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F_2019_초청_해외바이어_리스트_0809_뷰티헬스
Key No.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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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I am the chairman of four companies:
Lamy development jsc.,

The company was founded in 2007.
Doing functional food business and drug biz.
Queen house: béautycare business and some sauna devices.
Omnititan has been an exclusive distributor for the brand
Phiten Japan for 15 years with 10 shops island wide. We have
built the brand from a relatively unknown to a wellrecognized

242

싱가포르

OMNITITAN VENTURE PTE LTD

brand in Asia under the category of alternate lifestyle health
products.
After GBSF2018, we launched the hydrogen water business in
Takashimaya, Singapore.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2007

니스, 사우나 장치 등이 있음.

http://nhansam.vicoders.com, *알레르기용, 간기능 개선용, 어린이용 의약품
fullhome.vn

*건강에 좋은 침대시트, 누비이불, 누비이불 커버, 베개, 잠옷

Japan 브랜드에 대한 독점 디스트리뷰 역할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
않은 제품부터 잘 인지된 제품까지 브랜드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유아용 침구류, 침낭, 3D 에어메쉬
2004

WWW.GOGETSG.COM,

*클렌저, 미용기기

WWW.PHITENSG.COM

*접는 매트, 놀이 매트, 범퍼 매트

GBSF2018 행사이후, 싱가포르 Takashimaya에 수소수 비즈니스를 론칭

*태반/줄기 세포 화장품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독특한 소비재 제품

Creative and innovative products have been fundamental

1989년 설립 되었으며, 연매출 US$580,000 및 직원수 12명 규모의 수출

objectives to SIT Co since it was founded under the name of

입 회사입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음식 관련제품(Cooking Oil,

*부엌용품:프라이팬, 식탁용 식기류

SHARLIN INTERNATIONAL [S’PORE] in 1989 for Joint Venture. Spicy/Non Spicy food and others), 산업 안전 제품, 문구류, 패션 의류
243

필리핀

SIT CORPORATION

*가정용품 및 주방용품:매트, 스타킹, 식탁용 식기, 숟가락, 포크와 같
은 부엌 용품

2004년 설립 되었으며, 섬 전역 10개 매장을 통해 지난 15년간 Phiten
안적인 생활방식의 건강제품 카테고리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수입희망품목(국문)

*건강 음식, 기능성 음식, 음식(간/혈액/심장/신장/뇌 에 좋은)

2007년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US$2,150,000 및 종업원수 22명의 회사
임. 주요 사업분야로는 음식 비즈니스, 의약품 비즈니스, 뷰티케어 비즈

웹사이트

Since 1994 and a few years after, SIT Co has been active

및 직물 등이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은 합작기업으로

mainly in East Asia. Activities Importer and Exporter: Supplier

1989년 SHARLIN INTERNATIONAL[S'PORE]이라는 이름하에 설립된 SIT

International and Local Market. Main Fields of Activity in

Co의 근본적인 목표였습니다. 1994년 이례로, SIT Co사는 주로 동아시

special Trade: INDUSTRIAL SAFETY PRODUCTS, STATIONERY

아에서 활동해왔다. 국제 및 로컬 마켓 공급자로서 수입과 수출활동을

PRODUCTS, FOOD PRODUCTS, GARMENTS / TEXTILE,

진행. 주요 분야로는 산업 안전 제품, 문구류, 음식, 의복/섬유, 병원제품

HOSPITAL PRODUCTS & OTHERS.
Premium Brands represented in Indian market.

등등

*침실용품:침대시트, 누비이불, 누비이불 커버, 베개
1989

www.sharlininternational.com

*미용기기
*칫솔
*헤어케어 제품(샴푸-로션)
*김/스넥과 같은 음식제품

• “Alissi Bronte” – Spain (Professional Beauty Treatment
products – Beauty Salons

*프로페셔널 뷰티 제품:뷰티 살롱용 치료 제품

• “Riscell” - Spain - Hair & Skin Growth Serum – (Beauty
245

인도

Ishwari Prasad & Sons Pvt. Ltd.

Salons)

1917년 설립된 직원수 18명 규모의 회사임. 현재 스페인, 라트비아, 일

• “Frenesies” – Baltic Pharma Ltd. - Latvia – Hair Retardant

본,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이미용 제품들을 대표하며, 인도내 beauty

Product (Beauty Salons)

salon들에 납품하고 있음.

