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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 함께 가는 동행,
글로벌 가치 창조 기업 동행입니다.

동행은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향 무역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내 주요국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설립 이래 아프리카향 기계,
자동차 부품, 농수산물, 생활물자 등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무역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개발형 사업’을 다수 추진함은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자원 및
Trading과 연계된 전력, 인프라, 플랜트 등의 Project 사업 역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행물산은 우수한 인력과 아프리카 내 보유 네트워크,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발판으로 글로벌 가치 창조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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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S 01

TRADING
무역 사업 부문
(주) 동행물산
(주) 동행GAT

자동차�사업

기계�사업

물자�사업

동행물산은 완성차 관련설비 및 교체 자동차 부품

동행물산은 건설 중장비 등 산업용 기계 설비뿐만

동행물산은 원료에서 제품까지 다양한 생활 물자와

(Replacement Equipment)을 취급하고 있으며,

아니라 산업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고 꾸준한 해외시장 개발로

주요국에 자동차 관련 전문 사무소를 유지하고 관련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산업플랜트 건설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파견과 현지 창고 운용으로 고객에게

위한 주요 기자재 및 기초 소재를 취급하는 플랜트

높은 만족도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비 전문 트레이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Automotive Business

Machinery Business

General Commodit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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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자동차 사업
Automotive Business

자동차 KD 포장 및 KD 생산라인 수출

동행물산은 자동차 분해(KD)포장, 자동차 부품(CKD)포장,
특장차 개조, 완성차(CBU) 컨테이너쇼링 자통차 부품 및
생산라인의 수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USINESS AREA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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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기계 사업
Machinery business

동행물산은 건설 중장비 등 산업용
기계 설비뿐만 아니라 산업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산업 플랜트 건설을 위한 주요
기자재 및 기초 소재를 취급하는 플랜트 설비
전문 트레이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BUSINESS AREA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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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물자
General Commodity

건자재 트레이딩
천연석, 천연 강화석, 인조 대리석
동행물산은 한국 및 유럽산 천연 강화석, 인조 대리석, 천연석 등의
건자재를 해외의 수요업체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요처를 기반으로 기타 방수재, 바닥재, 페인트 등의
아이템으로 사업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USINESS AREAS 01.

09

01

TRADING

BUSINESS AREAS 01.

물자
General Commodity

원자재 트레이딩
전통자원 및 신재생 에너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소싱한 원자재를
국내외 수요처 및 발전소 업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자원
철강 금속 제품 [HR,CR,STS 등]
화학제품 [합성수지, PET, 비료 등]
비철금속 제품 [Al Coil, Al foil 등]

신재생 에너지
Palm Oil,
Palm Fatty Acid oil, Mixed Acid oil
Cashew nut, Shell liqui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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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물자
General Commodity

농수산물 트레이딩
농수산물 소싱으로 국내 및 중동,
북아프리카 시장에 공급
동행물산은 글로벌 농수산물, 곡물 및 사료원료 소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 아시아 및 아프리카 산지
농장들로부터 농수산물 및 사료원료를 소싱하여 국내외
수요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외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장 및 packer 인수를 통해 수직계열화 작업을 거친 후
동행 자체 농수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BUSINESS AREA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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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물자
General Commodity

신사업 개발
K-Beauty 화장품 수출
국내 경쟁력 있는 화장품 등의 제품을 해외 거점 확보를 통해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REA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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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S 02

PROJECT
ORGANIZING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사업부문
(주) 동행물산
(주) 동행GAT

플랜트�인프라
Plant Infra

동행물산은 EPC턴키(Turn-key)형식의�프로젝트

오거나이징과�해외�직접�투자를�통한�민자발전�사업을�담당
하고�있고, 정유공장, 자동차�조립공장�등�플랜트�분야에서
지역/품목�전문성을�바탕으로�우량�제안형�사업을�펼치고
있으며�병원건설�및�의료기자재�공급�등�다양한�인프라를
제공하기�위한�오거나이징�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

부동산�개발

Real estate development

동행물산은 국제무역 및 프로젝트 오거나이저로서의
역할을 통해 조성된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호텔, 고급 빌라, 상업용 빌딩 등에 걸쳐 임대사업 및
개발, 운영사업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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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RGANIZING

플랜트 인프라
Plant Infra

자동차 플랜트

동행물산은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 수출 전문조직을 운영하여
북아프리카 고객사에게 자동차, 자동차부품,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부품 설비와 공급에
이르는 전체 프로젝트 오거나이저로서의 역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REA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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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ROJECT ORGANIZING

부동산 개발
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 개발 투자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부동산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BUSINESS AREA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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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S 03

LOGISTICS
물류 사업부문
(주) 정운 로지스틱스

t

물류

Logistics

정운로지스틱스는 당사 사업부분과 연계한 해운, 물류 부문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업계를 선도하는 IT 시스템과 숙련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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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BUSINESS AREA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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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수출 · 입 컨테이너 /
벌크 / 플랜트 기자재 /
프로젝트 화물 운송

고객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정운로지스틱스는 컨테이너를 비롯한 벌크, 플랜트 기자재,

정운로지스틱스는 해외 다양한 파트너와의 견고한 물류

프로젝트 화물 등 모든 종류의 화물에 대해 안정적이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고객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물류비 절감과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종합 물류 서비스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정운로지스틱스의 물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물류컨설팅을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높이고
다양화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적 경영혁신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REAS 04

AUTOMOBILE RETAIL

수입자동차 리테일 사업부문
(주) 동행 모터스

t

캐딜락

Cadillac

동행 모터스는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의 신차 상담에서
구매, 금융, A/S 까지 품격있고 차별화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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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 RETAIL

BUSINESS AREAS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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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딜러
용산 전시장 / 용산 서비스
수원 전시장 / 수원 서비스
분당 판교 전시장

동행모터스는 ‘The Standard of the World’ 의 철학을

동행모터스는 서울 용산지역에 캐딜락 전용 전시장을 중심으로

지닌 캐딜락이 선택한 최고의 공식 딜러입니다.

수원 전시장 추가 오픈을 통해 100년을 이어 온 미국의 고품격
명차 캐딜락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동행 모터스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용산서비스, 수원서비스 센터를 운영,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끊임 없는 투자와 신뢰를

‘아메리카 럭셔리’를 만드는 품격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바탕으로 캐딜락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차 상담에서 구매, 금융, A/S 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Premium Lifestyle Provider, 동행모터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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