스, 재킷                 서울 종로구 창신길 39-7 (창신동)

          비티에스시                    유희식                        봉제부자재                   서울 양천구 중앙로 349 (신월동) 비티에스빌딩 5층

     ㈜빅선인터내셔날                한석환                       캐주얼 가방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81 (오금동)

            ㈜빅앤빅                이영진, 이재열                     여성복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67-1 (죽전동) 신성빌딩 2층

          ㈜빌트모아                    조성환                 남성정장, 드레스셔츠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7 (길동) 길동빌딩 3층

             쁘뗀느                        이덕희               여성니트 티셔츠, 카디건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1길 17-4 (답십리동)  2층

            사과나무                      김윤수                 재킷, 코트, 조끼, 야상           서울 강북구 도봉로34길 25 (미아동) 지하

            삭스타즈                      성태민                         양말 제조                    경기 파주시 문발로 413-2(신촌동), 102호

            삭스피아                      김세웅                       양말, 스타킹                  서울 도봉구 노해로 397-15 (창동) 백상빌딩 1403호

          산호어패럴                    임채원                           여성복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86-9

       ㈜삼경국제실업                 김종원                           스웨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150길 34 (논현동) 삼경빌딩 4층

            삼경실업                      배정숙                     남성 정장, 코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54 (구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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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광메리야스                   한동렬                           내의류                      대구 서구 달서로12길 66-12 (비산동)

          삼구무역㈜                    변의용                      스포츠용장갑                 서울 서초구 방배로 179 (방배동) 대호빌딩 4층

          삼덕상공㈜                    김권기                             가방                       서울 중구 퇴계로12길 49 (회현동1가)

          삼덕통상㈜                    문창섭                             신발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511번길?11 (녹산동)

            삼라통상                      오태경                    스웨터, 니트점퍼               서울 강남구 선릉로 827 (신사동) 삼라빌딩

            삼마물산                      이기명                  다이마루 티셔츠 外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55 (묵동)

             삼보사                        손정일                       티셔츠, 바지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12길 60 (미아동)

          삼보어패럴                    우영서                           스웨터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02 (반송동, 삼한그린타운2차) 208동 401호

          삼산섬유㈜                    이순학                           스웨터                      서울 양천구 신목로 33 (신정동) 3층

         ㈜삼성어패럴                   김계순                         여성정장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58 (서초동)

            삼신봉제                      김인환                             장갑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221길 21 (상일동)

          ㈜삼양가방                    최윤한           신발가방, 낚시가방, 등산배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263 (회성동)

       삼억섬유공업사                 이점선                             의류                       대구 서구 서대구로2길 65-6 (내당동)

            삼영모드                      문제섭                         의류 제작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4 (신설동)

       삼영섬유공업사                 박삼술                             의류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7-6 (내당동)

     삼우엔터프라이즈                김영근                    니트셔츠, 스웨터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47, 1009호(성수동2가) 

            삼원패션                      전계양                  반바지, 블라우스 外            서울 강북구 삼양로 356 (수유동)

            삼이실업                      김금규                           숙녀복                      서울 강북구 도봉로4길 31 (미아동)

               삼일                         김복수                 재킷, 코트, 티셔츠 外            서울 종로구 난계로25길 5 (숭인동, 삼일아파트) 9동 203호

               삼일                         유승열                           숙녀복                      서울 강북구 도봉로24길 16 (미아동)

          삼일레포츠                    박종복                       재킷, 티셔츠                  서울 종로구 지봉로11길 33-6 (창신동)

          삼일어패럴                    김성태                    티셔츠, 다이마루               부산 남구 분포로?111, 138동 303호(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삼정물산                윤한천, 문경주                     신사복                      경남 양산시 어실로 46 (유산동)

          삼정어패럴                    이상찬                     여성 우븐 제품                경기 광명시 하안로 60 (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A동 710호

            삼정패션                      이토열                 남성정장, 재킷, 바지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31-9 (종로5가) 동화빌딩 4층

             ㈜삼조                        김용제                             가방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654-28

          ㈜삼주섬유                    김종업                             내복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길 48 (팔복동1가)

            삼진상공                      장성현                 지갑, 벨트, 피혁제품            서울 강북구 한천로109길 10 (번동) 강북유니온빌딩 201호

          삼현에프씨                    김영모          엘리트 생활복티, 체육복 및 후드티     부산 동래구 반송로 264 (명장동)

          삼호산업㈜                    박연구                        스포츠슈즈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5 (반여동)

       ㈜삼화모데스띠                 정영수                           신사복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61

             삼화사                        전용진                           숙녀복                      서울 종로구 창신3길 10 (창신동)

         삼흥어패럴㈜                   박갑천                             잠옷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02 (능동) 삼흥빌딩 4층

         ㈜삼희어패럴                   이재천                             의류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59-1 (성내동)

            ㈜상록수                        이동                       근무복, 작업복                부산 동구 자성로 110 (범일동) 백송빌딩 4층

          상명어페럴                    박명천             여성바지, 원피스, 유아동복       서울 강북구 도봉로61길 5 (미아동) 

          ㈜상승물산                    박정현                             가방                       서울 강서구 강서로47마길 56 (내발산동) 상승빌딩 2층

         ㈜상아어패럴                   최용균                         바지, 재킷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7 (휘경동) 아이보리빌딩

            상아패션                      노영태                  피혁의류, 모피의류             서울 광진구 동일로62길 37 (중곡동) 건우빌딩 3층

            상우무역                장상익, 장위수                   여성정장                    경기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438번길 32 (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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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물산                      임홍섭                       재킷, 셔츠 외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1004호 (성수동2가)

             상원사                        오광남                           스웨터                      경기 구리시 원수택로64번길 28 (수택동)

             상원사                        이성태                 남방, 바지, 스커트 外            서울 종로구 종로51길 30 (창신동) 2층

            상원상사                      현상면                           남성복                      부산 동래구 충렬사로 60 (명장동)

             ㈜상인                        전   권               정장, 드레스, 코트, 점퍼          서울 종로구 종로 19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B동 823호

            상혁이네                      김선희                         점퍼, 바지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32-1 (창신동)

               새봄                         김명희                       숙녀복(토탈)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0 (번동)

               새봄                         김근혜                         생활한복                    부산 사하구 괴정로 270번길 34, 2층(괴정동)

               샤갈                         이수근                           의상복                      서울 종로구 종로 369 (숭인동) 3층

            샤넬라인                      김영섭                여성 스커트, 니트 바지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16길 55 (용두동)

            ㈜샤트렌                      최병오                         여자정장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2 (역삼동) 형지빌딩 7층

            샬롬패션                      김동국                       여성복 토탈                  서울 금천구 범안로19길 14(독산동) 3층

               서경                         이익범                             의류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9 (논현동)

            서경니트                      박정백                             니트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53-4 (수유동)

             서동사                        정민자                         여성정장                    부산 금정구 서부로64번길 33 (서동)

         ㈜서동어패럴                   서동렬                           여성복                      서울 서초구 방배로19길 63 (방배동)

          서린어패럴                    고시해                     티셔츠, 운동복                부산 금정구 서동로175번길 46 3층(서동, 동상라이프타운)

          서림통상㈜                    신성철                        스포츠가방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93 (석수동)

         ㈜서봉어패럴                   이기창                캐주얼의류, 바지, 점퍼          서울 광진구 동일로 180 (화양동) 외환빌딩 301호

       ㈜서양네트웍스                 서동범                         유.아동복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1 (청담동) 서양빌딩 5층

          서연유니폼                    김미선                 유니폼 및 의류 제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66(중리동)

          서영어패럴                    한주혁             다이마루 티셔츠, 야상점퍼        서울 강북구 솔매로45길 31 (미아동)

          서울모자㈜                    최명영                             모자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18 (봉천동)

            서울비드                      백종범              비즈, 세퀸, 스톤보석 제조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 28 (용두동)

          ㈜서윤무역                    최정수                   셔츠, 바지, 스커트              서울 중랑구 동일로112길 60 (상봉동)

          서이무역㈜                    이두형                         니트의류                    서울 강남구 역삼로 461 (대치동) 도원빌딩 2층

               서준                         김정서                     면바지, 청바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63길 18 (미아동) 지하

            서진상사                      최운기                 수선, 아이롱, 포장 등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 (가산동)

          서진어패럴                    김용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2 (안양동)

          서진어패럴                    박영석                     학생복, 생활복                부산 금정구 금사로 58-3 (금사동)

          서천무역㈜                    이이석                       니트, 스웨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9 (삼성동) 원방빌딩 15층

    서하브랜드네트웍스        민복기, 이명근           수영복, 경기복, 신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89길 5 (방배동) 삼영빌딩2층

    석산메리야스공업사              강    황                            내의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65길 13 (평리동)

            석영니트                      안석영                         여성니트                    서울 강북구 솔매로22길 8 (미아동)

          ㈜석진상사                    안경모                           여성복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104호

          선경어패럴                    김양원                      여성 우븐제품                서울 중구 을지로 281 (을지로7가) 패션비즈센터 702호

          선경어패럴                    최상희                             봉제                       서울 중구 을지로45길 46 (신당동) 동대문첨단의류기술센터

         선경종합미싱                   이기혁                      공업용재봉기                 부산 동구 자성로 111번길 13

         ㈜선도어패럴                 선우동철           풀오버셔츠, 바지, 블라우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6 (역삼동) 동이빌딩 101호

            선린실업                      김동철                        컴퓨터자수                   서울 중랑구 망우로68길 33 (망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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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어패럴                   박철호                   재킷, 바지, 스키복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41 (논현동)

          선영어패럴                    신의석            여성재킷, 남방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73 (창신동) 2층

         ㈜선용어패럴                   김연주                     여성 정장 의류                서울 종로구 창신길 73 (창신동) 

          선우어패럴                    김성훈             재킷, 코트, 블라우스, 남방        서울 중구 퇴계로6길 49 (회현동1가)

         ㈜선일 I.T.C.                    이상기                   스웨터, 재킷, 바지              서울 강남구 논현로 620 (논현동) 선일빌딩 5층

       ㈜선일아이티씨                 이상기                 스웨터, 재킷, 조깅복            서울 강남구 논현로 620 (논현동)  

             선준사                        박은숙                           청바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63길 18 (미아동)

            선진기획                      송영석                       카디건, 치마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5 (면목동) 선진빌딩 3층

            선진자수                      박진홍                             자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06-5 (덕진동2가)

            선진패션                      이종섭                             의류                       서울 마포구 대흥로21길 12 (대흥동)

            선테일러                      이생노                양복, 신사복, 와이셔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51 (이태원동)

               선해                         조종훈                         구찌 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길 68 (창신동)

             설윤형                        설명자                           숙녀복                      서울 강남구 삼성로 742 (청담동)

            성광상사                      현익기                         직조라벨                    경기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736번길 42-26

            성근모자                      김복규                             모자                       부산 남구 동명로132번길 138-2(용호동)

            성림섬유                      권혁동                             내의                       대구 달서구 두류길 56 (두류동)

       성부트레이딩㈜                 차진영               니트, 장갑, 양말, 스카프          서울 은평구 진흥로 176-1 (녹번동) 성부빌딩 2층

         (주)성산물산                   김순자                             의류                       부산 수영구 수영로487번길 27(남천동)

            성서섬유                      최응휴                         다이마루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27 (역촌동)

          성신산업㈜                    김방길                   폴리에스테르가방              서울 강서구 강서로 335 (내발산동, 프리즘파스텔) 601호

               성오                         이병묵                         여성셔츠                    서울 금천구 독산로78길 5 (독산동) 

               성우                         김성학                       니트 숙녀복                  서울 금천구 범안로17길 67 (독산동) 경복빌딩 본관 201호

               성우                         장현숙                           숙녀복                      서울 강북구 도봉로13길 43 (미아동)

          성우통상㈜                    박정흠                             모자                       경기 파주시 한빛로 11 (야당동) 아침마을자유로아이파크111-1801

            성원상사                      안창숙                             토탈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30 (방학동)  오산빌딩 4층

     ㈜성원스포츠모드                김한균                        스포츠의류                   서울 금천구 범안로16길 33 (독산동)

          성원어패럴                    임상복                           임상복                      서울 중구 소월로 33 (남창동)

            성은실업                      안광승            언더웨어, 각종 스포츠 웨어       서울 강북구 도봉로96나길 16 (번동)

            성은패션                      윤옥순               여성 상의 토탈-재킷 外          서울 종로구 창신5라길 13 (창신동)

         ㈜성주디앤디                   김성주                             가방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84 (성수2가) 남영빌딩 2층

          ㈜성준무역                    이인주                       가방, 핸드백                  서울 강서구 허준로 16-12 (가양동) 동남빌딩403호

         ㈜성준어패럴                   윤성원                     근무복, 작업복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5길 15-4, 4층 (신사동) 

               성진                         이원호                         가죽의류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107-1 (화곡동)

               성진                         김성만                       남성복(상의)                  서울 성북구?한천로78길?7(석관동) 2층

             성진사                        배근호                         우븐 바지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32-1 (창신동)

             성진사                        이향의                       숙녀복(수출)                  서울 강북구 솔매로 72-1 (미아동)

            성진상사                      임진숙                           남성복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길 19 (계산동)

            성진실업                      김희중                         재킷, 점퍼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1길 56 (신림동)

          성창어패럴                    이명숙                원피스, 여성재킷, 치마          서울 중랑구 동일로114길 43(상봉동) 3층

