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F_2019_초청_해외바이어_리스트_0809_전기 전자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태양광에너지 장비 - PV 패널, 충전 컨트롤러, 배터리, 인버터 등
*조명, 전기 장비(방폭형 및 일반형) - 조명기구 및 LED 램프, 소켓 (단
상 및 삼상), 회로 차단기(VCB, ACB, MCCB, MCB), 리클로저, 보호 계
전기, 케이블 그랜드, 전기 동파방지 시스템, 동력밸브 등
*의료용 소모품 - 수술용 가운, 장갑 등

Newly established general trading company, supplying goods 2016년에 설립된 종합 무역 회사로 이란의 산업 및 일반 구매자에게 상
276

이란

Ava General Trading Co.

*화장품 및 뷰티 제품 - 스킨 케어, 패션 렌즈 등 아이웨어, 네일, 헤어

to iranian industrial and regular buyers. Interested in trading

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팀은 2005년부터 Hico, Mapan 등에

with Korean companies while our main members have the

서 근무하면서 한국 기업과 수입거래를 꾸준히 한 경험이 많으며, 이번

살롱 액세서리 및 소모품, 문신 기계 및 관련 제품.

experience of dealing with Korean companies through

방문시 여러상담들을 통하여 좋은 한국 기업들과 사업하기를 희망하고

*주택을 위한 스마트 기술 - 전원 공급 장치, RCU (Room Controller

previous jobs since 2005(through Hico, Mapan, etc)

있습니다.

Unit), 터치스크린, 온도, 밝기 및 동작 감지기, 음악 재생 상자, 오디오

2016

*사무용품 - 노트, 펜 및 연필 등

증폭기, 스피커와 같은 BMS (Building Managment System)에 필요한
모든 장치, 스마트 제어 장치 모듈, 스마트 터치 스크린, 멀티 채널
LED 드라이버, Power RGB Amplifire RGB 등
*이미테이션 쥬얼리
*비데
Our company, Demax East Africa, is located in Nairobi, Kenya.
We have total 24 employees and have been continuously
growing up sine 2015.

280

케냐

Demax East Africa

Our turnover in 2018 is US$1,000,000 and our main business

2015년에 설립된 회사로 직원수 24명, 2018년 매출액은 100만불입니다.

is accomplished by bidding method. Because of this reason,

판매는 입찰방식이 주를 이루며, 한번 구매할때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

* 사무용가구 - 의자, 책상, 캐비닛

our purchasing quantity at once is large.

다.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한국산이며, 고급사무용가구등을 수

Most of the products we are importing are from Korea and

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

* 태양광패널, 태양광가로등

we import high quality office furniture. The size of the

작했는데 관련 품목을 찾고자 합니다.

* 키친 씽크대

* 호텔용품 - 전화시스템, 욕실샤워부스, 샤워기, 옷장, 스위치등에 쓰
2015

www.demaxltd.net

이는 고급마감재

company is getting bigger every year. I started a new
business this year and I want to find related items.
Thank you.
1987년에 설립된 회사로 가족회사이며 무역회사입니다. 5명이내회사로
Sourcing Company and General Trading between India and
281

인도

Indo Korean Impex

Korea since 1987 Now Starting a Direct Selling Company in
September 2019

작은회사이지만, 업력이 긴만큼 여러분야에 넓은인맥을 가지고 사업 영
위중에 있습니다. 자체수입보다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
으며 현재는 방문판매사업을 기획중에 있습니다. 수입은 차별화를 위해

* 의류
1987

www.belsonindia.com

1992

WWW.HITECHAEM.COM

2005

www.hiromindo.com

* 미용실용품 : 화장품류
* 가정용/주방용 소형전자제품류

서 한국에서 하고 있으며, 제품소싱을 위해서 1년에 여러 차례 방한하고
있습니다.

Hi-Tech deals with water dispensers and water filtration
systems. We are the largest company supplying water coolers,
285

싱가포르

HI-TECH (AEM) PTE LTD

water dispensers and instant hot water boilers in Singapore.

HI-TECH (AEM) PTE는 1992년 설립된 WATER DISPENSER AND

Hi-Tech was established in 1992 and currently we serve an

FILTERS, UV STERILIZER 수입공급업체입니다. 특히 WATER DISPENSER,

approximate 7500 customers throughout Singapore. We have FILTERS AND HEALTH CARE PRODUCTS 수입에 관심이 있습니다.