*개인 미용:가정용 미용제품
1917

www.imperialbeautyshop.com

*기계:뷰티 프로페셔널 뷰티 기구, 칫솔 살균기 등
*OEM/ODM 화장품
*태반/줄기 세포 기반의 타이트너, 모이스처라이저

• “Feather” Japan – Razors & Scissors – online marketing

*주방용품:프라이팬, 웍, 냄비, 식탁용 식기류

• “Seki Edge” Green Bell - Japan – Manicure Tools &
accessories
• “Omega” – Italy - Shaving Brushes - online marketing
GIA HIEN – WHO WE ARE?
Gia Hien is trading company. Our company was established
from 2005 and we are operating in supplying and distributing
foodstuff, flavoring oil and cosmetics.
2005년 설립되었으며, 설립이례 식품, 조미 오일, 화장품 등을 공급 및

*몸에 좋은 음식, 딸기

GIA HIEN’s main market is Ho Chi Minh City and the Mekong 유통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Mekong Delta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진
행하고 있으며, 현재 28명의 직원과 많은 고객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Delta region. Over fourteen years of development, the
248

베트남

GIA HIEN TRADING CO., LTD

company now has 28 employees and builds up trust by a

우리회사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으로부터 몇가지 음식 제품들을 수입

large number of customers. Our company is importing some

하고 있지만, 현재 더 나은 품질의 많은 다양한 농산품 및 스킨케어 제품

*모든 종류의 스킨케어 제품(안티에이징, 매끈한 피부, 탄력있는 피부,
2005

www.parisfrancebeauty.com;
www.giahien.com

food from China, Malaysia, and Taiwan but now we would like 들을 한국에서 찾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베트남 전역 85개 지역 에이
전트들과 유통채널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to look for many variety agricultural products and skin care

주름개선, 여드름과 버짐 처치), 썬스틱, 클렌저, 페이셜 마스크(검은
여드름을 깨끗이 하고, 눈가의 주름과 얼굴주름을 제거하고, 주름으로
손상된 피부를 치료하고, 주름발생을 줄이는 기능의)
*모든 종류의 마스크 시트(헤어 마스크, 클레이 마스크, 브이 리프팅
마스크, 아이 존 마스크, 립 마스크, 핸드 마스크, 풋 마스크 등)

products from Korea with the better grade.
Currently we have a distribution channel system spread across
Vietnam with over 85 regional agents and we are seeking to
expand within this space.
*'유아용 제품:의류, 캐리어, 천연 스킨케어, 목용 아이템들(예를 들면
공기주입식 욕조)
Importers and Distributors. Main market Indonesia, with
250

인도네시아

Maghantara Hazana Niaga

secondary market Singapore, Middle East and Africa.
Household items, Cosmetics, Skincare, F&B, Healthy Lifestyle
Devices, IT.

*침구류

*화장품 - 스킨케어 화장품(안티에이징, 라이트너), 색조 화장품(립스틱,
아이 메이크업), 매니큐어, 헤어 케어 제품(남성, 여성, 탈모방지 등)
*병원 및 클리닉용 의료장치 및 의료기기

2017

www.mhn.co.id

*가정용품:독특한 식품 저장용 플라스틱 용기, 일상적인 물품등
*화장품:태반/줄기 세포 기반의 스킨케어 화장품, 얼굴, 목, 손, 발 및
헤어용 다단계 팩 제품
*식품:신선한 과일, 스넥, 냉동식품, 바로 사용할수 있는 향신료/소스
등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Life Research Wellness provides health care solutions and
optimization by integrating the most advanced
methodologies
251

싱가포르

Life Research Wellness Pte Ltd

Of predictive health screening
The company developed the “Geo Origin” technology and
“Geo Wellness” health solutions to address Geopathic Stress
and providing optimal health management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Life Research Wellness사는 헬스케어 솔루션과 예측 의료 스크닝의 가
장 진보된 방법론을 통합한 최적화를 제공한다. 2012년 설립 되었으며,
싱가포르의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의 선두 업체입니다. 여러 스트레스 요
인들로부터 현대인들의 건강을 책임질 다양한 건강관련(Health &

*건강 및 웰빙 관련한 다음 제품군들:공기 정화, 공기 모니터링, 생물
2012

geoorigin.com

홍콩

Petit Bonheur Limited

지기, 수소수 발생장치, LED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will continue our search for unique products and grow our

수입하여 피부관리샵에 납품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중임. 홍콩 및 호주

portfolio for Hong Kong and Australia Company.