            (주)성하                      김학목             등산복, 신사복, 전투복바지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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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실업                      이칠영                             위싱                       부산 금정구 금사동 76-1

          성화어패럴                    권혁환                      맨투맨 티셔츠                서울 중랑구 상봉로 61 (면목동) 한양빌딩 2층

             세경사                        김명희                 재킷, 코트, 티셔츠 外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0 (번동)

    세계물산 수출2본부              박진상                         의류제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0길 35 (가산동)

          세광어패럴                    정재덕                      아웃도어 하의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38번길 29 (소사본동)

         세기플래닝㈜                   김동석                      다이마루 셔츠                서울 중랑구 겸재로49길 18 (면목동)

             ㈜세림                        황병원                         재킷, 바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35 (방배동) 옥스포드하우스 6층

               세립                         허수환              남성 재킷, 코트, 정장바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5길 5 (신설동) 

         ㈜세명어패럴                  김영수                           여성복                      부산 서구 구덕로 324 (동대신동3가)

            세븐나인                      홍성윤                     여성 우븐 재킷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79 (이동)

         세신어패럴㈜                   차동석                         니트의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1 (청담동) 세신빌딩 10층

          세아상역㈜                    김태형               셔츠, 바지, 재킷, 스커트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29 (대치동) 세아벤처타워

          세양물산㈜                    박종림               수영복, 바지, 셔츠, 재킷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24(도곡동) 2층

               세영                         박상훈                 여성 재킷, 원피스 外            서울 성동구 마장로27가길 6 (마장동)

          ㈜세영모드                    황병옥                         남녀 속옷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31길 17 (대림동)

          세영어패럴                    곽이영                       남성 티셔츠                  대구 서구 평리로 364 (내당동)

               세원                         안승목                             코트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42 (논현동)

          세은어패럴                    이규영                         골프의류                    서울 중랑구 상봉로 81(면목동), 2층

     ㈜세은코퍼레이션                김   철                         재킷, 바지                   서울 송파구 삼전로12길 10 (삼전동) 경림빌딩 202호

          세일어패럴                    최연구                  레인웨어, 레인코트             부산 동래구 연안로74번길 3 (안락동)

             ㈜세정                        박순호                     남성·여성 정장               부산 금정구 무학송로 158 (부곡동)

         ㈜세정과미래                   박이라                       셔츠, 체육복                  서울 강남구 삼성로 342 (대치동) 세정빌딩 7층

          세정테일러                    정상진                             양복                       부산 중구 중앙대로29번길 8 (중앙동1가)

          세종어패럴                    이종욱                         부속우라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50번길 74

         세종이노테크                   김사환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인천 부평구 안남로418번길 27 (청천동)

             세종진                        조내신              남성복 면바지, 청바지 外         서울 종로구 지봉로7길 5 (창신동)

             세진사                        강종원              원피스, 블라우스, 코트 外        서울 중구 다산로 31길 46 (신당동)

          세진어패럴                    송우혁                           남성복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3 (안양동)  2층

          세진어패럴                    오미자                           숙녀복                      서울 강북구 삼양로24길 38 (미아동)

          세창어패럴                    차규장                           티셔츠                      서울 노원구 공릉로42길 13-14 (공릉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지하1층

     ㈜세하인터내셔날                유   준                          와이셔츠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66길 36(가락동) 7층

          세한어패럴                    박무웅                         여성 정장                    부산 금정구 개좌로 207-1 (회동동)

            세현물산                      김기춘                           넥타이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구로동)  한신IT타워 1216호

            세화E&B                      김봉진                 컴퓨터자수, 바이야스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133번길

       세화섬유공업사                 박윤근                           티셔츠                      대구 서구 와룡로75길 14 (중리동)

               센스                         송흥현            정장 재킷, 블라우스, 원피스       서울 중구 퇴계로6길 49 (회현동1가)

            센스실업                      채성식                   여성 우븐 재킷 外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42길 23, 3층(독산동)

    ㈜센츄리코퍼레이션              박   현                             자수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65길 14 (구의동) 센츄리빌딩 301호

             소나무                        김도형                  원피스,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지봉로 97-1 (창신동) 3층

             ㈜소다                        박근식                             구두                       서울 서초구 효령로46길 9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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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                         김태군                           숙녀복                      서울 강북구 도봉로61길 5 (미아동)

            소영이네                      김근진                         여성 바지                    서울 중구 다산로33길 17 (신당동)

         ㈜소이어패럴                   김호성                         재킷, 바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길 28 (신설동) 소이빌딩

          솔로몬패션                    김성규                    여성복 우븐 하의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57 (가산동) 403호

               솔아                         김영철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2길 12-7 (창신동)

             솔트렉                        하태주                    등산복, 등산가방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23번길 11 (원종동) 북측 3층

            송이가운                      김영호                             가운                       전북 익산시 중앙로1길 19-1 (창인동1가)

          송정어패럴                    장용곤                           아동복                      서울 중랑구 겸재로 140 (면목동) 3층

         ㈜송지오옴므                   송지오                             의류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성수동1가) 롯데IT캐슬 1609호

            송현실업                      김명숙                           캐주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48번길 19 (박달동)

             수민사                        김상호                             자수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2 (예지동) 아피아상가 302호

             수윤사                        김영성             숙녀복 면/직기 바지 토탈        서울 종로구 창신5길 36-5 (창신동)

            수이스타                      박윤수                         의류제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5길 49 (청담동) 윤소미빌딩 4층

               수정                         임광락                니트 원피스, 카디건 外          서울 종로구 창신5가길 3 (창신동)  2층

             수진사                        오주영                 남방, 원피스, 재킷 外            서울 중구 다산로31길 20 (신당동)

          수진어패럴                    정병춘            숙녀복 직기/면바지,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길 54 (창신동)

               수흥                         김영준                  니트 티셔츠, 목도리            서울 강북구 노해로 49 (수유동) 3층

            순풍산업                      김성수                  남성셔츠, 와이셔츠             서울 금천구 범안로 15길 54 (독산동) 성원테크 2층

            슈클리닉                      이민용                         신발 제조                    서울 성동구 연무장17길 14 (성수동2가) 대구타운 201호

          ㈜슈페리어                    김귀열                         골프의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14 (대치동)

             스카이                        박종만                  다이마루 티셔츠 外             서울 강북구 월계로 75 (미아동)

     ㈜스칼리에프엔디                강희길                     수영복, 헬스복                서울 은평구 은평로8길 11 (응암동)

         스타일러스㈜                   이광우                         재킷, 바지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92 (명일동) 인터하우스빌딩 5층

         ㈜스파코리아                   조용래                       바지, 스커트                  서울 송파구 가락로11길 23-11 (석촌동) 중원빌딩 302호

             스포텍                        김옥례                        스포츠웨어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14번길 28 (사직동)

             슬기네                        안중엽                           숙녀복                      서울 종로구 지봉로14길 8-9 (숭인동)

             슬릭스                        김승원                           침대포                      경기 화성시 비봉면 주석로 453

             승미사                        이현종                         구찌 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6길 9-4 (창신동)

           (주)승엽사                     유상영                             의류                       부산 금정구 개좌로 101(금사동) 2층

             승오사                        정석진             여성 바지, 야상, 재킷, 남방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6-15 (창신동)

             승우네                        한경수                     여성 상의 토탈                서울 종로구 율곡로17길 7-4 (이화동) 2층

          승준어패럴                    고문철           남녀 쭈리원단 티셔츠, 아동복      서울 중구 퇴계로 424 (신당동)  3층

               승진                         김승봉              여성 야상, 블라우스, 남방        서울 종로구 창신5가길 12 (창신동) 3층

               승진                         송성호                       숙녀복(바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29길 10 (미아동)

             승현사                        이상묵            여성 다이마루 바지, 티셔츠       서울 종로구 창신6길 33 (창신동) 지하

          ㈜승현섬유                    오시환                         스웨터실                    서울 관악구 봉천로 614 (봉천동) 3층

             승희사                        조승희                         여성 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6다길 11 (창신동)

            ㈜시드인                      안한수                   가방, 핸드백, 지갑              서울 강동구 성안로3길 88 (성내동)

            ㈜시몬느                      박은관                       핸드백, 지갑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279 (고천동)

         ㈜시몬느엔씨                   반영우                           핸드백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279 (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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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컴퍼니                   신종휴                        봉제판촉물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B동 2108호

          시야게박사                    나용주                     남녀 자켓 워싱                서울 종로구 지봉로8길 44-6 (숭인동) 

       ㈜시즈에프앤디                 홍경의                         스키장갑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상대원동) 썬텍시티 Ⅱ 612호

               시크                         정행만            블라우스, 재킷, 코트, 스커트      서울 용산구 후암로30길 1 (후암동)

            신도실업                      김용특                           신사복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313번길 84 (청천동) 

             ㈜신동                        이종훈                             재킷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50 (한남동) 신동빌딩 2층

               신라                         이형래                       여성 상하의                  서울 종로구 율곡로19길 29 (이화동, 이화빌라)

          신명양말㈜                    정우철                             양말                       서울 강남구 삼성로?562 (삼성동) 진성빌딩 3층

         ㈜신명훠스트                   이남성                             재킷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23 (상봉동) 신내테크노타운 704

               신성                         유래춘                       바지,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8길 8 (창신동, 동광그린빌라) 지하

            신성산업                      김위생                        학생복바지                   부산 연제구 아시아대로 38 (거제동)

          신성어패럴                     김   용                        드레스셔츠                   서울 금천구 두산로7길 24 (독산동) 2층

          신성통상㈜               염태순, 황대규                       텐트                       서울 강동구 풍성로63길 84 (둔촌동) 신성빌딩 4층

             신세계                        정대식                         블라우스                    부산 금정구 개좌로 58, 지하1층(금사동)

       ㈜신세계톰보이                 조병하                 바지, 재킷, 니트셔츠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1 (청담동) 세신빌딩

             신세대                        박희숙                     샘플 전품목 外                서울 관악구 조원로 15-2 (신림동) 3층

             신아사                        이재준                         여성 바지                    서울 중구 청구로17길 29-4 (신당동) 지하

     ㈜신아아이티에스                방동원                         여성의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17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1103호

       ㈜신아인터패션                 김남진                         여성의류                    서울 성동구 마장로39길 51 (마장동) 마장오피스텔 102호

          신아패브릭                    신장복            단체티, 찜질복, 헬스복 제작       대구 달서구 명덕로2길 30 (두류동)

            신안상회                      서상원                         아동한복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 (예지동) 광장시장 하층 52호

            신양물산                      최용원                         이너웨어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51-12 (평화동2가) 동도미소드림상가 101호

            신영모드                      황인순                         봉제의류                    인천 서구 염곡로 361 (신현동)

   신영상사(치크로스쿨)             김갑권                           학생복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42번길22

         ㈜신영와코루                   이의평                           란제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4 (가산동)

         ㈜신영트랜드                   박승모                       핸드백, 가방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구로동) 에이스테크노 1차 601-1호

             ㈜신원                        김정표                             의류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8 (도화동) 신원빌딩 9층

            신원섬유                      민병화                    다이마루 티셔츠               서울 강북구 도봉로67길 49 (미아동) 3층

         ㈜신일레포츠                   김팔용          배낭, 골프백, 핸드백, 스포츠백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31 (방이동) 신일빌딩 5층

            신일섬유                      신병윤                티셔츠, 원피스, 레깅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2길 32 (양재동) 

          ㈜신조아트                    최병목                             가방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32 (고강동)

    ㈜신즈디자인하우스              정영신                       티셔츠, 재킷                  서울 강남구 언주로157길 21-1 (신사동)

          신진교역㈜                    김성백               여성용 셔츠, 바지, 재킷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1차 601호

          신진산업사                    최병열                     학생복블라우스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101번길 12(망미동)

            신해패션                      서길성                             토탈                       서울 성북구 보문로 70 (보문동4가)  2층

               신화                         정병삼                    여성 면바지 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길 39 (창신동) 지층

               신화                         김인석                     남성 재킷, 코트               서울 금천구 두산로 13길 33 (독산동) 성수빌딩 4층

            신화직물                      권태형                             한복                       대구 중구 태평로2길 16 (달성동) 1층

            신흥실업                      안완균                           청바지                      서울 금천구 두산로11길 32 (독산동)

            신흥실업                      김재춘                             데님                       서울 금천구 두산로11길 32 (독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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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론                        차진섭                        심실링제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구로동) High-End 타워 808호

          ㈜실버텍스                    정만우                             양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63 (양재동) 혜인빌딩 6층

            ㈜쌍방울                      최제성                           란제리                      서울 중구 퇴계로 390(무학동)

               써드                         김영준             여성 남방, 코트, 재킷, 조끼        서울 종로구 창신6다길 22 (창신동)

                 썬                           박종윤              여성 재킷, 코트, 블라우스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13 (창신동) 2층

             썬실업                        한동금                       청바지(토탈)                  서울 강북구 솔샘로65길 140 (미아동)

             썸제이                        이승환                         의류 제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신설동)  동대문우체국 4층

             쎄오빌                        최관식                           침구류                      부산 사상구 새벽로91번길 21 (학장동)

      쏠레이어 어페럴                 이효관                         여성 정장                   서울 종로구 율곡로16길 32 (충신동)

            ㈜쏠리드                      우영미                    남성복, 의류원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7길?6 (삼성동)

     ㈜씨니에스컴퍼니                이수정                         남성 정장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30 (가산동) 남성프라자 에이스9차 1401호

