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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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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Maka Technologies Group has evolved from a regional
MAKA TECHNOLOGIES GROUP

필리핀

TRACSys GROUP OF COMPANIES

growing leader in providing automotive electronics solutions.

는 리더입니다. 관련된 차량용 전자제품 및 주변기기에 관심이 있습니

We are the principle of Marbella, Curve and WhoTrackMe

다.

to handle distribution and service of automotive shop
equipment in the Philippines.

267

루마니아

FAROTEX Ltd.

Romanian Private Company, main activity: Export-ImportDistribution-Representation for various industrial products

설립년도

웹사이트

Maka Technologies Group은 싱가포르의 내비게이션 제품 지역 마케터

marketer of navigation product in the Singapore to the fastest 에서 자동차 전자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

TR Autocare Systems, Inc. (TRACSys) was incorporated in 2006
266

회사소개(국문)

*차량용 블랙박스, 대시캠
2007

www.makagps.com

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프팅시스템의 부품 및 자동차 부품을

*자동차 정비 서비스 장비(차량 리프트, 휠 얼라인먼트, 타이어 충전
1994

www.tracsys.net,

기, 휠 밸런서, ATF열 교환기, 에어컨부품, 가스 양극 교환기, 브레이크

www.trautocare.com

장치, 디젤 구동 장치, 브레이크 교환기)산업용 압축기 및 시스템, 드라

찾고자 합니다.

이어, 주변 장치, 용접 기계, 전기 발전기 등

루마니아 현지에서 무역회사를 운영중입니다. 다양한 산업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레저 아이템 중 자전거 등 과 관련된 혁신적인 제품을 찾고자

*가정용 CCTV
*차량용 전자제품

당사는 필리핀에서 2006년에 자동차 부품의 유통 및 서비스를 시행하고
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이력이 있으며 많은 고객

수입희망품목(국문)

*자전거, 오토바이의 악세사리(폰 거치대, 후미등, 도난방지장치,수리
1993

www.farotex.net

합니다.

키트 등)
*자전거,전기자전거,전기스쿠터 및 관련제품
* 뷰티 품목: 스킨케어 화장품, 네일 제품, 헤어 제품, 립 제품
* 옵티컬 품목: 콘텍트 렌즈, 안경태
* 홈데코 품목: 벽지, 바닥매트, 페인트

ASG International Trading is a company based on import and ASG 그룹하에 여러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유통회사입니다. 2001년
346

방글라데시

ASG INTERNATIONAL TRADING(IMPORT CO.)

distribution of various products from abroad under ASG

설립 되었으며, 40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입 물품

Group. We import and supply goods to various departments

은 옵티컬 프레임, 렌즈, 코스메틱, 홈데코, 패브릭, 문구류, 의료용 기기

of Bangladesh, Wholesale goods and retails in local market

이며, 방글라데시의 여러 분야에 유통합니다.

* 문구류: 볼펜, 연필, 색연필, 물감 포함 어린이용/학생용 문구류
2001

www.globalgroupbd.com

* 의료용품: 혈압 측정기, 글루코스 측정 기기, 디지털 체온계, 디지털
테라피 의자, 디지털 바퀴 의자, 글루코스 스틱
* 농업용품
* 섬유, 가정복
* 태양광 용품
* 자동차 품목: 자동차 부품, 자동차 장식 용품

GM Enterprise is a major trading & manufacturing company.
We are highly trusted around the world for our efficient & full
service support to manufacturers & traders alike for past
370

인도

GM Enterprise

30yrs. More than 450+ businesses & partners around the
world treat us as an extended arm of their own organizations,

지난 30년 동안 450여개의 회사와 다양한 품목에 대해 거래하고 있는
무역회사

1986

www.wagghulde.com

1985

www.awaisenterprises.com.pk 기계류 일체 (몰딩기기, 전자장비, 차량 부품, 섬유기계)

1997

-

다양한 품목의 한국 제품

trusting their complete import & export operations on us
447

파키스탄

AWAIS ENTERPRISES

while focusing on their core business
INJECTION MOLDING MACHINE, ELECTRONIC EQUIPMENTS,
AUTO PARTS, TEXTILE MACHINERY

몰딩기기, 전자장비, 차량 부품, 섬유기계

Azami Company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97. Our
Company mainly do the service and trading business. From
the service business, Tenri Stamina Ramen Restaurant is the
first ever franchise ramen shop in Myanmar since 1997. The
restaurant was founded based on the dream to serve
authentic quality of Japanese taste. Azami Company is the
449

미얀마

Azami Co., Ltd

exclusive distributor of Yamato Protec Corporation in Japan
since 2016. We mainly import fire extinguishers and smoke
detector from Yamato Factories in Japan. We mainly
distribute not only in Yangon division but also upper and
lower part of Myanmar. Also Azami Company is the exclusive

동사는 1997년에 설립되어 미얀마 최초로 일본라면 프렌차이즈 텐리 스
테미너 라멘을 오픈함. 이 식당은 일본 본연의 맛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자니는 일본 야마토 프로텍사의 소화기와 연기탐지기를 2016년부터

자동차 배터리, 식음료

들여와 미얀마 전역에 공급하고 있음
2017년부터 호주의 GmbH & Co KG사에서 렌징자켓과 렌징테입을 미
얀마 전자기계회사에 공급 중입니다.

distributor of Lenzing Plastics GmbH & Co KG in Austria since
2017. We are importing Lenzing Jacketing, Lenzing tapes and
distribute to all M&E Companies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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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BEKER Pharmaceutical PLC (‘BEKER’)

BEKER은 에티오피아내에 헬스케어 (Pharmaceutical & Medical equipment) 시
장에서 가장 큰 수입/유통업체임.
한국의 DAEHWA, Huons, JEIL, Samcheondang 와 현재 거래중에 있음
연간 $3백~5백만불 수준으로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수입
을 진행하고 있음. 농산물, 시멘트공장 등 다양한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타분야에서도 사업 볼륨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http://www.bekerpharma.com *크림, 로션, 기초, 색조, 마스크팩 미백, Anti-aging, 여드름치료, 화상치료
*건강식품
*의료기기/의료장비/의료용소모품/ 수처리 사업 : Pipe, Fitting, Drilling,
Water pumping
*승용차 소모품(오일, 필터 등)
*연고, 파스, 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