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특한 브랜드의 제품 발굴중임.

We are an importer in Taiwan, our main and focus products
cover household appliances, cookware, daily living products
254

대만

Addecco International Co., Ltd.

and outdoors products. We are engaging in on-line and
off-line sales, hypermarket channels, giftware promotions
projects and distributing channels.

학적 주기의 빛 통제, 스마트 홈 콘트롤, 물 정화, 운동기구, 비타민 샤
워기 등

wellness)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산 전자파 차단장치, 눈 마사

Petit Bonheur Ltd represents a number of unique brands. We 2014년 설립 되었으며, 스킨케어 관련 제품들을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
253

수입희망품목(국문)

*퍼스널 케어 제품:클렌저, 스킨케어, 미용기기
2014

www.petitbonheur.com.hk

도어 용품 등이 있습니다. 주요 판매채널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대형수

*헤어케어 제

*OEM/ODM 스킨케어 제품

*베이비 케어 제품:목욕 바스 시리즈

*주방용품:프라이팬, 윅팬, 식탁용 식기류

2014년 설립된 직원수 3명, 연매출 US$900,000 규모의 수입 유통회사입
니다. 주요 취급제품으로는 가정용품, 취사용품, 일상생활제품 및 아웃

품:샴푸, 로션

*가전제품:블랜더, 커피메이커, 접는 선풍기
2014

*일상생활제품:마약베개, 헤어컬러, 헤어드라이어
*퍼스널 케어:미용기기, 칫솔살균기 등

퍼마켓 채널, 유리제품 판촉 프로젝트, 유통 채널 등이 있습니다.

*아웃도어 제품:그릴, 와이드 그릴, 가스 버너

*물리치료장비:시력회복장치, 바디 마사지기, 자세 교정 버팀대, 통증
완화 의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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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Basic Fabrication Engineering

PCB Repair / Rework / Supply

2008년 설립되었으며, 종원수 5명 & 연매출 US$ 600,000 규모의 말레

Jig and Fixture Fabrication

이시아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임. 주요 취급제품으로는, PCB Repair /

*수의기구:무선 디지털 동물 청진기, 볼록 및 직선형 탐침을 위한 다목

Electrical and Mechanical Industrial Supply

Rework / Supply, Jig and Fixture Fabrication, Electrical and Mechanical

General Maching and Metal Work

Industrial Supply, General Maching and Metal Work, Mechanical

전기 수술대

Mechanical Drawing

Drawing

*농장기계 및 장치:자동 야채 세척기, 재충전할수 있는 배낭 분무기,

적 장치
2008

*치과장비:이동식 치과 다이오드 레이저, 무침 주입 시스템, 일반적인

다종식품 절단기
*채소 및 농산품

We sell made in USA and Imported products online
256

미국

EVER HOTTIE LLC

(amazon.com, walmart.com, ebay, our site, etc.) and wholesale
including clothing, accessories, organic products, skincare,
health & beauty products, electronics & devices.

*의류:여성의류, 레크리에이션용 의복, 여성용 속옷, 니트, 운동복, 드

2012년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US$7,128,000 & 종업원수 17명 규모의

레스, 레깅스

회사임. 'Made in USA' 제품들 및 수입된 제품들을 온라인(아마존, 월마
트, 이베이 및 자사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

2012

WWW.EVERHOTTIE.COM

는 의류, 유기농 제품들, 스킨케어 화장품, 건강 및 미용제품, 전자제품등

독일

EKIM GmbH

Online Shop for Korea Cosmetic and Color Contact Lens

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차, 건조 해산물, 전통 한식
*스킨케어 제품:페이셜 마스크, 주름제거제품, 안티에이징 제품

이 있음.