     ㈜씨디에스프로펠                서지영                         의류 제조                    서울 중구 퇴계로 449-23 (황학동) 2층

          ㈜씨씨이피                    박진후                         의류제조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155 (성내동) 현대제이드 801호

     ㈜씨앤금호컬렉션                서정용                         교복하의                    대구 동구 용계로6길 7-6 (용계동)

         ㈜씨앤엠무역             장경희, 민상식        우븐임가공봉제, 여성의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도화동) 일신빌딩 601호

㈜씨엔케이엔터프라이즈           문흥모                        여행용가방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194

            아기사랑                      김성호               유아용내의, 유아 상하복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천5길 10 (팔복동2가)

             아르망                        조선제                  다이마루 원피스 外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27길 62 (장위동)

       ㈜아름다운사람                 김창환                         남성 정장                    서울 금천구 범안로15길 73 (독산동)

          아리랑주단                    정인순                             한복                       광주 동구 충장로 51-1 (충장로4가)

         (주)아림전력                   추한권             전기공사, 태양광발전설비        부산 강서구 대저로 89번길52(대저동)

          ㈜아마넥스                    최병구                             의류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27, 701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3차 

          아미가조로                    류대연                         신사바지                    서울 종로구 지봉로 12 (창신동) 봉한빌딩 3층

          아미글로벌                    유실근                  의료기구, 피복류 외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104번길 22(장림동)

             아비앙                        신갑승              남방, 블라우스, 원피스 外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33 (방학동)

       ㈜아식스코리아                 김정훈                        스포츠의류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6, 삼화타워 15층

     아씨우리옷연구원                이영란               천연염색한복, 모시한복          광주 서구 마산길 20 (벽진동)

            아우토반                      이성준              원피스, 재킷, 블라우스 外        서울 성북구 보문로 45 (보문동7가)

            아우토반                      신성남             여성 재킷, 코트, 원피스 外        서울 용산구 후암로 11 (후암동) 2층

            아이나라                      박순희                 가방, 액세서리, 잡화            서울 중구 퇴계로 37 (남창동) 코코클럽 2층 46호

             아이들                        양성호              다이마루 티셔츠, 재킷 外         서울 강북구 삼양로 209 (미아동)

            아이디룩                      조승곤                           여성복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80 (논현동) 성보빌딩 8층

          ㈜아이보리                    박종락                 스포츠웨어, 의류토탈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7 (휘경동) 아이보리빌딩 2층

       아이씨엔아이티                 김은수                           여성복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구로동) 우림이비즈센터II차 1212호

       ㈜아이아트텍스                 송명재                                                           경기 광적면 그루고개로188번길 7-67, 가동 

     아이엔브이트윈스                권혁길                           아동복                      서울 중랑구 면목로74길 13 (면목동) 동천빌딩 2층

          ㈜아이올리                    최윤준                                                           서울 성동구 연무장11길 10, 6~10층(성수동2가, 우리큐브)

     ㈜아이픽스플러스                김철민                         의류제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56 (장안동)

         ㈜아즈텍 WB                   허재명                             의류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99 (신평동)

            아코실업                      황택영                       모자, 머플러                  서울 은평구 갈현로 39-1 (신사동)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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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아트사                        김승철            워싱, 단추달이, 단추구멍 外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17 (창신동)

         아티스린넨㈜                   김태규                 타올, 커튼 침구류 외            부산 동구 자성로 75번길 38 (범일동)

            ㈜아펙스                      조원창                           가방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18-11 (방이동)

            안다미로                      한상엽                       바지, 스커트                  서울 용산구 후암로30길 15 (후암동)

         안동섬유마을                   강희일                    수의(장례복)제조              서울 강동구 풍성로65길 77 (둔촌동)

앙드레김디자인아뜨리에㈜         김중도                         여성의류                    서울 강남구 논현로 745 (논현동) 평강빌딩 1층

          ㈜애일물산                    이도우                         정장, 바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2길 7 (당산동6가)

          애플라인드                    김윤수                   기능성 스포츠웨어             강원 원주시 지정면 지래올로 177 2층

               앤트                         박   현                   남성 재킷, 남방 外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13 (창신동)

          ㈜약진통상                    조용로                  니트셔츠, 니트바지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38 (방이동)

          양지어패럴                    정해남                    블라우스, 원피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17 (신림동)

          양진어패럴                    류덕열                           티셔츠                      부산 금정구 반송로 366-5 

            엄지섬유                      김명조                  다이마루 레깅스 外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10나길 57 (마장동)

         ㈜에다어패럴                   김영래                     우븐임가공봉제               서울 강남구 개포로20길 20 (개포동) 상화빌딩 5층

               에덴                         심금옥                         바지, 남방                   서울 강북구 도봉로50길 33 (미아동)

            에드모드                      이성복               여성용 니트웨어, 스웨터         서울 은평구 갈현로 213 (갈현동) 썬버드빌딩 지하1층

            ㈜에로베                      문광은                       핸드백, 소품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가산동) B동 404호

            에버그린                      심연택           여성다이마루 셔츠, 시폰제품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43-1 (면목동)

             에보크                        손경창                   재킷, 코트, 원피스              서울 중구 청구로 116 (신당동) 6층

       에스더블유티㈜                 박찬호                         여성의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1501호(대치동) 

          에스더패션                    심승구                      여성 우븐상의                서울 마포구 숭문길 182 (염리동)

    에스에이치이노센스              김혜경                         의류제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2길 11 (상계동) 2층

     에스에이치컴퍼니                정영우                       캐주얼 의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2단지 202동 901호

       에스에이코리아                 송수아                       수영복 제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60길 5 (가락동) 삼원빌딩 1층

       에스에프아이㈜                 김정택                       내의류, 잠옷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성수동2가)SK V1 TOWER 1412호

   (주)에스엔케이어패럴             이의근                         의류수출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벽산e-센텀클래스원2차 1204

          에스엘패션                    이동영                         우븐 상의                    서울 중랑구 동일로96길 20 (면목동)

㈜에스엠케이인터내셔날           김성민                       셔츠, 체육복                  경기 과천시 뒷골2로 16 (과천동) 캐빈하우스

         에스엠패션㈜                   허남윤                     작업복, 유니폼                울산 중구 내오산로 35-1 (태화동)

     ㈜에스제이어패럴                박상욱                             셔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413호

          ㈜에스티오                    김흥수                           남성복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B동 15층

     ㈜에스팀 아이엔씨               송진호                             구두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6 (성수동2가) 대륙빌딩2층

          ㈜에스포사                    신윤순                           티셔츠                      서울 금천구 가산로 34 (독산동) 2층

          ㈜에어워크                    이양호                     의류, 가방, 신발               서울 종로구 사직로 102 (필운동) 신동아 블루아광화문의꿈 401호

          ㈜에이디시                    함정웅                 니트셔츠, 스포츠의류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377길 30 (내당동) 

     에이로인터내셔날                채건하                         의류제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835호

    에이비에스코리아㈜              민인숙                에어백직물 재단, 봉제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65 (신당동)

             에이스                        한성화                    여성 면바지 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17 (창신동)

    ㈜에이엠에스어패럴              안이선                         여성 정장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23 (상봉동) 신내테크노타운 901호

     ㈜에이취엠어패럴                김화만                     여성복 바지 外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807 (암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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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에이치앤비㈜                   이해숙                         이너웨어                    대구 동구 팔공로45길 33(봉무동)

    ㈜에이치에스어패럴              최진혁                             의류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76(장동)

       에이티오코리아                 조선용                 가방, 의류, 신발 제조            서울 마포구 독막로 100 (상수동) 세방글로벌시티 710호

         ㈜에이훠스트                 송은용 외                       재킷, 바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구로동) 우림이비즈센타 2차 1201호

         에프아이엘㈜                   이원식                         골프웨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10 (논현동)

    ㈜에프앤아이코리아              김현곤                             의류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가산동) SJ테크노빌 1313호

         ㈜에프앤에프                   김창수                             의류                       서울 강남구 언주로 541 (역삼동) 에프앤에프빌딩

         ㈜에프앤케이                   김성운                         토탈 의류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84 (양재동) 3층

         ㈜에프지에프             최진원, 구자연                     남성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59 (서초동) 백암빌딩 702호

         에프케이골드                   강영수                 니트조끼, 니트스커트           서울 관악구 봉천로14길 19 (신림동) 세현빌딩 2층

          ㈜에프티앤                    이인권                           여성복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구로동) 이엔씨벤처드림타워6차 12층

         엔씨텍스타일                  박승희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서울 중구 다산로 274 (흥인동) 우일타운빌딩 409호

   ㈜엔에스 인터내셔널             김기복                           신사복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93 (가산동)

               엔젤                         윤용진                   여성 원피스, 재킷              서울 종로구 종로66가길 34, 2층(숭인동)

            엔젤상사                      남경식                           작업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86 (대성동)

             엔쥬반                        홍은주                        여성캐주얼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3길 4(장안동)

               엘라                         박경만                           숙녀복                      서울 강북구 오현로 12 (미아동)

             엘리사                        조재상                           원피스                      서울 용산구 후암로49길 7-3 (동자동)

            엘리시아                      김윤상              여성 재킷, 코트, 블라우스        서울 종로구 창신길 50 (창신동)

     ㈜엘씨코퍼레이션                이정균                  컴퓨터가방, 어깨끈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하저길 82-12

          ㈜엘씨통상                    임영선               스웨터, 여성용니트웨어          서울 용산구 소월로26길 18 (용산동2가)

            ㈜엘유티                      나은택                           신발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6 (양재동) 대양빌딩 2층

          ㈜엘지패션                    구본걸                     남성·여성정장                서울 강남구 언주로 870 (신사동)

            엘투산업                      이성희               가방, 지갑, 벨트, 핸드백          경기 구리시 이문안로99번길 10-21 (수택동) 

            엘파로스                      박순자                         신발 제조                    서울 광진구 자양로 314 (구의동) 프레빌 201호

     ㈜엠앤아이트리어                맹시환                         섬유, 의류                   서울 중구 명동7길 23 (을지로2가)

         ㈜엠에스에이                   변종건                         재킷, 바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2 (대치동) MSA빌딩

       ㈜엠에스퍼시픽                 김명섭               재킷, 바지, 스커트, 코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타2차 301호

       ㈜엠케이트렌드                 김상택                             의류                       서울 강남구 논현로 633 (논현동) MK빌딩

         ㈜엠티콜렉션                   양지해                   핸드백, 지갑, 구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06 (상대원동)

             연다라                        김용무               재킷, 코트,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종로56길 26 (숭인동) 태양빌딩5층

            연수상사                      조남호                           남성복                      인천 남구 문학길 9-42 (문학동) 그린마트3층

         ㈜연승어패럴                   한병숙                       셔츠, 체육복                  서울 강남구 삼성로 616 (삼성동) 연승빌딩

       ㈜연일케이텍스                 곽   후                        스포츠의류                   서울 광진구?강변역로4길?68(구의동), 1007호

            연지곤지                      박근우            스커트, 블라우스, 원피스 外       서울 종로구 종로63다길 24 (숭인동) 2층

         ㈜연합콜렉션                   정진택                       핸드백, 지갑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92-1 (망우동) 거진빌딩 2층

             연호사                        김석태                         여성 바지                    서울 성동구 마장로27길 16-3 (마장동) 2층

               영광                         권오현                           숙녀복                      서울 중구 동호로11길?54, 2층 (신당동)

            영광니트                      김기주                       숙녀복 니트                  서울 강북구 솔샘로 243-9 (미아동)

             영다사                        신재호               남성재킷, 코트 정장재킷         서울 중구 청구로22길 28-3 (신당동)  한영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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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봉제기술 2020. 10_27

⦁ 보너스북 | 아이템별 국내봉제업체 리스트 ⦁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영도상사                      박치환                             한복                       광주 동구 충장로 24 (충장로5가) 

            영도실업                      최홍열        여성 셔츠, 정장바지, 정장치마 外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17-1 (신림동)  5층

            영동와끼                      손석현                         와끼 전문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31 (창신동)

            영림패션                      장하영               점퍼, 사파리, 남방, 재킷          서울 종로구 율곡로27길 5 (충신동)

         ㈜영성에이스                   윤의명                       양말, 타이즈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68번길 79 (용현동)

             ㈜영신                        이상철                   재킷, 코트, 스커트              서울 강남구 논현로71길 6 (역삼동) 영신빌딩 1층

    영신메리야스공업사              김기수                             내의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19길 97 (월성동)

         ㈜영신컴퍼니                   이재규                           드레스                      서울 마포구 동교로12안길 9 (서교동)

         영신티엔앰㈜                   이영석                           스웨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27길 4 (장안동) 영신빌딩 3층

             영실업                        박재영              다이마루 티셔츠, 후드 外         서울 강북구 한천로123길 45 (번동)

          ㈜영안모자                    백성학                             모자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15 (오정동)

          ㈜영안양행                    장두환                         니트모자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15 (오정동)

            영우기획                      정상영              여성 의류 디자인, 패턴 外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91, 303호 (숭인동, 숭인상가아파트)

     ㈜영우모드콜렉션                전용진                         니트의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59 (논현동) 진우빌딩 7층

             영우사                        임채운            다이마루 티셔츠, 카디건 外       서울 강북구 도봉로34길 23 (미아동)

          ㈜영원무역                    성기학                           등산복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93 영원무역빌딩

