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F_2019_초청_해외바이어_리스트_0809_화학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PT. Hiromindo Perkasa는 인도네시아 Sunter North Jakarta에 위치하여
1993년 설립된 업체임. 설립된 이후로 산업용 기기 및 자재 공급 영역에
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해당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292

인도네시아

Hiromindo Perkasa PT.

Trading and Distributor for Industrial Products

있음.
다양한 산업 설비 분야의 기기, 제품 및 부품들을 무역유통하고 있으며

*기계부품 - 절삭 공구, CNC밀링 홀더, 가스 스프링, EDM 와이어 및
2005

www.hiromindo.com

그 소모품, 툴링 시스템, 롤 밀
*화학 - 우레탄 보드, 흑연 전극, 염색제, 에폭시 및 PU 공구

현재 주요 분야로서는 절삭 공구, 가스 스프링, EDM 와이어 및 그 소모
품, 툴링 시스템, 우레탄 보드, 흑연 전극, 롤 밀, 에폭시 및 PU 공구 등이
있음.
1999년 카라반 카노피 캐나다로 설립하여 20여년 가까운 카노피 제작과
무역 및 유통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스타일리쉬한 즉석
카노피, 즉석 카노피 액세사리로 북미 다양한 관련 대형유통몰에서 사랑
We are a leading company specializing in On-Site Event
Branding solutions (instant canopies, dome tents, flags and
293

미국

Impact Images Inc

banners, inflatables, wagons and chairs etc) in North
American. We also extend our business through the online ecommerce / retail channels.

받고 있다. 2006년 임팩트 이미지 Inc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하여 미
국 시장에서의 활발한 유통을 도모해 왔고 분사된 임팩트 카노피 캐나
다와 함께 북미 지역 카노피 및 아웃도어 브랜드로 신뢰되는 이미지를
구축해옴. 현재 캐나다에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칼가리 및 할리팍

*화학 - 실크 스크린 잉크, 디지털 잉크, 이벤트 펜싱 패브릭, 열전환
2006

http://www.impactexperts.com 페이퍼, 500D 패브릭 및 기타 패브릭 원자재
/

스 지역에, 미국에는 레이크 엘리노이즈, 캘리포니아 등지에 유통거점을

*생활용품 - 야외용품인 팝업(즉석) 캐노피, 즉석 텐트와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아웃도어 용품

마련하여 북미 전역에 접근성을 두고있음. 넓은 고객층을 두기위해 다양
한 스타일과 액세사리용품으로 브랜드 옵션상품을 확대중임
주요 상품으로 팝업 쉘터, 폴딩 텐트, 즉석 쉘터, 팝업 카노피, 캐러반, 즉
석 쉐이드(그늘막) 및 KD 카노피 및 해당 액세사리 등이 있음

Importedadora CHA-HA LTDA is currently importing and
299

칠레

Importadora CHA-HA Ltda

selling textile and looking for agricultural chemicals and
healthcare products for the elderly with new items to expand
its business.

Importadora CHA-HA LTDA는 현재 한국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여 판
매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 item으로 농약품, 노인용 헬스케

*농약품
1997

www.ec21.net/ricco

어 제품을 찾고 있음.

*생활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과 소형가전제품

한국에서 산업용 원단 (PVC Tarpaulin, PE Tarpaulin)과 접착시트(Auto
300

칠레

Importadora y Exportadora Sign Shop S.A.

import PVC Tarpaulin, PE Tarpaulin, auto adhesivo from Korea Adhesivo)를 수입하여 칠레에서 천막, 광고용, 내부인터리어용 자재를
and distribute industrial materials to chille

*노인 관련 헬스케어 용품

납품하고 있으며, 주로 현지 도매상에 납품하고 있음. 또한, 칠레에서 스

*농업용 자재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호스 또는 농업 관련 소모품
2002

www.signshopsa.cl

마트농장을 운영 중에 있어 농자재 관련 품목을 소싱하고자 함.

*농업용 기구 : 트랙터 등 농사를 위한 각종 기계류
*온실용 자재 : 온실 구조물, 온실 관수 자재 등
*비료,잡자재,종묘 등

AbadiNusa Group is purely a family owned company,
established in 1980 as a trading company. We are carefully
selecting the quality products to be presented to our
customers. We offer the excellent after sales service which is

310

인도네시아

Abadinusa Usahasemesta

supported by highly dedicated and factory trained engineers

당사는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종업원 660명, 매출 3,400만불 규모의

and becoming our strong determination of the company

회사입니다. AbadiNusa Group은 가족경영회사로 무역회사로 시작하였

image.