*뷰티 제품:화장품, 헤어제품

*콘택트 렌즈

2011년 설립 되었으며, 독일을 포함한 유럽내 독일어 사용지역에 온라
258

*액세서리:귀금속, 패션 쥬얼리, 핸드백, 휴대폰 액세서리*유기농 제품:

2011

www.matlens.de

*화장품(유럽지역 판매를 위해 CPNP에 제품이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할 의향이 있는 업체와의 미팅 희망합니다. 신청시, 반드시 이 부분 고
려해 주세요)

Key No.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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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Our company import the function food from Taiwan, cosmetic 2005년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US$ 1,200,000 및 종업원수 9명의 회사임.
Viet Quoc Thinh Trading JSC

from Thailan and distributor to dealers/shop in the south of

설립이례 대만의 기능성 식품과 태국의 화장품을 수입하여 베트남 남부

Vietnam, we have 9 employee to follow up this system

지방의 딜러/샵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 현재 더 우수한 제품들과

Now look for the better grade and ne chance in business.

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음.

We curate the best medical and optical products from around
265

사우디아라비아 MENA Glocal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as well as develop new
brands to distribute and market to the Middle East region.

*건강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음식 및 음료

2005

당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최고의 의료 및 광학 제품을 관할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 공급 및 판매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
다. 한국제품에 관심이 많으며 주요 행사에 초청받아 한국을 방문한 적

*의료장비
2001

www.migunarabia.com

269

대만

YEH WON INTERNATIONAL LTD.

Amount of Capital(NT$) 310,000
Name of Representative 權惠敬
Registration Authority: Taipei City Government

*광학장비(안경,선글라스,컨텍트렌즈)
*건강관리제품

이 많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좋은 제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Unified Business No. 55122288 (TAIWAN)
Company Status: approved

*OEM/ODM 가능한 화

이트닝 제품, 스킨케어 제품, 바디로션(제조업체와의 미팅 선호합니다)

*버블클렌저 생산업체(아동용)
당사는 국제무역 및 소매 전문 회사이며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
재 대만의 주요 유통사들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상품들을 현지에

*여성 네일용 스티커
2017

*한국산 수제화 (중저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자스크랩 (폐 메인보드 등..)
*애완동물용 사료제조업체(기존 시장의 제품과 구별되는 신상품 선호)

Business Scope: International Trade & Retail Business
EZ Health Healthcare Products is a privately owned
specialized in advisory, sales agency, import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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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Z HEALTH HEALTHCARE PRODUCTS LTDA.

of Health Products in Brazil. We already have distribution

EZ Healthcare Products는 브라질에서 건강 제품의 자문, 판매 대행사,

contracts with European Countries. For 2019, it is our

수입 및 유통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 국가들과 유통 계

objective to become a major importer from Korea to Brazil, of 약을 맺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에서 브라질로, 피부관리, 개인관
skincare, personal care and medical equipment for aesthetics 리, 미의학과 치과 의학의 의료기기의 주요 수입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medicine and dentistry medicine.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스킨케어, 헤어케어
2011

https://ezhealthgroup.com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가정용헬스케어기기(램프마스크, 탈모방지제품)
*OBM제품 선호

목표입니다.

opening an trade-post office in South Korea is also of our
interest.
MISEOUL (M) Sdn Bhd is a contemporary select shop brand
which is specialized in Korean health & beauty, fashion and
272

말레이시아

MISEOUL (M) SDN BHD

home appliance.
Our main channel is Watson’s, GS Homeshopping, Lazada and
11street in Malaysia.

MISEOUL(M) Sdn Bhd는 한국의 건강미용, 패션, 가전 전문 현대식 셀렉
트샵 브랜드입니다.
우리의 주요 채널은 왓슨스, GS홈쇼핑, 라자다, 말레이시아 11번가 입니

2012

http://www.miseoul.com.my/

*건강 및 뷰티 관련 제품
*가정 및 주방기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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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1987

www.belsonindia.com

* 미용실용품 : 화장품류
* 가정용/주방용 소형전자제품류

Key No.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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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WE ARE FROM A.R.TRADING INTERNATIONAL BASSED IN
A.R. TRADING INTERNATIONAL

화장품

INDIA,WE ARE LOOKING FOR SUPPLIER FROM ASIAN

우리는 인도를 기초로 영업중이며주로 아시아 공급 업체를 찾고 있으며

COUNTERY MAINLY FROM KOREAN COMPANY,WE ARE

모든 종류의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선물용품

2002

전자기기

LOOKING WITH ALL KIND OF PRODUCTS

가죽용품
*건강식품 - 아이디어 생활음료(ex, 숙취해소음료), 한국화된 건강식품

식품과 화장품 등 여성중심의 상품을 유통하던 회사에서 나온 팀원들이
289

태국

ECLECTIC Co. LTD.