            영원섬유                      이병주                    다이마루 티셔츠               서울 강북구 솔샘로67길 142 (미아동) 3층

          영은어패럴                    김채훈                      숙녀복 투피스                서울 관악구 관천로11길 87 (신림동) 3층

             영인사                        박인규               남녀 재킷, 코트 남방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108-4 (창신동) 2층

          영주어패럴                    윤동욱                       스포츠 웨어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구로동) 빌란트1차 709호

             영진사                        박경모                     여성 바지 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13 (창신동) 1층

             영진사                        박대엽                다이마루 티셔츠 전문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208 (망우동)

            영진산업                      김영화                피스복(투피스원피스)           부산 금정구 부곡동 305-14번지

            영진상사                      노완영                  남성정장, 와이셔츠             경기 군포시 산본로77번길 42 (당정동)

            영진상사                      조수영                           숙녀복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57, 303호 (가산동, 한섬팩토리 아울렛)

         ㈜영진어패럴                   손영오                        니트티셔츠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17 (송정동)

       ㈜영진텍스모어                 임인규                         남성의류                    부산 금정구 금정로 207 (구서동)

               영창                         강영찬                         우븐작업                    서울 강북구 삼양로122길?14, 2층(수유동)

               영창                         김영송                           숙녀복                      서울 강북구 솔샘로 312 (미아동)

            영창기업                      송봉현                 스판 쫄티, 쫄바지 外            서울 중구 청구로 116 (신당동)

            영창섬유                      김영송              부인복 앙상블, 원피스 外         서울 강북구 솔샘로 312 (미아동)

    ㈜영텍스인터내셔날              정병하                        우븐반바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4 , 2층(성수동2가) 남영디지털타워

             영패션                        조정남                     야상, 재킷, 바지               서울 강북구 덕릉로 42길 23, 지하

            영풍실업                      주희정            골프웨어, 기능성스포츠의류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79 (중곡동) 

          ㈜영하산업                    원호승                             가방                       서울 중랑구 겸재로 229 (면목동) 영하빌딩5층

             영화사                        장동선                           체육복                      서울 중구 다산로33다길 25 (신당동)

               영훈                         김희종                       숙녀복(상의)                  서울 강북구 솔매로 100 (미아동)

             영훈사                        윤영현                           숙녀복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숭인동) 동일빌딩 212호

               예등                         추교섭                       바지, 스커트                  서울 중구 다산로29길 45 (신당동) 3층

            예림산업                      김영동                         니트 전문                    서울 중랑구 동일로95길 16 (면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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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예림패션                      김광의              다이마루 티셔츠, 재킷 外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5가길 30 (용두동) 2층

          예인통상㈜                    김덕명                    티셔츠, 블라우스               서울 강남구 선릉로 654 (삼성동) 예인빌딩5층

          예전어패럴                    손승락             재킷, 바지, 티셔츠,  스커트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25 (면목동)

            예지상사                      김정수                         가죽지갑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2 (안양동)

            예지패션                      정영민                             의류                       부산 해운대구 재송1로32번길 27 (재송동)

         (주)예지패션                   정영민                 의류(학생복, 유니폼)            부산 해운대구 재송1로32번길 27

               예진                         손임택                       남성용 셔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가산동) 401호

          예진어패럴                    정진철                    유니폼, 구명조끼               대구 동구 신암남로23길 30 (신암동, 고려맨션)

            예찬섬유                      전기숙                         다이마루                    부산 연제구 대리로22번길 33 (연산동)

    오디츠스포츠웨어㈜              최광호            스키복, 스포츠복, 재킷, 바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61 (삼전동) 소명빌딩 302호

             오뚜기                        박호천               여성 바지, 남녀 점퍼 外          서울 종로구 창신11길 11 (창신동)

         ㈜오렌지캠프                   전수훈                  요가복, 트레이닝 복            경기 구리시 검배로 109 (수택동)  DND빌딩 5층

          ㈜오륜무역                    최덕주                         니트, 셔츠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6길 66 (성수동2가) 석현빌딩3층

            ㈜오리찌                      이상영                  타조가방, 악어가방             서울 마포구 독막로2길 34 (합정동) 현대빌딩 2층

          오성어패럴                    강은화                  헬스복, 에어로빅 外            서울 은평구 녹번로9길 16-1 (녹번동)

㈜오션트레딩인터내쇼날           엄성삼           여성가죽의류, 가죽재킷, 가방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 (장안동) 수정빌딩3층

            ㈜오앤유                      오영석                         니트웨어                    경기 성남시 불정로 6(정자동)

            ㈜오이진                      이유진                         코트, 재킷                   서울 은평구 수색로 332 (수색동) 해평빌딩 2층

             ㈜오콘                        김일호                             의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삼평동) 판교이노벨리 A동

            온더리버                      이호정                         여성의류                    서울 중랑구 동일로143길 24 (묵동) 적순빌딩 3층

     올패션디자인학원                박순복         교육, 서비스, 제조, 악세서리, 도매    부산 사상구 새벽로 225 3층 302호 (괘법동)

             옴카라                        주선옥                           숙녀복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24길 6 (삼선동5가) G층

             옷수레                        서재성                    남성복 점퍼 일체              서울 중구 동호로11길 46 (신당동)

     와이디인터내셔널                최윤경                    아웃도어 티셔츠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62 (독산동) 풍림APT형공장 601호

    와이앤드에스패션㈜              윤우현               드레스셔츠, 캐주얼셔츠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5길 19-1 (성수동2가) 삼영테크노 4층

         와이앤지상사                   류태응                           모자 등                     서울 강북구 오현로10길 10 (미아동)

     ㈜와이에스코리아                윤희범                             셔츠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성수동2가) 

     와이에스코리아㈜                윤희범                     셔츠, 블라우스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성수동2가) 코오롱디지털타워 2차 510호

     ㈜와이엔비컬렉션                이봉명                      남성정장재킷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18 (상대원동) 2층

     ㈜와이케이공삼팔                권재철                 여성정장, 캐주얼의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41 (역삼동) 뉴서울빌딩

    와이케이시레포츠㈜              강동호                   의류, 가방, 핸드백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70, 3층 초고리 내 (면목동)

            왁끼상사                      김태우            청남방, 부인복, 패딩, 무스탕      서울 종로구 종로63다길 26 (숭인동)

             ㈜요들                        정희순                       유니폼, 가운                  서울 강북구 노해로 107 (수유동) 요들빌딩

             용수네                        김종민            부인복 재킷, 원피스,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10가길 1-11 (창신동)

             ㈜용전                        임경오                       셔츠, 체육복                  부산 동래구 명안로26번길 55 (안락동) 

            용진패션                      김용진              블라우스, 재킷정장, 코트         서울 종로구 창신길 107 (창신동) 2층

          용현어패럴                    조용민                  남녀 티셔츠, 원피스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3길 20 (면목동) 지하

         ㈜우남콜렉션                   김인국                       핸드백, 가방                  서울 광진구 능동로 349 (중곡동) 제일빌딩 3층

          우노무역㈜                    김수경                     넥타이, 스카프                서울 강남구 도곡로 219 (역삼동) 우노빌딩 6층

            우리큐큐                      김성일                 완성, 스냅 단추, 워싱            서울 강북구 솔샘로65길 140 (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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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북 | 아이템별 국내봉제업체 리스트 ⦁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우림어패럴                    이찬우                         니트의류                    서울 동대문구 장안로 173 2층

         우림전력(주)                   이탁진                         전기공사                    부산 남구 좌성로 152 1501호

       우보네트웍스㈜                 김미나                     재킷, 코트, 바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C-708

            우성상사                      홍상근        원단 및 부자재, 직선 ROLL 재단 外   부산 금정구 서금로 86번길 3 (금사동)

       ㈜우성아이앤씨                 김인규          셔츠, 넥타이, 정장, 캐주얼의류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3 (역삼동) MTU빌딩 9층

            우수춘㈜                      최병갑                             의류                       서울 강남구 삼성로 620 (삼성동)

         (주)우신상사                   김덕술                             셔츠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 86, 1층(양정동, 셀렉스빌딩)

          ㈜우양통상                    이손희                         신사 정장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506 (안락동) 우양빌딩2 6층

         ㈜우원어패럴                   최원응                     남성바지, 직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서초동)리더스빌딩 1004호

         ㈜우인웨이브                   변응헌                           수영복                      서울 광진구 동일로 360 (중곡동) 우인빌딩

    ㈜우인인더스트리즈              조수혁                여성재킷, 스커트, 바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구로동) 삼성IT밸리 902호

          ㈜우전양행                    최영호                     재킷, 스키웨어                서울 서초구 방배로 94 (방배동) 덕우빌딩 4층

          우정무역㈜                    이재정                     니트셔츠, 의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31길 12 (하왕십리동) 4층

            우정산업                      최윤희                 바지, 경찰복, 전투복            부산 동래구 충렬사로 39 제상가동2층 231호

            우주산업                      김학성                           스커트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29번길 55

               우진                         이덕현                    의류 제조 임가공              서울 중구 청구로 109-5 (신당동)

             우택사                        조진오                         여성 바지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34-2 (창신동)

             ㈜우협                        김영남                    속옷, 스포츠의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85길 20-7 (대치동) 우협빌딩

          우형레포츠                    김정남                        스포츠의류                   서울 양천구 신월로 105 (신월동) 203호

            우희패션                      배연동                             의류                       부산 동구 진시장로16번길 17 (범일동)

       ㈜욱성아이티씨                 이용문                      여성니트웨어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96 (능동) 삼진빌딩 302호

     울산코오롱스포츠                류순희                     스포츠의류용품               울산 남구 삼산로 144 (달동)

            울터라인                      이종환                       남성 스웨터                  서울 강북구?한천로170길?13(수유동), 2층

          웅피케이스                    김선옥                       스포츠 가방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65 (신당동)

          원 미싱공방                    서연희                             의류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15 (양정동)   

         ㈜원광어패럴                   김남옥                           유아복                      서울 강동구 고덕로 29 (암사동) 구억빌딩 201호

             원꽃수                        이봉수               스포츠의류, 단체복 자수         서울 종로구 율곡로 29길 11-4

         ㈜원도어패럴                   이동우                      아웃도어 의류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68 (하월곡동)

            원우모드                      오복수                             니트                       서울 강북구 도봉로 157 (미아동, 두원프라자) 지하1층

            원일봉제                      김원주                    나비넥타이, 리본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2번길 44-11 (오정동) 1층

          원일어패럴                    조중봉                블라우스, 원피스, 재킷          서울 강북구 도봉로53길 7 (미아동) 우원빌딩 2층

          원전교역㈜                    최호림               스포츠웨어, 캐주얼웨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31번길 7 (호계동)

          원창물산㈜                    김명철                   스커트, 바지, 재킷              서울 마포구?마포대로?38(도화동)

             원패션                        이희영                   여성 재킷, 무스탕              서울 종로구 창신길 95 (창신동) 4층

          원풍물산㈜               이원기, 이두식                   남성 정장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7-21 동산빌딩

         ㈜원풍사람들                   정일호                남성 정장, 캐주얼의류           인천 서구 가좌로 31 (가좌동)  한국수출산업공단 주안5공단

       원혜은한복원빔                 원혜은                             한복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우성1차아파트) 7동 903호

               월드                         장연석                           청바지                      서울 강북구 솔샘로 309 (미아동)

            월드아트                      정찬명                      특수봉제작업                 서울 금천구 독산로 318 (독산동) 2층

          월드어패럴                    장연석                     청바지, 면바지                서울 강북구 솔샘로 309 (미아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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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월드통상                      안신엽              봉제관련 설비 개발 판매         부산 금정구 동천로 7번길 30 (회동동)

            월비통상                      손주익              청치마, 청재킷, 청바지 외        서울 성동구 연무장11길 11-1 (성수동2가)

         월텍스컬렉션                   권오태                    핸드백, 서류가방               서울 중랑구 동일로 715 (상봉동) 5층

          웨얼하우스                    최태훈                         의류 제조                    서울 강남구 선릉로161길 21-4 (신사동) 마루빌딩 201호

            ㈜웰크론                      이영규                         목욕가운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 (구로동)

            ㈜위비스                      도상현                     여성복, 남성복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성수동2가) 한라시그마밸리 15층

             위세븐                        유상길                         의류제조                    서울 강동구 고덕로38길 54 (명일동) 2층

            ㈜윌비스                      전병현                   스커트, 바지, 재킷              서울 송파구 정의로7길 6(문정동) pns홈즈타워 12층

          유길산업㈜                    김인규                       가방, 핸드백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7 (하대원동) 광원빌딩 5층

          ㈜유니세븐                    조경행                     근무복, 작업복                서울 강북구 노해로 109 (수유동)

          유니셀피아                    송미정               재킷, 코트, 블라우스 外          서울 성북구 보문로 43-1 (보문동7가)

             유니원                        김덕수                         의류 제조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45번길 53-4(감전동)

  ㈜유니트라인터내쇼날            김용정                     바지, 재킷, 셔츠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69길 63 (사당동)

       유니피스유니폼                 김영길                         여성 정장                    부산 동구 중앙대로 507-1 (범일동)

           (주)유레카                     김영철                   핸드백, 지갑, 벨트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859번길 63(금곡동)

               유로                         유세영               여성 수트정장, 블라우스         서울 중구 다산로29길 29 (신당동)  3층

            유로물산                      이재성                        남성  정장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85 (서초동) 유로빌딩 5층

