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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UGUR was established in 1965. Initially, manufacturing old
style mortice locks was the company’s activity. In 1990, UGUR 1965년 설립 되었으며, 구형 mortice lock 제조가 회사 주요 활동이었음.
246

터키

Ugur Hirdavatcilik A.S.

has stopped manufacturing and started purchasing hardware

1990년 제조활동을 중단하고 철물 도구 및 공구등을 해외에서 구매하기

tools outside of Turkey. Since then, one of the major

시작하여 현재 이 분야의 주요 업체들중 한 곳이 되었음.

1965

www.ugurhirdavat.com

*만능칼 여분 날, 펜치, 전지가위, 회전톱날

companies in it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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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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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포장용 metallic film, sheet, foil

1916

특수 필름, 희귀 금속,

장재 수입 유통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음식용
포장 용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subsequent expansion into other areas such as electronics
materials for condensers and packaging materials.
The company is focusing on energy efficiency solutions for a
341

헝가리

Energia Birodalom Kft

lot of industrial partner in Hungary. Directly does not buying

당사는 2011년 설립된 헝가리 회사이며, 헝가리에 있는 제조업체에 에

equipment, but contracting for develop a total energy

너지 효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efficiency installation projects, including purchase of

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을 전문으로 진행

equpment. So this company has a big influence on

하는 업체입니다.

2011

www.energiabirodalom.hu

태양열 관련 제품, 목재 연료용 보일러, 히트펌프

pur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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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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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