We are a established company that seeking to import quality 합심하여 만든 회사로 2017년 설립하였으며, 건상식품 다양한 아이디어
and unique product to distribute in Thailand’s market.

수입희망품목(국문)

여성용품으로 상품을 타겟팅하여 소싱중임. 현재 유통 및 검증 중인 제

(ex, 홍삼진액 등)
2017

N/A

*여성용품 - 여성청결제, 다양한 패드류 여성생활용품
*아이디어 생활용품 - 소형 생활용품(ex, 공간활용품, 원격 충전기, 디

품으로는 숙취해소 드링크 및 건강 드링크 등이 있음

자인 폰케이스 등)

2012 established based in Singapore originally aiming to be a

295

싱가포르

Singapore Tokugawa Asia Pacific Pte Ltd

leading logistics / warehouse service supplier. Ever since we

Singapore Tokugawa Asia Pacific은 현지 오프스토어 고객에게 창고와

have accumulated quite lots of connection and data bases of

로지스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설립된

customers in the field of consuming product distributor

일본 도쿠가와 그룹의 자회사임. 현지의 다양한 소비재 유통채널의 고객

channels, we had just started jumping in the fields of Beauty

데이터가 쌓이면서 Singapore Tokugawa Asia Pacific는 뷰티와 농업 사

and Agriculture(Farming) businesses.

업분야에 뛰어들었고, 관련한 제품을 수출/수입하며 싱가포르, 필리핀,

*스킨케어 - 스킨로션, 세트패키지,
2012

www.skingallerie.com

*기능성 화장품 - 화이트닝/선블럭 등
*팩 - 패키지 타입 마스크팩

now we are import/export trader while being a distributor for 말레이시아 리테일 스토어에 유통하고 있음
retail shops in Singapore, Philippine, Malaysia.
Clerian Inc is certified by US SBA 8(a) firm specialized in

298

미국

Clerian Inc

consulting & distribution of various products and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USD270,000 정도임. 컨설팅 및 도매상

technologies for personal hygiene such as electrical sterilizer,

역할도 하고 있으며, 미조달청으로부터 8A 인증 받은 바 있고, 조달사업

electrical bidet, medical devices, and office products.

에 종사하고 있기에 조달시장에 납품 가능한 업체를 찾고 있음. 소싱 품

Looking for promising product lines for Indian market from

목을 민수시장에서 먼저 홍보 및 제품력 인증 후 조달시장 투입 순으로

Korean suppliers on long term business association and

단계적인 진입을 계획 중임.

*의료 장비 및 기기 - 병원 납품용이거나 개인용도이지만 병원 추천
품목 (FDA 승인 필수) / 미 조달시장에 납품 가능한 업체의 제품
2008

www.livingstarplus.com

Importedadora CHA-HA LTDA is currently importing and
칠레

Importadora CHA-HA Lt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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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VR 수술 시뮬레이션

it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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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품 - 미 조달시장에 납품 가능한 업체의 제품
*비데(FDA등록 필수/ UL인증 필수)

mutu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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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식 롤러, 속눈썹 뷰러, 속눈썹 집게, 발 보호대

*농약품
1997

www.ec21.net/ricco

어 제품을 찾고 있음.

*노인 관련 헬스케어 용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과 소형가전제품

At Koch Inc., we do both marketing and distribution for
brands here in Singapore. We are not a wholesale company
and we only work directly with brand owners exclusively or
manufacturers.
301

싱가포르

Koch Inc. Pte Ltd

Our consumer front is – Waseyo.com, we hunt for an
exclusive selection of brands from Korea that are high in
efficacy and safe for the skin. We decided to make a change
and educate consumers with the help of our professor. Our

2014년도에 설립 되었으며, 연매출 USD600,000 중 매년 한국으로부터

*스킨케어 및 색조화장품(트랜디한 제품)