               유림                         김형곤             재킷, 원피스, 바지, 스커트        서울 종로구 율곡로19가길 11 (충신동) 2층

             유명사                        김철수                 남성, 여성, 아동복 外            서울 중구 청구로8길 17 (신당동) 지하

             유미네                        서한표             여성 점퍼(사파리), 재킷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112-3 (창신동) 지층

  ㈜유베이스인터내셔날       박대용, 김태형                     여성복                      서울 성동구 뚝섬로 345(성수동1가)

             유성사                        이필호                   스커트, 바지, 재킷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13 (창신동)

          유성어패럴                    김종만                         남성 정장                    대구 동구 화랑로37길 98 (효목동)

          유성어패럴                    이필호               여성 재킷, 바바리, 코트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13 (창신동)

            유신모자                      이승호                         야구모자                    서울 광진구 동일로 420 (중곡동)

       ㈜유앤비어패럴                 김세억                   스커트, 바지, 재킷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16 (삼성동) 미켈란빌딩 303호

       유앤유메글로벌                 김혜주                   의류, 봉제품 제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4길 8 (동자동)

               유영                         정호국                    티셔츠(다이마루)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200

             유정사                        임성규                    블라우스, 원피스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6-2 (창신동) 1층

            유진넷㈜                      허은숙                           여성복                      인천 부평구 경인로1009번길 4 (부개동)

             유진사                        정기승                    남성 캐주얼 바지              서울 중구 청구로14길 35 (신당동) 지하

       유진사(크로바)                  박균봉                   여성 바지,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6-12 (창신동) 101호

          유진어패럴                    지정미                         여성정장                    서울 성북구 지봉로20길 33 (보문동5가) 1층

         ㈜유진어패럴                   제해민                         니트웨어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44 (성수동2가) EM타워 6층

            유진패션                      하민기                재킷, 바바리, 블라우스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6-5 (창신동)

             ㈜유풍                        조병우                스포츠모자, 모자 원단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74 (구로동)

          유하무역㈜                    오옥택                         니트웨어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영등포동8가, 케이엔케이디지털타워) 1706호

             ㈜유화                        지일환                     셔츠, 블라우스                서울 강남구 선릉로85길 8 (역삼동) 유화빌딩

             ㈜윤경                        김윤경                     의류(생활한복)                제주시 연신로 19(일도이동)

             윤서네                        김광수                         여성 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5라길 20-11 (창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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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윤영어패럴                    배병노                           아동복                      서울 강북구 솔매로 119 (미아동)

               윤정                         정재균            바지, 다이마루 티셔츠, 후드       서울 강북구 도봉로49길 19 (미아동) 지하

            은서패션                      안옥자              원피스, 블라우스, 재킷 外        서울 종로구 창신5나길 2 (창신동)

            은성자수                      이상철                         자수마크                    서울 중구 장충단로 13길 34 동화상가 2층 1동 31호

     은성티에프아이㈜                박무강                     점퍼, 재킷, 코트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804호

            은영이네                      정해영                       스커트, 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길 148 (창신동)

            은우산업                      이상용                             가방                       서울 강북구 한천로130길 5 (번동)

               은진                         박재민                             가방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18-10 (부개동) 2층

          ㈜은진모드                    한은진                         여성 정장                    서울 중구 동호로8길?13 (신당동)

             은진사                        성치홍                         교복하의                    부산 금정구 개좌로 9 (서동)

            은진산업                      송수만                             교복                       부산 금정구 개좌로 9 (서동)

            은하상사                      박재진                           다운팩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38길 18 (독산동)  3층

    이고디자인스튜디오              임선옥                         여성정장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40가길 6 (부암동, 베네스트아파트)

         ㈜이글코리아                   방성석                     방탄복, 방검복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2 (대치동) 이글빌딩 5층

          이노콜렉션                 이순옥 외1                    여성 스웨터                  경기 시흥시 은행로 21 (신천동)  중앙테크노타운 205호

            이누샘플                      이인우                  여성 다이마루 토탈             서울 종로구 종로41길 30 , 3층(종로6가)

       ㈜이동우콜렉션                 이상봉                         여성 정장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1차 813호

            ㈜이랜드                박상균, 박성경                  점퍼, 바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9 (가산동) 이랜드가산사옥

             이레사                        서판규               여성니트 티셔츠, 카디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45길 19-3 (답십리동)

          ㈜이레섬유                    조종은                           스웨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8길 60 (서초동) 유승빌딩 9층

       ㈜이레이에이피                 정헌화                         여성의류                    서울 금천구 독산로 36 (시흥동)

            이롱호시                      김원만                 호시, 스모크, 핀탁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67 (창신동)

            ㈜이마꼴                      조남숙                     재킷, 바지, 조끼               서울 서초구 동광로19길 10-4 (방배동) 신흥빌딩 3층

               이백                         최정일                가죽케이스, 지갑, 가방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86 (길동)

             이브랑                        홍순선              숙녀복 면/직기바지 일체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6-14 (창신동)

          ㈜이브자리                    고춘홍                           침구류                      인천 부평구 백범로 557(십정동) , 6층

               이삭                         한정숙               숙녀복 재킷/남장/ 코트         서울 종로구 종로63라길 21 (숭인동)

            ㈜이상봉                      이상봉                         여성 의류                    서울 강남구 선릉로99길 7 (역삼동)

         이상아이앤씨                   한이환              의류 및 의류부자재 제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10 (장안동)  성동빌딩 202호

       ㈜이새에프앤씨                 정경아                      의류 액세서리                서울 종로구 율곡로 174(원남동) 창경빌딩8, 9, 10, 11층

     이연엔터프라이즈                박만수                    청재킷, 청바지외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0가길 8 (신대방동, 신흥하이츠빌라)

            이원기획                      이미원                         우븐 팬츠                    서울 관악구 봉천로27길 62 (봉천동) 쌍용빌딩 6층

         ㈜이원나이스                   이학원                       우븐, 유니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6번길 27 (구운동)

               이지                         이상원             숙녀복 면/직기바지, 재킷        서울 종로구 창신2길 12-2 (창신동) 지층 우측

         ㈜이지스포츠                   허정훈              운동화, 스포츠웨어, 가방         서울 금천구 벚꽃로 254 (가산동) 월드메르디앙1차 1314호

       이지엠피에스㈜                 이병열                         여성의류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9 (논현동) 산하빌딩 가동 3층

            이지제이                      김재임            다이마루 원피스, 티셔츠 外       서울 강북구 솔샘로?308, 2층 (미아동)

         ㈜이지콜렉션                   신현옥                 여행용가방, 서류가방           인천 남동구 벽돌말로 11 (간석동)

             이코르                        우원제                       남녀 스웨터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280 (묵동) 3층

            ㈜이큐지                 이 범, 장절준              핸드백, 가방, 잡화              인천 남동구 벽돌말로 11 (간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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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                         신동열                       청바지(토탈)                  서울 강북구 도봉로61길 7 (미아동)

            이화니트                      송재춘                         등산의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동산동) 삼송테크노밸리 A동 342호

         인경어패럴㈜                   오인석                         니트웨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37 (장안동) 인경빌딩 4층

     ㈜인공인터내셔널                권혁준                     의류 잡화 모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83 (숭인동) 숭인빌딩 615호

         ㈜인동에프엔                   장기권                         여성의류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서초동) 성우빌딩 3, 4층

          ㈜인디에프                    김웅기                             의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4길 21 (대치동)

          ㈜인디에프                    김기명                             의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4길 21 (대치동)

            인우실업                      공인조                         재킷, 코트                   서울 강북구 솔매로45길 95-52 (미아동) 2층

       ㈜인우에스앤비                 변중표                           수영복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5길 34 (성수동2가) 오복빌딩 2층

            ㈜인우진                      고향순                         의류제조                    서울 금천구 가산로 72 (독산동) 중앙빌딩 4층

          인터매니아                    김창식             남성복 의류제조 및 도소매       서울 중구 퇴계로73가길 15(신당동) 5층

            ㈜인투잇                      홍경래            패션소재제조 및 도매, 봉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길 38 인덕원성지스타위드 507호

            ㈜인티모                      김광호                           스웨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2 (중곡동)

         인포텔서비스                   박성우                             의류                       부산 수영구 무학로49번길 80 (광안동)

          ㈜인피니스                    정선기                             의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충정로3가) 풍산빌딩 12층

            일광상사                      마성덕                      스포츠의류 外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0-1 (태평동) 3층

          일성레포츠                    이은행                  등산복, 스포츠웨어             서울 중랑구 동일로99길 5 (면목동)

             ㈜일심                        권영부                             가방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2길 61 (성수동2가) 일심빌딩 2층

            일우모드                      김춘권                         니트, 셔츠                   서울 용산구 후암로48길 33 (후암동)

          일우어패럴                    한성욱           다이마루 티셔츠, 축구유니폼      서울 중랑구 동일로109길 66 (면목동) 2층

               일진                         조조환                의류 워싱, 단추달이 外          서울 중구 퇴계로8길 62 (회현동1가)

             일진사                        강영원                           숙녀복                      서울 강북구 솔샘로64길 8 (미아동)

            임경실업                      이교표                             점퍼                       서울 은평구 가좌로 274 (신사동)

            임마누엘                      진길화                           숙녀복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88길 8 (비산동)

               잉꼬                         진정수                           원피스                      서울 종로구 창신5라길 4(창신동) 지하

          자오무역㈜                    권용기                 와이셔츠, 재킷, 바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 5층

            자유통상                      김윤중                             신발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11번길 36 (감전동)

            잔디자수                      김영길                             자수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16길 17-10 (원남동) 장안빌딩

          장산어패럴                    문종길                       캐주얼 의류                  부산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69-1 (반송동)

          장산어패럴                    박우동                           티셔츠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35, 2층

            장안모자                      김창주                             모자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4길 43 (상계동)

          ㈜장원패션                    장순자                           여성복                      대전 대덕구 계족로 539 (중리동)

          장은실업㈜                    이창희                         니트웨어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2 (방이동) 장은빌딩

          재명어패럴                    고재석                       티셔츠, 의류                  대구 달서구 파도고개로 219 (두류동) 2층

             재민사                        김현경                 재킷, 블라우스, 남방            서울 종로구 창신6길 18 (창신동)

               재우                         박호원                부인복 사바리, 점퍼 外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17 (창신동)

            재우실업                      모재석                 골프웨어, 스포츠웨어           인천 남구 인주대로 307 (주안동)

             재원사                        임정희                바바리, 원피스, 사파리          서울 종로구 창신5길 15-2 (창신동) 102호

          ㈜재은통상                    최선남                           스웨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55 (장항동) 성우사카르타워 405호

            전경섬유                      전강희                     의류, 가방 제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98길 23 (둔촌동)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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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                 장순기, 김기훈                     유니폼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150(덕풍동), 826호

             전우사                        백인석                        스크린인쇄                   부산 금정구 금사동 62-11

            정광INC                      박중원                     니트의류, 무역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390 , 3층(둔촌동, 신성빌딩)

          정도실업㈜                    박준식                    재킷, 운동복하의               서울 중구 다산로6길 7 (신당동) 정도빌딩

          정산진패션                    전상진                             정장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40길 7 (대봉동)

             정연네                        정광운              여성 다이마루 티셔츠 外         서울 종로구 율곡로17길 7-4 (이화동) 3층

               정오                         이덕성                   니트, 바지, 스커트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25번길 23 (상대원동) 

          정우어패럴                    이정우                           스웨터                      부산 남구 동명로 167 (용호동) 

            정원FNC                      곽철호                         의류종합                    경기 파주시 가나무로 143 (금릉동) 매트로프라자305호

             정원사                        이용준                 원피스, 스커트, 재킷            서울 강북구 삼양로54길 143 (미아동) 지하

             정은사                        정진희                   원피스, 재킷, 바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29길 16 (종로6가) 302호

          정정통산㈜                    이장규                             셔츠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7(청담동), 602호

               정주                         한성대                       레깅스 전문                  서울 강북구 솔매로45길 37 (미아동) 지하

             정패션                        김점종                           숙녀복                      서울 강북구 삼양로32나길 26 (미아동) 

            정현실업                      임연수                           숙녀복                      서울 강북구 수유로 36 (수유동) 

            정현패션                      조규명                           숙녀복                      서울 중구 청구로22길 13-1 (신당동) 

          정호실업㈜                    김영태                         스키웨어                    서울 서초구 논현로17길 9 (양재동) 정호빌딩 5층

            정훈닷컴                      박영주                  전통한복, 퓨전한복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753

            정희직물                      오정희                             한복                       제주 제주시 광양4길 25-1 (이도일동)

          제동물산㈜                    김계자                         여성의류                    서울 강남구 삼성로 715 (청담동) 제동빌딩

          ㈜제시앤코                    전희준                             의류                       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4 (장충동2가) 디오빌딩 2층

          ㈜제우물산                    장세종                        스포츠웨어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83-1 4층

             제우스                        조현대                         남성바지                    서울 중구 다산로31길 42-12 (신당동) 지하

          제원어패럴                    장석웅                        스포츠웨어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471(용두동, 청계천 대성 스카이렉스2), 지하2층 

               제이                         박순영            블라우스, 바지, 점퍼, 원피스      서울 강북구 수유로 21 (수유동) 거성빌딩 4층

       제이나루글로벌                 임정은                         의류 제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93 (장안동) 용헌빌딩 702호

          제이더블유                    송재용                  와이셔츠, 블라우스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 109번길 9, 1.2층(거제동)