으며, 고객만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품 셀렉팅을 하며, 훈련된 엔지

The Passion Project from 1990 to 1993 by considering the

니어를 통한 판매후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전자온도계, 전자BPM(심장박동기), 뉴블라이저, 혈액 글루
코스 미터 외

benefit of country natural resources, competitive resource and 당사는 현재 글로벌 혈압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의 높은
having advance technology on rubber processing has made a 수요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것이며, 지금처럼 의료기술 플랫폼

1980

www.abnmedical.com

* 플라스틱/비닐: PVC(폴리염화비닐)시트, TPU(테모플라스틱 폴리에
탄)시트, SP02센서

great success and accelerated the business growth and placed 에서 최첨단의 중심을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 섬유(의료목적)- 나일론, 폴리에스텔, non-woven

the company as a world leader in the sphygmomanometer

한국의 KTED도 꾸준히 참관하여 왔으며 계속해서 의료기기 분야의 신

business.

뢰있고 품질이 우수한 공급자를 찾고 있습니다.

Due to the high market demand in this industry, AbadiNusa
Group will keep on developing the business and remain on its
core as the leading edge of advancements in medical
technology platform.
인도 소재 수입업체로 알미늄포일, 디지털락, 프린터기 잉크 등을 한국
WE ARE ONE OF THE LEADING TRADERING HOUSE IN INDIA
312

인도

MOA ENTERPRISES PVT. LTD.

( WE ARE IMPORTING FROM KOREA DIGITAL LOCK,
PRINTING INK , NOW WE ARE PLAN ALUMINIUM AND
OTHER PRODUCT)

에서 꾸준히 수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프린트 관련 제품: 프린터기 잉크, 친환경 코팅, 알루미늄 포일, 프린

당사는 엔지니어부와 무역(수입,유통)부로 나뉘어지며, 무역부는 크게
그래픽부, 산업부, 가정용품부 3개의 부서로 나뉩니다. 그래픽부는 인쇄

트팅 케미칼, 프린트 종이 포함
2013

www.moaengineering.com

*산업용 알루미늄 제품

및 관련 패킹 포함하여 프린트 관련 모든 제품을 취급하고, 산업부는 베

*화장품: 립스틱, 스킨케어 제품을 희망하나, 그외 여러 아이템 가능성

어링과 같은 산업용 제품을 취급합니다. 가정용품은 화장품, 비누, 디지

을 열어두었음

털락 등을 취급합니다.
NAKAJIMA METAL LEAF, POWDER Co. was founded in 1916,
and specialized exclusively in gold powder and gold leaf.
Today, we are a leading supplier of gold, silver, copper, tin
and brass powder and leaf materials that are used in the
328

일본

Nakajima Metal Leaf, Powder Co.,Ltd

printing industry to add sparkle and brilliance. In 1930 we
started offering aluminum foil, a promising new alternative to
tin foil, well before the launch of domestic production in
Japan. This was a pivotal decision that paved the way for
subsequent expansion into other areas such as electronics
materials for condensers and packaging materials.

당사는 1916년에 설립된 금박, 금가루 제조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1930년대에 알루미늄 호일, tin 호일 제조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최근 당사는 기존 당사 제조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용 포
장재 수입 유통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음식용
포장 용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1916

음식포장용 metallic film, sheet, foil
특수 필름, 희귀 금속,

Key No.

국가

329

베트남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E-HO GLOBAL is Korean trading company located in HCMC,

E-HO Trading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당사는 2014년 설립되어 무역업을 기반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

Vietnam. We concentrate on various kinds of material such as 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고무, MDI & Polyol, 화학원료를 수입 유통

MDI and polyol as well as food materials such as pepper,

하고 있으며, 또한 후추, 계피, 라이스 페이퍼, 커피과 한국산 과일을 취

cinnamon and coffee and even Korean fruit.

급하고 있습니다.

2014

항균성 폴리백,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사무용품, 인삼 관련 식품

PT. ENCEHA PACIFIC is a company engaged in General
Contractor, Trading, Anti-stripping agent and Industrial
Supplier located in Sunter, North Jakarta. Established since
1993, it has developed very rapidly and has professional staff
in its field. Our company applies smart values in operational

331

인도네시아

PT. Enceha Pacific

daily management. Solution provides the best solution for

PT. ENCEHA PACIFIC은 자카르타 북부의 Sunter에 위치하고 있으며,

business partners in terms of providing industrial goods.