USD250,000 정도 수입하고 있음. 블리블리 제품을 주력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독점계약형태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음.최근에는 헤

2014

www.waseyo.com

어살롱에 펌기계 등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헤어 관련된 제품 또한

*미용기기-얼굴 마사지 기기/LED마스크 등
*헬스푸드
*헤어 관련 제품(미용실 납품 제품도 가능)

소싱 중에 있음.

brands may seem foreign but they are HUGE on results.
Currently we have around 5-7 brands in our portfolio. And we
are looking to expand into SEA in the coming year.
We are a business providing effective beauty & wellness
solutions & promoting healthy living through the usage of
suitable aesthetics & health care products. Our main channel
302

싱가포르

Beauth Rush

of sales distribution is through e-commerce, we sell beauty,
hair and wellness products mainly in Singapore, as well as

https://www.qoo10.sg/shop/b *다이어트 및 디톡스 제품/헬스푸드
2013년도에 설립 되었으며, 주로 뷰티 및 헬스케어제품을 수입하여 e커머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2013

eautyrush ,
autyrushsg/

globally on many different online marketplace & social media

*안티에이징 제품/홈케어 기초화장품

https://www.facebook.com/be *머리 염색 제품
*바디슬리밍(지방분해)크림

platforms.
*건강기능식품
304

홍콩

Global Consumer Products Private Ltd

Importer & distributor in HK, Macau, China with offices in

2007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식품, 화장품, 건강 식품 및 의료 기기 등 수

Australia and Singapore too

입 유통 업체임.

2007

www.hkgcp.com
www.rbk.com.au

*김/스낵
*냉동식품(냉공고기/냉동해산물 등)
*유제품
*기초화장품 및 마스크팩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Import (from Korea, China) & exclusive distribution (in

*가전제품, 가정용 가구, 가정용품, 주방용품, 목욕용품 위생용품(예:

Vietnam) for the Electric home appliances, homeware,
kitchenware, home interior products
306

베트남

STAR TRADING JOINT STOCK COMPANY
(STARCOM)

- Import and wholesales/retail Korean cosmetic and beauty
products (Amicell branding, made in Daegu, Korea)
- Import and wholesales the Electric power hand tool, LED
lighting products for home and buildings, construction and

히터, 조리기, 믹서,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선풍기, 정수기, 수도꼭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가전제품, 인테리어 제품등을 독점수입하여 베트
남 시장에 공급하는 유통업체임. 이 외에도 한국화장품과 LED 조명제품,
건설 및 산업용 자재/장비, 자동차 부품,악세서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

주방 싱크대)
2004

www.starcom.us

고 있음.

PUBLIC HEALTH CARE COMPANY LIMITED

림등
랄, 스피룰리나 등)
*LED 조명 제품(가정 조명, 사무실 조명, 산업용 조명, 신호등 포함)

- Import and selling automobile parts & accessories

베트남

*폼클렌징, 보습 젤, 화이트닝 크림, 뷰티 세럼, 콜라겐 크림, UV 선크
*건강 관리 제품(인삼 제품, 린치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미네

industrial materials / equipments

307

수입희망품목(국문)

Excellence Health Spa expertises in looking after women’s

2001년 설립되어 18년간 베트남에서 스파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마사

health through natural body care methods.

지에 필요한 여성용 스킨케어 및 바디케어 제품을 찾고 있음.

2001

https://www.facebook.com/ex *스킨케어(기초화장품)
cellencespa68/

*바디케어제품

THE GREEN HOME CO.,LTD is a reliable, trustworthy import &
export company in Vietnam.

308

베트남

THE GREEN HOME VIETNAM CO., LTD

markets such as Japan, Korea, European, Aus, New Zealand,

15년의 무역경력을 가진 CEO가 2017년에 설립한 회사. 홈데코용품을

U.A E..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베트남 현지 바이어 커넥
션을 가지고 있으며, 홈데코 이외의 욕실용품 및 가공식품 등도 수입하

market

*치약,칫솔,비누,세제,섬유유연제
2017

http://www.thegreenhomevn.c *폼클렌징, 바디워시, 스킨케어(기초화장품) 등
om

여 납품하고 있음.