    ㈜제이리인터내셔널              이종옥                   재킷, 니크, 티셔츠              서울 성동구 성수1로4길 25 611호

             제이백                        백민주                   고급 남/여성의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9길 5-3 (논현동)

         제이스어패럴                   신장율                           티셔츠                      서울 노원구 동일로178길 11-17 (공릉동) 2층

         제이스홀딩스                   박동진                   의류 제조 및 판매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218 (신내동) 8층

         ㈜제이씨물산                   이진철                  티셔츠, 캐주얼의류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39 규정빌딩 4층

    제이앤이인터내셔날              정경욱                             가방                       서울 양천구 신목로14길 17 (신정동) 지하1층

          제이어페럴                    안재희                         다이마루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32 (길동) 동서울오네뜨 2층

  ㈜제이에스에이 어패럴            이종안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16 (신월동) 라온빌딩 3층

       제이에스콜렉션                 김상견                         의류제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42길 23 (독산동) 2층

     제이에이치코리아               류영형                         TACKET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63(양정동)

            제이엔유                      한재희                여성바지, 스커트, 재킷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 6 (화곡동)  4층

         제이엘임맥스                   이성진                           가방류                      서울 강서구 양천로?583, A동 811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제이엠에스아트라인            전대원                            의류                       서울 강남구 선릉로132길 19-5 (청담동) 유희빌딩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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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케이어패럴              신종일                    학생복외 근무복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8번길 49. 2층(금사동, 화신빌딩)

     제이케이텍스랜드                 김준                     의류 제조, 도소매              서울 은평구 통일로87길 8-1 (갈현동) 2층

         제이투컴퍼니                   이형진                      SUPERCROC                 서울 광진구 자양로11길 8 (자양동) B1

            제이패션                      정진열                             덧신                       전북 익산시 고봉로 37 (마동)

             제일사                        이도연                 여성 재킷, 남방, 패딩            서울 종로구 창신길 54 (창신동)

          제일어패럴                    오태환                     재킷, 점퍼, 조끼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216 (망우동)

       제일코프래이션                 박정임                         의류 제조                    서울 강동구 상암로 257 (명일동) 진승빌딩 3층

            ㈜제자들                      이종오                    티셔츠, 학교가방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3 (상계동) 백산빌딩6층

             제품사                        이평헌                             남방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4 (창신동)

       ㈜젬앤코코리아                 최우정                             양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84번길 8 B동별관4층

            조광섬유                      박종문                        의류(방모)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5길 23   3층

             조아사                        김영남                      숙녀복, 바지                 서울 종로구 지봉로12길 25 (숭인동)

          ㈜조이리즈                    황학규               숙녀화, 남성 캐주얼구두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1길 30 (성수동2가) 삼성문화인쇄소빌딩 6층

    조이앤마리오코리아              신경재                             신발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107호

             종민네                        허미중                           여성복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38-3 (창신동)

            좋은느낌                      김선진                           숙녀복                      서울 강북구 솔매로43길 23 (미아동)

         ㈜주노어패럴                   주노호               스포츠 의류(패딩), 셔츠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청천동), A동 304호

       ㈜주복희우리옷                 주복희                         개량한복                    서울 양천구 신월로 322-1(신정동) 

          ㈜주영상사                    정순화                  근무복, 안전보호복             부산 영도구 봉래길 113 (봉래동5가, 봉산상가아파트)

         ㈜주영어패럴                   유성민             여성 레깅스, 바지, 후드 外        서울 강북구 수유로 62-1 (수유동) 지하

               주형                         김경숙                  숙녀복, 티셔츠 전문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67길 35 (번동)

                 준                          이충원                       바지,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길 101 (창신동)

            준어패럴                      조홍연                      다이마루 셔츠                대구 남구 현충로 142 (대명동) 

            준제패션                      이진권                           숙녀복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길?25-1, 2층(계산동)

             준패션                        손차순                           숙녀복                      부산 서구 감천로 271 (암남동, 송도정림비치타운) 2동 501호

             준패션                        손찬준                       티셔츠 전문                  서울 강북구 도봉로20가길 54 (미아동)

             준패션                        김지준                     여성 바지 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길 39 (창신동)

             준패션                        이승열                블라우스, 원피스, 남방          서울 성북구 보문로13가길 27 (보문동5가) 1층

            중동봉제                      김기정                           드레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76 (상동)

          중앙교복사                    김순근                         교복제조                    울산 중구 학성로 52 (성남동)

         ㈜중원어패럴                   정광진                         여성의류                    경기 군포시 고산로 166 (당정동) SK벤티움 104동 1201호

             ㈜지금                        김준옥              남녀 정장, 드레스셔츠 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구미동)  시그마2오피스텔 C동 104호

             지비코                        고순자                         의류 제조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47(성수동2가)  아이에스비타워 1201호

             지선사                        최부열                     여성 바지 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길 39-6 (창신동)

             지수사                        박성남              재킷, 블라우스, 원피스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63 (창신동)

          지수어패럴                    김희정                         토탈패션                    서울 강북구 삼양로 218 (미아동)

       지아이씨상사㈜                 홍호식                         피혁의류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9길 32 (장안동)

         지엔에스에프                   이경옥                           신사복                      경기 구리시 안골로57번길 33 (수택동)

            ㈜지엔코                      김석주                     남녀캐주얼의류               서울 송파구 동남로 4길 41 (문정동) 지엔코빌딩

       지엠디코리아㈜                 홍순우                    여성용 니트웨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53 (장안동) 성신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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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엠아이                    윤종현                           넥타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00 (신길동)  지하1층 원단실

          ㈜지오다노                    한준석                       셔츠, 체육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5길 1 (서초동) 효봉빌딩 5층

             지오사                        선덕호                     여성 바지 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길 78 (창신동)

       지우인터내셔날                 신경화                골프가방 및 피혁 제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가산동) 1101호

            지원니트                      한상완                           스웨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46 (장안동)

             지은사                        이학우                           숙녀복                      서울 강북구 삼양로54길 100 (미아동)

            지은이네                      김현희             여성 재킷, 코트, 원피스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101 (창신동)

               지젤                         정병훈                 재킷, 코트, 블라우스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8(보문동1가), 2층 좌측

          지지무역㈜                    김대화                         블라우스                    서울 중구 장충단로 192 (장충동1가) 8층 총무팀

             ㈜지피                        정태원               남녀 캐주얼의류, 아동복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가산동) B동 601호

             지혜네                        한진섭                         여성 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4길 22 (창신동)

             지호네                        선덕호                       숙녀복, 바지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1길 31 (창신동)

            지훈패션                      이동춘                 숙녀복 재킷/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길 63 (창신동) 4층

            지흥실업                      최영철                        골프티셔츠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79 (중곡동)

          지희어패럴                    E-봉인                           숙녀복                      서울 강북구 삼양로54길 147 (미아동) 3층

          진경어패럴                    감민경                         시장내수                    부산 사하구 신산복로 43

             진명사                        강만성             숙녀복 면/직기 바지 일체        서울 종로구 지봉로11길 28 (창신동)

            진명실업                      박상기                           숙녀복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4-1 (번동)

            진보물산                      황태명               남녀 속옷, 마스크, 선캡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2 (신길동) 1층

          진보어패럴                    김재완                           신사복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26 (홍제동)

          진보어패럴                    최명욱            다이마루 티셔츠, 츄리닝 外       서울 중랑구 상봉로 89 (면목동)

             ㈜진서                        고은봉              여성 정장, 캐주얼의류 外         서울 강남구 언주로 848, 4층 (신사동)

          진성스크린                    권혁동              의류스크린일체.모자.가방        부산 사상구 사상로 393번길51

         ㈜진성어패럴                   노현균                      아웃도어 바지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219번길 45 (용현동) 용현빌딩 3층

         진성에이피엘                   남상호                         의류제조                    서울 금천구 범안로11길 18 (독산동) 대림상가아파트 201호

       ㈜진스텍스타일                 김진혁            니트의류, 폴리에스테르직물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1 (면목동)

             진실업                        정진규                    남성복 와이셔츠              서울 종로구 창신5가길 20 (창신동) 

          ㈜진어패럴                    박정구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0길 96 (망우동) 유영상가 4층

          ㈜진영산업                    권기홍                     셔츠, 블라우스                부산 사하구 다대로 166 (신평동) 

             진오사                        김종득                        봉제임가공                   서울 중구 다산로33길 63 (신당동) 

            진우상사                      김익우                라벨.와젠.지퍼.부자제           부산 금정구 개좌로 201

            진우섬유                      전평진                           스웨터                      서울 중랑구 답십리로83길 27 (면목동) 지하

          진우어패럴                    박순분              블라우스, 원피스, 티셔츠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84번길 12 (연산동)

            진웅상사                      김용훈               여성의류, 등산용티셔츠          서울 강북구 한천로150길 70 (수유동)

               진이                         오창수            재킷, 코트 블라우스, 원피스       서울 종로구 창신길 33-8 (창신동)

            진정패션                      배진식                             바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야탑동)분당테크노파크 D동 408호

            진주섬유                      정상빈                         여성 바지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5 (면목동, 다보빌) 2층

            진주월드                      제주희                     배낭, 가방, 지갑               서울 관악구 난곡로 245 (신림동) 2층

       진진물산공업사                 김진출                             내의                       대구 서구 달서로7길 5 (내당동)

             진패션                        황진화                       숙녀복 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길 28-3 (창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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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패션                        김강진                남성야상, 하프코트 外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2-1 (창신동)

    진호섬유(리컬렉션)              차재웅                         남자외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38-8

          진흥어패럴                    이옥희                  의류 및 부자재 제조            서울 금천구 독산로 303 (독산동) 유진빌딩 3층

            진희패션                      이정남                         여성 점퍼                    서울 금천구 문성로 52-1 (독산동)  2층

       ㈜질경이우리옷                 이기연                         생활한복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45 (명륜2가)

      짱돌 니트개발실                 강성범                           스웨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길 13-4 (장안동)

               찬스                         박종길                   여성 재킷, 코트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49 (창신동)

             찬호사                        김기정                  재킷, 코트, 남방 外             서울 종로구 숭인동길 18 (숭인동) 2층

          찬호어패럴                    이덕용                   여성 재킷, 코트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107 (창신동) 3층

         ㈜참신나는옷                   전순옥                             의류                       서울 종로구 창신길 59(창신동) 주영빌딩 3층

         ㈜참존어패럴                   문일우                           유아복                      서울 성북구 보문로 51 (보문동7가) 참존빌딩 5층

          창대어패럴                    박종갑                        스포츠의류                   서울 중랑구 공릉로 73 (묵동) 창대빌딩

          창덕어패럴                    박창순                             니트                       서울 중구 다산로36나길 18 (신당동) 신영빌딩4층

            창명섬유                      전병창                           숙녀복                      서울 강북구 도봉로67길 49 (미아동)

               창미                         윤창섭                     여성 재킷, 코트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1101, 1102호

          창빈어패럴                    김주형                         니트의류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5 (창동) 세정빌딩 701호

               창성                         이은경                         정장바지                    대구 북구 3공단로 147  (노원동3가) 

             창성사                        장경자                       가운, 학생복                  부산 동구 정공단로 48 (범일동) 지하1층

               창신                         최병태                             니트                       서울 강북구 도봉로29길 39 (미아동)

             창신사                        용진원                    트레이닝복 전문               서울 중구 청구로22길 28-5 (신당동) 지하

            창신섬유                      강석원                             의류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73번길 30 (신평동)

          창조어패럴                    김나래                         여성 셔츠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가길 47(자양동) 지하

             채영사                        이신훈                         여성 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6다길 7 (창신동)

            챈슬러㈜                      장삼표                         남성 정장                    서울 중구 을지로 281 (을지로7가) 패션비즈센터 604호

      챠코트 코리아㈜            야마다히로아키                    무대의상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9길 12, 1층

               챤스                         김식영                           여성복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1길 81 (망우동) 지하

            천우무공                      정병일                             가방                       서울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수서타워 1904, 1909호

            천우실업                      고유록                             모자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6 (구로동)샘물빌딩 402호

               천일                         이경남                           숙녀복                      서울 강북구 솔매로 100 (미아동)

         청기와양복점                   황재홍                             양복                       서울 은평구 통일로 697 (녹번동)

          청맥어패럴                    이형선                     학생복, 숙녀복                대전 서구 도마8길 75 (도마동)

             청와대                        김선출           남성 여성 다이마루 티셔츠 外     서울 강북구 도봉로49길 18 (미아동) 지하

          ㈜청조물산                    박남규                         가방, 가죽                   서울 성북구 화랑로19길 7 (상월곡동, 우남빌라)  가동 307호

               청한                           조향                       다이마루 셔츠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33길 21 (상봉동) 2층

          청후스포츠                    신금지                           등산복                      부산 영도구?태종로?546(동삼동)

          ㈜총림무역                    임환기                      다이마루 셔츠                서울 중랑구 동일로 712 (상봉동)

             칠성사                        이영하             여성 남방, 바지, 스커트 外        서울 종로구 창신5라길 4 (창신동)

          카라반앤㈜                    서동호                         니트웨어                    서울 중랑구 망우로 421 (망우동) 대옥빌딩 6층

         카리스컴퍼니                   김원일                           숙녀화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38 (성수동2가) 10층

          카리스패션                    이복희                             의류                       부산 동구 진시장로20번길 10 (범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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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북 | 아이템별 국내봉제업체 리스트 ⦁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카키그레이                   소진철                           청바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가산동) 더루벤스밸리 7층