General Contractor, Trading, Anti-stripping agent 및 Industrial

Manage managing all partner needs quickly and

Supplier등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1993 년에

professionally. Accurate provides the accuracy of goods

설립되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보유하

according to the needs of partners. Real gives the trust and

고 있습니다. 산업재 공급 관련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transparency of the items ordered. Time timeliness is a mirror 제공합니다. 모든 파트너 요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파트너
of discipline.

1993

www.enceha.com

EDM그라파이트, 에폭시 레진, 도로용 화학제품, 건축 자재, EDM Wire
Cut

We will provide the best service to you. Please 의 요구에 따라 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일반 모델링, 금

contact us, we will come to your place to discuss issues such

형 시스템, 계면 활성제 아스팔트, 접착제, 전기 및 전자 응용 프로그램,

as General Modeling, Mold Systems, Surfactants Asphalt,

특수 응용 프로그램, 복합 시스템, 기계 가공 가능 왁스, 실리콘 고무, 실

Adhesives, Electrical & Electronic Applications, Special

리콘 몰드 등과 같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pplications, Systems for Composites, Machinable Waxes,
Silicone Rubbers, Silicone Mold, etc. We will be happy to
provide technical consideration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d together with you to determine the best
for your problem.
We are importer and whole seller all kinds of paints chemicals
339

방글라데시

M/S Alve Enterprise

and other products for commission basis. We are dealing
pigments. LLDPE .PP.PVC RESIN. P.A. PHTHALIC ANHYDRIDE
.PENTA -98 PENTAERYTHITHOL.STEARIC AICD

당사는 1992년 설립되어 화학 원료들을 커미션 베이스로 수입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수입 품목은 LLDPE, PP, PVC Resin, PA,

페인트용 화학원료, LLDPE, PP, PVC Resin, PA, Stearic Acid, 천연

1992

GUM, Gum Rosin IRON Oxide, 등등

Stearic Acid등 입니다.

* 플라스틱 관련 품목: 저강도 폴리에틸렌, 고강도 폴리에틸렌, 폴리
폴리프로필렌, 기타 플라스틱 원재료, 마스터 배치(master batch), 탄
344

스리랑카

ORIENT GROUP OF COMPANY

MANUFACTURES AND EXPORTERS OF FLEXILE PACKAGING
,PAPER AND GARMENTS

산칼슘

2000년 설립 되었으며, 종업원 300명 연매출 2억불 규모의 회사입니다.
포장, 종이 그리고 의복을 제조 및 수출합니다. 10여년간 해외 여러 회사

2000

와 파트너십을 진행했으며, 한국의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www.orientlp.com

* 옵셋(offset) 프린팅 관련 품목: 오프셋 인쇄를 위한 모든 종류의 종
이, 프린트 잉크, 프린트 관련 악세서리 및 부품
* 의류 관련 품목: 의류 패브릭, 의류 악세서리
* 접착테이프
* UVA

* 산업용 냉장/냉동고 품목: 산업용 물류 냉장고(과일,야채 창고용), 산
업용 냉동고, 조립식 냉장고
* 농업용 수송 관련 품목: 산업용 냉장 이동수단, 디젤-리퍼(dieselBaraka is a manufacturing, Import, export & indenting

powered reefer), 다이렉트 드라이브 유닛(direct drive unit), 벤 설치

company. We have regular business with Korea and interested 당사는 1989년 설립되었으며, 한국 기업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
352

방글라데시

M/S BARAKA INTERNATIONAL

to find new supplier from Korea. Our business is growing with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용 장비 및 금속 수입과 유통을 취급해왔으며,
reputation. We are equipped with strategic management

용 냉장 기기(van refrigeration unit), 저온 콜드 탑(eutectic cold top)
1989

소비재와 의료 제품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 식품 첨가제∙화학품 관련 품목: 이스트 제품, 영양 첨가제
* 비타민, 오메가3

practices.