*가공식품(면류,김밥,김,스낵 등)
*음료수(우유,차,탄산음료 및 주스 등)

decoration items such as storage baskets, table wares (bowls,
trays), boxes, hats, …. pots, ceramic planters…

309

인도

SANDU BROTHERS PVT.LTD

SKIN CARE, NUTRACEUTICALS & HERBAL HEALTH

1899년도에 설립되어 건강관련사업(스파/건강기능식품판매)을 영위하

SUPPLEMENTS

고 있음. 한방 베이스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현지 판매를 희망함.

*한방제품: 인삼,홍삼,약초로 만든 제품(전통차나 즙, 알약 형태의 한방
1899

www.sandu.in

베이스의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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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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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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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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nmedical.com

탄)시트, SP02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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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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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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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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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AVANCERA는 Digital Marketing 능력을 가진 Contents & Commerce
AVANCERA CORP. PTE. LTD.

회사입니다. 좋은 컨텐츠 및 브랜드를 발굴하고 플래폼을 개발하여 효율

2016

http://avanceracorp.com/

1. 화장품 2. 식품 3. 의류, 패션, 신발

2018

www.sell-on.net

화장품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가능한 일반소비재

적으로 동남아 시장에 홍보 및 유통을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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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319

인도네시아

COREA SYSTEM INTERNATIONAL PTE LTD

ON LINE MARKET PLACE IN SINGAPORE (SELL ON)

Local Distributor for K-Beauty Products
PT DAVID BINTANG JAYA

Currently B2B and B2C sales through online and offline H&B
Store

We are a general trading company engaged in export, import
320

인도네시아

PT.Mulia Karunia Manggis

and distribution business. We are importing and distributing
Korean cosmetics and Chinese food materials and looking for
more opportunities through product diversification.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B2C, C2C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로 온라인 판매가
능한 일반 소비재 제품을 소싱.

K-Beauty, 패션악세사리 제품 마케팅 및 유통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BPOM도 대행하고 있음

2018

https://sallyselectedshop.com/

화장품

수출입 및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업체로 화장품 및 일반소비재 제
품들을 수입 및 유통을 하고 있으며, 세련된 참신하고 특이한 제품 발굴

2017

www.mkmanggis.com

2009

https://www.yes24.vn/

기능/효율적인 세련된 디자인 및 독특한 일반 소비재

에 주력

Yes24.vn – Ecommerce website from Korea
With 17 years of experience operating in the fields of Ecommerce in Korea, Yes24.vn wishes to bring customers the
321

베트남

HANSAE YES24 VINA CO.,LTD

most intelligent, professional and prestigious online shopping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17년의 노하우로 2009년 설립한 YES24 베트
service in Viet Nam. Founded in 10/2009, to now, Yes24 is the 남은 12개의 카테고리에 백만개 이상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선도적인
leading e-commerce website in Vietnam with over 1,000,000

E-커머스 웹사이트. 헬스&뷰티, 엄마&아기용품, 전자, 패션, 가방, 신발,

products in 12 categories: Imports, Health & Beauty, Mom &

홈, 리빙, 식료품, 속옷, 스포츠, 디지털&패션 액세서리 등 취급

헬스&뷰티, 엄마&아기용품, 전자, 패션, 신발, 가방, 홈리빙, 식료품,
의류&속옷, 패션악세사리, 스포츠&디지털 액세서리

Baby, Electronics, Fashion, Shoes & Bags, Home & Living,
Groceries, Home wear & Underwear , Fashion Accessories,
Sports & Digital Accessories.
FEED EU / Korea는 2016년에 유럽 체코공화국과 대한민국에 설립한 국
제적인 중개무역회사 입니다.
저희 비즈니스의 목표는 고객들의 최고의 파트너로서 여러 유럽국가의
비즈니스 고객과 상호간의 이익을 공유하고 고객의 비즈니스가 유럽권
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저희 회사는 단순히 현지 판매 에이전트가 아니라 CBT(Cross-border
Trade) 업체로서 한국과 유럽제품을 판매하고, 신제품 소싱부터 시장개
척까지 가치 있는 고객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입단계
에서 마케팅과 수출지원부터 판매대행까지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저희 비즈니스 전략과 활동은 B2C 온라인판매 영업과 B2B 기업고
322

체코

객간 영업으로 구성됩니다.