          캔&캔무역                     김선업                         니트의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10 (대치동)유화빌딩 603호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유)        심한보                        스포츠의류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29 (장안동) 대성타워10층

            케이나루                      박준상                         제화, 피혁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길 39 (성수동2가) 모아빌딩 3층

         ㈜케이씨패션                   최계현                             가방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2-21(가양동)한국카나레빌딩3층

     케이앤제이글로벌          김완중, 김상희                    신사정장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빌딩 A-1211

    케이에이치지디자인              김홍갑                             한복                       대구 중구 동덕로 1 (대봉동)

       케이투코리아㈜                 정영훈              안전화, 등산화, 등산용품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3 (성수동2가)

             케이티                        김태용            여성 재킷, 코트,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창신2길 12-3 (창신동)

          케이티에스                    강태순               여성 정장바지, 정장치마         서울 금천구 범안로17길 61 (독산동)  동일테크노타운 401호

               켈리                         한상철                           숙녀복                      서울 종로구 종로58길 18 (숭인동) 숭인빌딩 401호

             코데코                        이재관                           여성복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가길 27, 124동 1908호(영천동, 동탄2 엘에이치1단지 에이6블록)

             코로바                       이상규                 여성 재킷, 원피스 外            서울 종로구 지봉로8길 24 (숭인동) 1층

         코로바어패럴                   김정종            다이마루 원피스, 스커트 外       서울 종로구 종로63라길 30 (숭인동)

             코리아                        김윤재               남방, 티, 남성 우븐 재킷         서울 종로구 종로65길 19 (숭인동)

          코모어패럴                    맹광수                       여성 원피스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37가길 13-4 (전농동) 

             ㈜코바                        최원삼                         니트섬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0 (역삼동)

  코스타글로벌코리아㈜            김용복                  니트웨어, 여성의류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62 (방배동) 용진빌딩 6층

     코오롱머티리얼㈜                김철수                         섬유제품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별양동)

    코오롱인더스트리㈜              백덕현                           신사복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3 (별양동) 코오롱타워별관 2층

               콜핑                         방만영                           등산복                      경남 양산시 웅상대로 848 (덕계동)

             ㈜콜핑                        박만영                      의류 등산용품                경남 양산시 주남마을길 73 (주남동)

         쿡스(평원사)                   차경남                           청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20 (창신동)

            크레이션                      문희석                 여성 재킷, 사파리 外            서울 종로구 창신5가길 16 (창신동) 지하

             크로바                        김정종                           여성복                      서울 종로구 종로63라길 30 (숭인동)

             크로바                        조두선              다이마루 티셔츠, 바지 外         서울 강북구 솔샘로 309 (미아동) 2층

             크로바                       박균봉                       숙녀복, 바지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6-12 (창신동) 지하 101호

          크로바가운                    안동건                             의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106 (용담동) 

         ㈜크로바모자                   임인영                             모자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가산동)대륭포스트타워 6차 714호

          크로바상사                    박창교                        스포츠웨어                   서울 성북구 인촌로7길 48 (안암동1가)

         크로바상사㈜                   김철래                         서류가방                    서울 성동구 연무장5길 11 (성수동2가)

       크리스앤컴퍼니                 이원혁                             양말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34 (상대원동) SK아파트형공장 2층 211호

               큰솔                         김수경                         시트커버                    울산 동구 화암10길 16 (방어동)

             클랙잭                        한인숙                         의류 잡화                    경기 남양주시 경강로 124번안길 12 (이패동)

         클로도코리아                   박홍범                           요가복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97 (지행동) 두드림패션센터 501호 

          ㈜클리포드                    김두식                           넥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552번길 6 (야탑동)

         ㈜키앤키월드                   노경희                     셔츠, 와이셔츠                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 6 (도곡동)

       ㈜킴스라이센싱                 김준영                 라이센싱 캐릭터제작            경기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750번길 70

               킹벨                         김문환                         여성 셔츠                   서울 성북구 장월로 104 (장위동)

             탁이네                        김학종                      티, 점퍼, 바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53길 48 (미아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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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탑어패럴                      길병호             남성 점퍼, 패팅, 스키복 外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5나길 28 (중화동)

            태경산업                      곽태식                       앙고라 모자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9 (수유동)

          태경어패럴                    전호덕                           캐주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36번길 13 (호계동)

            태광산업                      홍현민                      우의 비닐제품                서울 중구 동호로 310 (장충동2가)

            태광섬유                      박종구                           숙녀복                      서울 강북구 한천로144길 54 (수유동)

            태산섬유                      조태복                           여성복                      부산 동래구 반송로240번길 9-6 (안락동)

          태산어패럴                    조면형                  여성재킷, 원피스 外            서울 강북구 월계로7나길 29 (미아동)

               태성                         박영주                        토탈숙녀복                   서울 강북구 수유로 28 (수유동)

          ㈜태성산업                    이길미                        캐주얼신발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579번길 66 (안동)

            태성산업                      한통흠                     여성복, 티셔츠                서울 강북구 삼양로 201 (미아동)

             ㈜태양                        김정원                        학생용가방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34 (춘의동) 태양빌딩5층

    태양메리야스공업사              김정섭                           내의류                     대구 서구 북비산로74길 17 (비산동) 

             태양사                        이봉권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外        서울 종로구 창신6길 18 (창신동)

            태양섬유                      홍석훈               유아용내의, 배냇저고리          광주 북구 자산로 25 (신안동) 1층

          태양어패럴                    안찬우                           숙녀복                      서울 강북구 덕릉로 43-3 (수유동)

             태영사                        김봉남               코트, 블라우스, 재킷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28-16 (창신동)

            태영섬유                      이종필                         여성 셔츠                    서울 강북구 솔샘로67길 142 (미아동) 

          태영실업㈜                    조태환                셔츠, 스웨터, 니트재킷          서울 광진구 능동로 253 (군자동)

          태영어패럴                    정찬규                             의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475번길 14-5 (성사동)

             태우사                        변정록                     부속 및 앞치마                부산 금정구 서곡로 30-1(서동)

            태원산업                      김학원                             바지                       부산 금정구 서부로 73 (서동)

            태원섬유                      이상수                    토탈(여자, 남자)               서울 강북구 도봉로97길 51 (수유동)

       (주)태원에프씨                  김학원                         정장바지                    부산 금정구 서부로 73(서동)

               태은                         김태일               재킷, 코트, 블라우스 外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34길 4-1 (용두동)

             태인사                        김태현                           숙녀복                      서울 강북구 한천로132길 34 (번동)

         태평양물산㈜                   임석원                             의류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구로동) 4층

          태현어패럴                    강덕순                         남성 의류                    서울 양천구 월정로 29 (신월동) 태현빌딩지층

            태화실크                      조기봉                           넥타이                      경남 진주시 공단로 86 (상평동)

          ㈜테라보그                    신진호           기능성 스포츠의류, 등산의류      서울 금천구 벚꽃로24길 6 (가산동) 태성빌딩 4층

            테일러블                      곽호빈                   의류 및 정장 제조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7길 2 (한남동)

     ㈜토네이도스포츠                박연혁                수영복, 수영모자, 가방          서울 송파구 새말로 126 (문정동) 세화빌딩 3층

            토마스존                      조임숙                     가방, 의류제조                서울 종로구 종로 38길 16 (종로5가) 1층

             투나인                        박점식                             가방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02-10 (역북동)  투나인빌딩

   투에스티 인터내셔날             노동훈                         여성 정장                    대구 달서구 구마로 240 (송현동)

     투케이패션 시승국               신승국              블라우스, 원피스, 재킷 外        서울 종로구 종로63다길 27 (숭인동)

  트라블론보루네오가방            김진철                             가방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5 (성산동)

       ㈜트라이베스트                 고배철                           티셔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3 (서초동) 비트빌 10층

         ㈜트라이본즈                   장인만                        드레스셔츠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3(역삼동) MTU빌딩 6층 마케팅

       ㈜트래블메이트                 김도균                     배낭, 여행가방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가산동) IT캐슬 2차 18층

    트랜스콘넥타코리아              허병재               스웨터, 양말, 재킷, 바지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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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북 | 아이템별 국내봉제업체 리스트 ⦁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트루윈                        백경원                             가방                       경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442-5 

            트리노바                      이만용                  가죽장갑, 골프장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1022호

    ㈜트리큐인터내셔날              이희설                             재킷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35-3 (양재동) 준빌딩 1층

         (주)티그리스                   최태훈                   근무복, 단체복 등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61번길25

               티몬                         채흥국            남성 재킷, 여성 스커트, 재킷      서울 종로구 창신4가길 13 (창신동)

       ㈜티비오콜렉션                 김영환                      아웃도어 바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 (청천동) 남광센트렉스 5층 504호

          티에스섬유                    유재경                         의류 제조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12길 6 호정빌딩 3층

            티에스컴                      김순배                         남성의류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7 (길동) 길동빌딩 4층

         ㈜티에이무역             고병길, 황영환          니트셔츠, 스커트, 바지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87길 11, 6층(장안동) 

             티엔시                        정재성                신사복, 골프웨어 하의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삼동)

          ㈜티엠에스                    서미진                         가방, 양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타워 4층 103-2

         티티비글로발                   윤정선                         의류, 무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97 (서현동, 효자촌임광아파트) 310동 1002호

            티티패션                      윤종성                원피스, 카디건, 스커트          서울 강북구 도봉로34길 23 (미아동) 2층

    ㈜팀버라인아웃도어              유호창                       배낭, 허리색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2길 25 (성산동) 2층

            팀스포츠                      제정오                       셔츠, 체육복                  서울 은평구 대서문길 43-14(진관동)

             파래스                        이정구                           병원복                      서울 강북구 도봉로97길 18 (수유동)

               파션                         한준희                    레깅스, 등산의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15 (하대원동) 2층

         ㈜파스텔세상                   홍완표                       아동복(토들)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3(역삼동) MTU빌딩 4층

          ㈜파스토조                    박용수                 남성정장, 코트, 점퍼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 (불광동)

       ㈜파워제이케이                 양태연                       스웨터, 셔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8 (잠실동) 효성올림픽카운티2-1907

          ㈜파크랜드               곽국민, 박성동            바지, 와이셔츠, 니트            부산 금정구 반송로 365 (서동)

            파파벨라                      이영미                  의류 제조 및도소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510호(가산동, 더블유센터) 

             팔복사                        곽길환                여성 재킷,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창신3길 4 (창신동)

               팜므                         김성건                 스커트, 재킷, 코트 外            서울 중구 다산로33라길 20-11 (신당동)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의류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2 (역삼동) 형지빌딩 7층

          ㈜패션랜드                      최익                              의류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대륭포스트타워6차 503

          패션메이커                    이리나                             토탈                       서울 광진구 동일로 445(중곡동) 삼전빌딩 3층 

            패션뱅크                      나석주            원피스, 재킷, 바지, 블라우스      서울 종로구 창신길 39-7 (창신동)

            패션키드                      이은섭           아동복, 여성복 패턴 그레이딩      서울 종로구 종로35가길 28 (효제동)  3층

             패턴.홀                       장두현                남성복, 여성복 패턴 外          서울 종로구 창신길 41 (창신동)

               팬코                         이건후                         니트의류                    서울 강서구 강서로 396 팬코타워

            펠레시마                      박명호                         지갑, 벨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77 (전농동) 우일빌딩 2층

         평안엘앤씨㈜                   김형섭                       스커트, 바지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12길 6 (휘경동)

         ㈜평화발렌키                   김시영             골프의류, 아웃도어 전제품        대구 서구 평리로35길 14 (중리동)

            평화산업                      김시영                          내·외의                     대구 서구 평리로35길 14 (중리동)

          포튼가먼트                    이용희                      남성정장 제조                서울 강남구 논현로 740 (논현동)

         ㈜폭스코리아                   오미정                운동복, 재킷, 패션소품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97-9

            폴라텍스                      육윤수                   기능성 스포츠원단             서울 종로구 종로 272 (종로6가) 동대문종합시장 D동 3103호

          폴로에프씨                    정동만                         의류 제조                    서울 중랑구 면목로 349 (면목동) 지하1층

               폴립                         윤형인                       핸드백, 지갑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88 (자양동)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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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국산업                    이청원                             가방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53(상대원동), 2층

             ㈜풍신                        박동운                                                           서울 종로구 동숭길 130-5(동숭동)

          풍신레포츠                    박동운                    오토바이용 의류               서울 종로구 지봉로8길 46-4 (숭인동)

          ㈜풍인무역                    박영표                    스커트, 블라우스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ACE HIGH TECH CITY 2동 19층

          프렌드모자                    김성욱                             모자                       부산 사상구 갸야대로 385, 2층(주례동)

            프로조이                      김성일                           스커트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16-1 (창신동) 지층

          프리어패럴                    김재석                             셔츠                       부산 사하구 장림로196번길 20

           (유)플러스                     한정희                           유아복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20-1 (효자동1가)

             플러스                        박성국                재킷, 원피스, 블라우스          서울 종로구 지봉로12가길 32 (숭인동)

        플러스 스페셜                  송영근                다이마루 티셔츠 전문           서울 중랑구 상봉로 59 (면목동)  유영빌딩 3층

         플로렌스웨딩                   박정아                    웨딩드레스 제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80길 34(청담동), 5층

               피아                         최경수                  원피스, 블라우스 外            서울 강북구 노해로 67 (수유동) 2층