컴팩트 타입의 온수 및 냉수 디스펜서, 언더 싱크 스마트 탭, 수소 워
터, 살균 장비, 정수 필터 및 건강 관련 장비 / 제품

a total of 8 sales and customers executive and 8 service
tech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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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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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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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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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success and accelerated the business growth and placed 에서 최첨단의 중심을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KTED도 꾸준히 참관하여 왔으며 계속해서 의료기기 분야의 신
the company as a world leader in the sphygmomanomete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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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뢰있고 품질이 우수한 공급자를 찾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전자온도계, 전자BPM(심장박동기), 뉴블라이저, 혈액 글루
코스 미터 외
1980

www.abnmedical.com

* 플라스틱/비닐: PVC(폴리염화비닐)시트, TPU(테모플라스틱 폴리에
탄)시트, SP02센서
* 섬유(의료목적)- 나일론, 폴리에스텔, non-woven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WE are dealing with construction materials especially finishing
ones. We are concentrating on doing outdoor pergolas with a
WPC material (Wooden Plastic Composite) which have proved
a good resistance for Egyptian rough weather conditions as
we are having a very big variation in temperature through

334

이집트

WOOD AND MORE FOR INTERIORS

Day/Night as well as Winter/Summer also a very high

당사는 2010년 설립된 건축용 자재를 수입 유통하는 이집트 회사입니

humidity percentage along the whole year which have very

다.

당사는 혹독한 이집트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실외용 Pergola

bad effect on natural wood sections & which cost customer a (Wooden Plastic Composite재질) 판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lot of periodical running maintenance.

As for flooring

nothing compares to natural material that's why we have

2010

www.woodandmore-eg.com

LED Lighting 제품, 의료용 바닥재 (Vinyl Tile, PVC Flooring)

2005

www.shanghai-sports.com

운동용품(전제품군),스마트전자기기(전제품군)

목재로된 바닥재 (HDF ~ 천연 나무 바닥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타 건
축용 자재를 수입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concentrated on doing wooden flooring with all kinds starting
from HDF through engineered floor reaching to Natural
massive flooring.

Our Scope is not that narrow please

display our products to see other materials which we are
dealing with.
global B2BC2 platform specialized in application of Intelligent 당사는 중국에서 B2BC2 플랫폼방식을 통해 스포츠 용품을 판매 하고 있
358

359

중국

중국

SHANGHAI INSPORT INDUSTRAIL CO.,LTD

Shanghai Bingzhi Import & Export Co., Ltd

Electronic Products and Development of Sports-oriented

는 선두 기업으로, 스포츠 용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생활 용품 등도

Channels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음

Mainly focusing on the sale of home treadmill and personal

당사는 가정용 런닝머신, 퍼스널케어 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여 중국 현

care product in domestic and global market

지에 판매하고 있음

We are USA importer of Electronics Components including
361

미국

Interlink Americas Inc.

Industrial LCD Monitors, Digital Signage Players, Audio Point
of Purchase Hardware and CCTV Security Cameras.

당사는 2009년 창립되었으며, 산업용 LCD모니터, 디지털 사이니지 플레
이어, CCTV 보안 카메라 등을 수입하여 미국으로 유통하고 있음

www.i2017

personic.com,www.bingzhi.inf 미용기기(피부/헤어), 마스크팩
o

산업용LCD모니터, 디지털 사이니지 플레이어, LED조명, CCTV보안 카

2009

industriallcd.com/

1993

www.csgf.org.추

운동용품(전제품군),스마트전자기기(전제품군)

2017

Gracetai.1688.com

코스메슈티컬화장품,피부미용기기, 캐릭터패키지메이크업제품

메라 등

당사는 1993년 설립된 중국 스포츠 용품 연합으로 다수의 회원사를 보
362

중국

China Sporting Goods Federation

유하고 있으며 제품의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이 모두 가능함. 중국 시장
의 다양한 유통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점
Our company is mainly a large-scale wholesaler. Supplying to

363

중국

GRACETIE (SHANGHAI)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Wal-Mart, supermarkets, airport duty-free shops and other

당사는 중국의 월마트, 공항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망에 물건을 공급하고

offline stores. The company also have 119,000 micro-business 있으며 5000개 이상의 타오바오 상점 유통업자, 약 12만 개의 소상공인
및 정부 조달 채널을 보유 하고 있음
agent, there are more than 5,000 Taobao shop distributors
and Government procurement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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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인도

