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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We are the trading company for Hong Kong
Simsa HK 3D Furniture Solutions Ltd

market for more than 20 years. We are mainly
selling Korean products into Hong Kong market

저희는 20년 이상된 홍콩시장 기반의 무역회사입니다. 주로 한국 제품
들을 홍콩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실내 장식용 제품(바닥재, 벽지, 타일 등), 부엌 찬장, 옷장, 문 경첩,

1998

서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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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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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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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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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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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www.enceha.com

1998

www.unicspot.hu

사무용가구, 소형가구, 도어 매트, 건설자재, 장식품, 현관문,

2010

www.woodandmore-e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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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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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c Spot is a whole seller company founded in 1998. Our
333

헝가리

Unic Spot Ltd

main customers are the local and international DIY

당사는 1998년 설립되어 DIY 스토어와 하이퍼 마켓 등에 사무용 가구,

Construction stores and Hypermarkets from Hungary and

건설용 부자재 등을 수입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Ro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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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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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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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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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품목의 한국 제품

trusting their complete import & export operations on us
while focusing on their co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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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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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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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DC 필름의 프랑스 수입유통 계약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장공사 자재 및 솔루션을 갖는 업체 미팅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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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cycle Limited

- 한국산 화장품 수출성약지원 총액
- 한국산 가구/건축재.철재 및 창호, 바닥재 누적 수출총액
- 시스템퍼니쳐/내장재의 현지영업활동 확대 및 아파트개발 증가에 적
극 대응, 수요처 선점추진
- 한국산 생필품 (이중모칫솔, 문구, 식품, 빨래건조대, 장갑 등)
- 한국산 포장재(팔렛필름)
- 한국산 자동차밧데리 현지바이어 수출중개

2010

www.upcycle.co.nz

화장품 및 생활용품. 스마트팜 시스템/ 관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