       ㈜피앤지케이알                 손판갑                 스포츠의류, 니트의류           서울 금천구 두사로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1106

          피에스슈즈                    김원옥                             구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향로 10 (비하동, 미림아파트)301호

            ㈜피이손                      이영우                         니트웨어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29, 11층(답십리동, 도이치모터스빌딩)

         ㈜피제이통상                   박종익             타조핸드백, 타조지갑, 벨트       서울 중랑구 겸재로 258 (망우동) 2층

         핀택트레이딩                   김학수             재킷, 바지, 셔츠, 니트의류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 (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1313호

            필라이존                      박준규                         낚시가방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65 (신당동)

            필립상사                      성기명                         아웃도어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168 (가능동)

           ㈜필코INC                     박지도                     모터사이클의류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성수동2가)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 1차 507호

            핑크바니                      정필오                티셔츠, 원피스, 스커트          서울 종로구 창신길 95-3 (창신동)

               핑클                         이관영                           아동복                      서울 강북구 삼양로 326 (수유동)

         (주)하나산업                   정상섭                           소방복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77번길42-18

          하나어패럴                    배대식                             의류                       대전 동구 용운로205번길 31 (용운동)

            하나패션                      이상현              여성 원피스, 스커트, 팬츠        서울 금천구 독산로 242 (독산동) 

          하영물산㈜                    우종일                         니트의류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19 (신림동)

       하이드림어패럴                 안재만            원피스, 가디건, 바지, 스커트      서울 중랑구 겸재로9길 12 (면목동) 금강빌딩 3층

      ㈜하이패션 가람                 이경렬                       여성복 토털                  부산 사상구 사상로35번길 31 (주례동)

             ㈜하해                        신동길                     재킷, 바지, 코트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3 (가산동) 

         학천기업\㈜                   신학식                         블라우스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76 (용답동) 학천빌딩 4층

            한국모자                      송진영                             모자                       서울 강서구 화곡로43가길 23-6 (화곡동)

       한국삼베마을㈜                 용수진                         삼베한복                    서울 강동구 성내로14길 42 (성내동)

            한국실업                      김병출                         양말 전문                    서울 도봉구 도봉로 443 (쌍문동)

             한글네                        이동규                             상의                       서울 종로구 창신4길 15 (창신동) 3층

          ㈜한나양행                    최인한                         여성 정장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88 (서초동) 반석빌딩 3층

         한남아이엔씨                   송영호                             바지                       부산 연제구 고분로112번길 5 (연산동)

          ㈜한림상사                    이동헌            재킷, 바지, 니트, 점퍼, 조끼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62 (서교동) 한림빌딩 7층

         ㈜한림어패럴                   한항수                         여성정장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37 (삼전동) 한림빌딩 8층

          ㈜한백월드                    한양수                   가방, 핸드백, 지갑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4길 23 (화곡동) 한백빌딩 3층

          한샘텍스㈜                    이신재                             니트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8 (가락동) 한솔섬유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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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사                        김용명                  다이마루 티셔츠 外             서울 강북구 솔매로 115 (미아동) 3층

            한성상사                      구갑식                  트레이닝 재킷, 바지            서울 강북구 삼양로77길 32 (수유동, 동신빌라) 지하

       한성섬유공업사                 김성환                           티셔츠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78길 34 (비산동)

            한성실업                      박생언                     남녀 셔츠, 바지                서울 중랑구 겸재로 261 (망우동) 2층

       ㈜한성에프엔씨                 김한관                    드레스, 와이셔츠               대구 북구 노원로25길 32 (노원동3가)

         한세드림(주)                   임도환                         유아의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 산업진흥원 빌딩 11, 12층

          한세실업㈜                    이용백                         니트웨어                    인천 서구 건지로 234 (가좌동)

               한솔                         이석근                     여성 바지 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6다길 9 (창신동)

          한솔섬유㈜                    이신재                         니트셔츠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8 (가락동) 한솔섬유빌딩16층

          한솔어패럴                    박삼종              청조끼, 청바지, 면바지 外        서울 종로구 창신5라길 4 (창신동)

          한스스타일                    김성민                      여성의류 제조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 20, 12층 A-3호

    ㈜한신엔터프라이즈              임효숙                면바지, 스커트, 재킷류          서울 성동구 사근동길 59 (사근동) 효성빌딩 6층

            한어패럴                      한상민              바바리코트, 바지, 재킷 外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83 (숭인동) 3층 302호

            한어페럴                      한상민                    숙녀복토탈 봉제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83 (숭인동) 숭인빌딩 402호

         ㈜한영캉가루                   강혜숙                   장갑, 모자, 스카프              서울 광진구 동일로 356 (중곡동)

          한울어패럴                    임재경                             의류                       부산 금정구 금사로 43

             ㈜한웅                        박상준                             배낭                       경기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5(당정동) 한웅빌딩 2층

    ㈜한웨이브리미티드              박현주                             한복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73번길 197-24

               한일                         박은용                         피혁의류                    대전 중구 어덕마을로 1-18 (용두동)

          한일물산㈜                    이순일                     의류, 침구, 직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로 197

            한일산업                      이상호                       자수, 전사 등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77번길 92 1층(사직동)

            한일섬유                      김정금                       여성 티셔츠                  서울 강북구 덕릉로42길 23 (번동)  2층

          한일어패럴                    강원중                    와이셔츠, 경찰복               부산 금정구 금사로 75

            한진산업                      변종순                       셔츠, 작업복                  서울 강북구 오현로 131 (번동)

            한창섬유                      김창오                          내·외의                     대구 서구 서대구로10길 23 (내당동)

          ㈜한풍양행                    박영주                             의류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길 11-62 (한강로3가)

  ㈜한혜자크리에이션즈            한혜자                   바지, 재킷, 여성복              서울 강남구 삼성로 739 (청담동)

            해남섬유                      채용식                    골프웨어 티셔츠               서울 강북구 덕릉로 126 (번동) 우일빌딩 3층

             해누리                        강기훈                     재킷, 코트, 남방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4 (창신동) 2층

          ㈜해리통상                    장항덕           탱크백, 새들백, 모터사이클백      경기 하남시?조정대로?35(풍산동), F209호

             해오름                        박명갑                         와이셔츠                    부산 수영구 연수로379번길 4 

    해창메리야스공업사              노상용                           내의류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8길 15-36 (달성동)

            해풍물산                      서은선                             바지                       인천 남동구 백범로 250 (간석동) 2층

            해피데이                      류제공                             바지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3길 6 (전농동)

            해피상사                      강영진                         니트웨어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214-2

            행복삼하                      하재호                     작업복, 안전복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1로 6 (송정동)

          ㈜헌영상사                    이헌영              가죽의류, 셔츠, 여성정장         서울 송파구 오금로 296 (가락동) 재정빌딩 3층

            헤드라인                      이성직                           스웨터                      경기 광주시 이배재로 456 (목현동)  헤드라인빌딩 3층

            현대실업                      한상천                             바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51길 24-5 (미아동) 3층 1호

             현민사                        김재중            남성 정장, 캐주얼 재킷, 코트      서울 성북구 보문로 63 (보문동5가) 동헌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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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현민인터내셔날                지용수                         여성 의류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618(신내동), 4층

          현성어패럴                    황호숙                    내의 및 면티셔츠              전북 익산시 목천로11길 6 (인화동2가)

          현영어패럴                    김영목                             데님                       서울 금천구 범안로15길 47 (독산동) 2층

             현용사                        김형수                재킷, 원피스, 블라우스          서울 종로구 창신길 52 (창신동) 3층

             현우네                        박숙이                 바지, 원피스, 재킷 外            서울 종로구 창신5나길 2 (창신동)

          ㈜현진니트                    여순희                             니트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6

          현진스포텍                    이해연                             바지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155 (화곡동)

            현진실업                      송진선                         점퍼, 바지                   서울 은평구 가좌로 205-2 (응암동, 개미빌딩)

         ㈜현진어패럴                   김보경                             의류                       부산 북구 기찰로 42 (덕천동) 2층

         ㈜현진어패럴                   이상철               재킷, 코트, 스커트, 바지          인천 부평구 동수로 83 (부평동)

             현창사                        김찬호             남성정장, 캐주얼 재킷전문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6-8 (창신동)

          협동물산㈜                    이재식                           유아복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253번길 24 (가야동)

            협동섬유                      이화식                         유·아동복                   전북 익산시 석암로9길 141 (팔봉동)

          협진어패럴                    서경원                 유니폼, 서빙복, 조끼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6 (방산동) 평화시장 1층 나열 170호

          형연어패럴                    김상오                           숙녀복                      서울 강북구 솔매로 69 (미아동)

             형제사                        이병옥                     남녀 우븐 바지                서울 종로구 지봉로17길 6(창신동), 2층

         ㈜형지어패럴                   최병오                     여성캐주얼의류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2 (역삼동) 형지빌딩 6층

         ㈜형지엘리트                   홍종순                             의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8길 12 (역삼동)디앤와이빌딩 6층

            혜강산업                      김현수                            T셔츠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56번길 58

             ㈜혜공                        김우종                           여성복                      대구 수성구 범안로 93 (범물동)

               혜성                         윤치영                   여성 야상, 재킷 外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1길 22 (창신동) 1층

            혜성니트                      장천식                         니트웨어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296 (쌍문동) 혜성빌딩 2층

            혜성무역                      최정숙                           아동복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55번길 99 (망미동)

             혜성사                        이희정                         의류, 군복                   창원 진해구 이동로 40번길 3, 2층 

          혜성어패럴                    장정애                             정장                       대구 수성구 동원로 56 (만촌동)

            혜승섬유                      김현철                    여성의류, 티셔츠               서울 강북구 도봉로71길 42 (수유동)

          혜양섬유㈜                    양홍섭                           스웨터                      서울 중구 마장로1길 18 (신당동) 혜양엘리시움 11-12F

               혜원                         한한국                           숙녀복                      서울 강북구 솔매로45길 37 (미아동)

          혜인어패럴                    정연성                     청바지, 면바지                서울 종로구 종로51가길 17 (창신동)

          혜인어패럴                    박미자                       티셔츠, 바지                 서울 강북구 월계로 27-7 (미아동) 2층

     ㈜혜인인터내셔날                박영근                           스타킹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82길 11 (대치동) 도원빌딩 3층

            호박실업                      박귀남                       여성복 토탈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2길 8 (신림동) 

          ㈜호야텍스                    이은필                      골프의류 상의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23 (상봉동)  신내테크노타운 505호

               호원                         성영인                           숙녀복                      서울 강북구 솔매로28길 17 (미아동)

            호원산업                      박종욱                       우븐, 여성복                  경기 구리시 검배로47번길 12-25 (수택동)

          호의컴퍼니                    정주희                  여성정장, 남성정장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L동 420호

            호전실업                      박용철                     근무복, 작업복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 (마포동) 신화빌딩 11층

            ㈜호프힐                      한인봉                         등산복 외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167번길 7 (반여동)

       ㈜홍민트레이딩                 권광오                             셔츠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5 (등촌동) 홍민빌딩 3층

     홍스인터내셔날㈜                홍성진                니트재킷, 바지, 스커트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문정동) 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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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아이템                                                                                   주소

        홍태경 우리옷                  홍선옥                             한복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03 (상동)

            홍현상사                      윤석구                       유모차 커버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75 (중화동)

            홍현실업                      박광배               가방, 배낭, 의류, 부자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68길 24 (고덕동) 1층

          화성메디칼                    박범일                  의료기기 가방 제조             경기 부천시 고강로 22(원종동)

             화신사                        박준환               남녀 아동복, 점퍼, 바지          서울 강북구 삼양로54길 147 (미아동) 지하

       화영종합물산㈜                 선종혁              부직포, 가방, 학생용배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03-46 (장항동)

       화웅섬유공업사                 배영운                           내의류                     대구 달서구 죽전1길 98 (죽전동)

         ㈜화인레나운                   박윤규                    남성복, 골프웨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 (가산동)

            화인섬유                      권길수                           숙녀복                      서울 강북구 삼양로 296 (수유동)

          황귀기업사                    김태석        등대지, 마카지, 택핀, 인서트, C/T   부산 수영구 구락로 119

            황금바늘                      길기태                             한복                       서울 마포구 신촌로?200-1, 3층(염리동)

            효선이네                      공창환                             바지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6길 62-5 (장안동)

          효성어패럴                    조오태                      남녀 등산의류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13 (공릉동)

             효원사                        서준오                 남방, 재킷, 야상점퍼            서울 종로구 지봉로8길 11 (숭인동)

               효재                         이효재                     한복, 의류 제조                서울 종로구 삼청로 124(삼청동), 1층

            효진섬유                      이미자            레시가드(수영복), 등산복 外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34 (면목동) 동남빌딩 502호

            훼르자㈜                      정도석                         재킷, 바지                   서울 중구 퇴계로 90길 39-11 (신당동) 홍민빌딩 3층

            ㈜휠텍스                      조원일                       스웨터, 니트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27, 118호(상대원동)

             희상사                        이주동                       스커트, 바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17번길 23 (관양동) 3층

             희영사                        한병오               다이마루 티셔츠, 카디건         서울 종로구 창신4나길 13 (창신동) 지하

            희원실업                      전규삼                  정장, 재킷, 바지 外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80 (봉천동)  제이빌딩 3층

               히트                         손영기               코트, 재킷, 블라우스 外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1길 20 (창신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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