INDO MIM PVT LTD

Manufacturer of metal injection molding parts

금속 사출성형 부품 제조

1997

www.indo-mim.com

1990

www.parirobotics.com

금속 사출 성형 장비 관련 모든 제품

PARI is a Global Automation Solution provider and develops
and deploys world class solutions using the most modern
processes and products. Incorporated in 1990 by a group of
Technocrats educated in India and the USA, the company
390

인도

Precision Automation & Robotics India
Limited

continues to experience a stupendous growth year on year
through innovative solutions and a focus on complete
customer satisfaction. PARI is a turnkey automation & robotic

1990년에 인도와 미국에 설립되어 자동화 관련 제품을 공급 및 유통하
는 업체

자동화 관련 제품 (모터, 센서, 케이블, 호이스트, 스위치기어, 판넬부
품, PLC, VFD 베어링, 파워서플라이 등)

solutions provider for the Automotive, Power and Engineering
Equipment with offerings for the entire process chain from
conceptualizing and designing to manufacturing in addition to
implementing and supporting the entire project lifecycle.

OC2A has estabilished to supply the solution for office and
commercial interior solutions supply and construction. Today,
395

프랑스

OC2A SAS

we buy products from China and east Europe to supply;
however we want to work with South Korean companies and
solutions for upcoming projects

PLDC기술을 이용한 사무실및 상가인테리어 필름제품(독점수입업자로

OC2A사는 사무실및 상가등의 내장인테리어 공사설계및 시공업체입니
다.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직수입 공사 및 프랑스 시장내의 수입유통
을 하고자, 본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현재, 한국의 큐시스와 인테리어
PLDC 필름의 프랑스 수입유통 계약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 프랑스 시장에서 이노베이션이 가미된 PLDC제품 판매 희망) 현재
2016

https://www.oc2a.fr/

중국제가 낮은 가격에 유통이 되고는 있으나, 프랑스 시장고객들의 품
질우선의 선호도에 부합되는 솔루션 보유 한국 기업 찾고 있음
기타 내장공사 자재 및 솔루션을 갖는 업체 미팅 희망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 미생물 배양/천연비료 제조기 및 미생물원료 수출성약 지원
- 비료양액기 등 온실자재
- 비료 시제품 수출
- 태양광모듈/ESS (시제품 포함)
- ITC 기기의 item 다양화 및 마켓니즈 items 확보/수출증대 추진
398

뉴질랜드

- 한국산 화장품 수출성약지원 총액

Upcycle Limited

- 한국산 가구/건축재.철재 및 창호, 바닥재 누적 수출총액

2010

www.upcycle.co.nz

화장품 및 생활용품. 스마트팜 시스템/ 관련기기

- 시스템퍼니쳐/내장재의 현지영업활동 확대 및 아파트개발 증가에 적
극 대응, 수요처 선점추진
- 한국산 생필품 (이중모칫솔, 문구, 식품, 빨래건조대, 장갑 등)
- 한국산 포장재(팔렛필름)
446

453

중국

뉴질랜드

- 한국산 자동차밧데리 현지바이어 수출중개
당사는 2017년 설립된 회사이며 스포츠용 기능성 식품 및 전자제품을

AOMAO (Shanghai) Trading Co., Ltd.

Lighting Direct

주로 수입하여 중국 국내 시장에 유통, 판매 하고 있음

Lighting Direct is leading suppliers and operates 26 retail stores.
Lighting Direct lands one container of lights every day to its central *뉴질랜드 전국 26개 Retail outlet보유하고 있는 실내조명기기 수입, 유통 중
distribution centre in Auckland including LED lights, home lighting,
as well as both interior and exterior lighting.

Medical business with multiple locations using and selling
461

미국

Frederick Foot & Ankle

Medical supplies and medical equipment.

견기업체

* 스포츠용기능성식품

2017

2974

* 전자제품 (전제품군)
https://www.lightingdirect.co.n
z/

* 모든 Indoor LED lights.

www.mynewfeet.com
미국내 재활치료 전문 병원 프렌차이즈 현재는 유럽/일본 등 에서 제품
수입하고 있음.

의료기기
2017

의료 용품 - 스킨케어 의료 제품
붕대/휠체어/목발 등

Madina International Traders (Importer & Exporter) is one of
the leading prestigious fast developing firms in the field of
471

파키스탄

Madina International Traders

Import & Export Company in Pakistan. Our company

당사는 1995년에 설립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파키스탄 무역회사입

incorporates in the year 1995 and one of the leading

니다.

diversified business conglomerate with our associate office in
Afghanistan.

1995

* 화장품/샴푸/비누/헤어관련제품/패션악세사리/전자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