* 음료수: 과일주스
* 농작 씨 관련 품목: 배추과(cole crops) 작물 씨 포함 농작물 씨.
* 의학 품목: 스핀 니들(spin needle), 봉합용 실과 바늘, 보톡스
(botulinum toxin) 주사제
* 냉장 가스

Shajeda & Co. is an importer of different consumer , Food
355

방글라데시

M/S SHAJEDA & CO.(Juena)

and Industrial raw material products. They have very special
import permits in Bangladesh. They import mainly from China,
Korea and India. Korean quality products are their priority list.

* 산업용/소비자용 압축기(컴프레서): 냉장고용 압축기, 에어컨용 회전
당사는 2003년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소비재, 식품류, 산업용 재료를 수
입합니다. 주로 중국, 한국, 인도에서 수입하며, 고품질의 한국제품을 찾
고 있습니다.

압축기, 에어컨용 스크롤 압축기
2003

* 냉장 시스템
* 식품 첨가제
* 파라핀: 파라핀 오일, 열 전도 오일
* 화장품 및 뷰티 품목: 기초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 뷰티 도구 포함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정유 및 석유 화학 플랜트 설비 및 기계, 배관, 철 구조물, 전기 및 계

386

말레이시아

APEX ENERGY SDN BHD

EPC Contractor for Downstream Oil & Gas, MRT/LRT Trains,

오일&가스, 레일열차, 태양광 하이브리드에 대한 EPC 계약자

Solar Hybrid for Rural Schools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장, 도장 및 발파 등
1995

www.apex.com.my

신 재생 에너지, 태양 광 패널, 인버터, 배터리, 풍력 터빈 등
기차역 및 고교 설비 및 기계, 철도 차량, 소음 장벽, 시스템, 전자 액세
스 제어 장치,

멜라민 스폰지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인도네시아 대기업(에이스하드웨
어,3M)에 납품하고 있으며, 재생 신너도 수입해서 인도네시아 케미컬 시
450

인도네시아

PT. CHEMINDO JAYA ABADI

장에 유통중. 현재 한국에 있는 주방용품 이나 생활용품도 수입 유통 계

*스폰지 관련 케미컬 제품
2009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특히 수세미 및 스폰지로 제작된 용품)

획하고 있음.

454

에티오피아

*톰슨기계(프레스) 및 생산라인 포장기계 등 다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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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KER Pharmaceutical PLC (‘BEKER’)

http://www.bekerpharma.com *크림, 로션, 기초, 색조, 마스크팩 미백, Anti-aging, 여드름치료, 화상치료
*건강식품

을 진행하고 있음. 농산물, 시멘트공장 등 다양한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타분야에서도 사업 볼륨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468

479

인도네시아

헝가리

PT. EEN STEEL INDONESIA

Dr. Biczó’s private personal firm

Printing Factory, Agent Pipe OiL

인쇄공장, 파이프 오일 에이전시

Dr. Bicz? is teach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but in the same time he is doing R&D

Dr. biczo는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project management, environmental consulting and
sales and marketing activities in cooperation with a
number of companies

세일즈와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14

http://pnri.co.id/id/?view=feat
ured

싱가포르

REIWA PTE LTD

프린트용 제지, 프린트용 잉크

회사와 협업하여 R&D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환경적인 컨설팅, 그리고
2016

Reiwa Singapore is a newly set up company targeting trading 싱가포르에서 새롭게 설립하여 다양한 품목을 무역하는 업체로 원자재,
483

*의료기기/의료장비/의료용소모품/ 수처리 사업 : Pipe, Fitting, Drilling,
Water pumping
*승용차 소모품(오일, 필터 등)
*연고, 파스, 밴드

activities in South East Asia. At the moment tied up with

솔루션/시스템과 기기장비 및 소비재로서 스킨케어 아이템을 포함한 다

Woorim Machinery Co, Ltd for distribution of Gearbox in

양한 FMCG(Fast moving consumable good)을 타겟팅하고 있음. 국내업

South east Asia. Meantime, targeting Metal/ Plastic

체와 이미 기어박스를 수입하는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한국 제품을 동남

components and also FMCG products ie Skin Care etc.

아 시장으로 판매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재활용 / 폐수 / 물 / 바이오매스 기술

*뷰티 - 얼굴 제외한 스킨케어 아이템 : 핸드, 풋 케어 아이템
2019 www.reiwa.com.sg

*원자재 - 인젝션용 플라스틱 원자재
*메탈 부품 - 캐스팅, 포징 부품
*머시너리 - 항구 리프팅, 무빙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기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