FEED EU S.R.O

현재 FEED는 유럽에서 가장 큰 온라인 오픈마켓인 아마존 유럽에 입점

2016

www.havlikovaapoteka.co.kr

뷰티제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주방용품 외 기타 온라인판매 가능제품
류

하여 한국 뷰티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전체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설립하여 시장
조사, 온라인 유통 채널 및 온라인 마케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
획입니다. 구체적으로 19년 올 하반기에 현지 코트라와 협업하여 체코
최대 온라인쇼핑몰에 한국제품을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제조사와 협업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판매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체코 최고의 천연화장품 회사인 HAVLIK
APOTEKA 와 계약하여 자체 브랜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한국고객에
해외직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도 진출하여 판
매채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체코를 근거로 8년간 LED등, 헬스케어 제품. 이∙미용 뷰티케어와 피부
Our company’s main job scope are import and export.
323

체코

Eshel Solution s.r.o.

관련,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전문 회사이며 체코 현지에

Especially LED lighting.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진출한 한국 업체와 Local 업체를 대상으로 축적된 다양한 Reference와
Food and related equipment etc.

영업 Know-how 및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고 Local 업체와 Project 협업
을 통해서 동유럽으로 시장을 확대를 하는 중

2016

LED light(Tunnel light, LED signage, Control Unit, S/W program), 화
장품, 스킨케어 및 식품과 식품관련 기구

Key No.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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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PT. Jabez Singergi Global

338

인도네시아

PT. Sung Shim International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인도네시아 현지 마케팅 및 유통업체로 주요 아이템은 한국 화장품 및
식품을 수입하여 On/Offline에 유통하고 있음

Manufacturer of False Eyelashes, Nail Salon in Indonesia,
Beauty Equipment Trading

설립년도

웹사이트

2018

K-Beauty 제품중 20~30대 위주의 색조 화장품 및 식품

당사는 1999년 설립되었으며, 속눈썹 제조 수출 업체로 최근 인도네시
아에서 뷰티 살롱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뷰티 살롱에서 판매할

1999

수입희망품목(국문)

www.ptssi.web.id

한국산 이미용 제품 및 미용기기등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속눈썹용/네일용 접착제, 매니큐어, 네일 샤이너, 네일 젤리, 마스크
팩, 링클프리 에센스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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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설립 되었으며, 수출입 및 유통 사업부문, 비즈니스의 미국시장
로컬라이징 사업부문, 기업 국제 프로젝트 컨설팅 사업부문으로 나뉩니
349

미국

PDG Development West, LLC (previously, Asia
Trade Partner, LLC)

PDG Development West, LLC work with closely with several

다. 한국 여러 업체와 식품, 코스메틱, 모바일 악세서리 품목 중심으로

exporting partners and project management firms in South

수입을 하고 있으며, 그외 미국시장 타겟의 사업 프로젝트 관련 파트너

Korea to do business with US market.

십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식품 - 가바쌀, 누룽지, 홍삼, 꿀, 자연 건강식품
2013

www.PDGDW.com

화장품 - 비누, 토너, 클렌저, 샤워헤드
모바일 - 스마트폰 차 받침대와 엑세서리

현재 한국의 건강식품, 코스메틱, 스마트폰 악세서리 품목에 관심이 많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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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첨가제∙화학품 관련 품목: 이스트 제품, 영양 첨가제

소비재와 의료 제품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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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기, 에어컨용 스크롤 압축기
2003

* 냉장 시스템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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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말레이시아

358

중국

Golden Corner Sdn Bhd

Establish in 2000, importer of Japanese and Korean skincare

당사는 2000년 창립 이래로 한국, 일본 등에서 스킨케어, 메이크업용 제

and makeup products.

품을 수입하여 현지에 판매하고 있음. 주로 미백용 제품을 선호함

2000

http://www.goldencorner.com.
my/

바디슬리밍제품, 마스크 팩(화이트닝) : 단가 usd 4~18 사이

global B2BC2 platform specialized in application of Intelligent 당사는 중국에서 B2BC2 플랫폼방식을 통해 스포츠 용품을 판매 하고 있
SHANGHAI INSPORT INDUSTRAIL CO.,LTD

Electronic Products and Development of Sports-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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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s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음

2005

www.shanghai-sports.com

운동용품(전제품군),스마트전자기기(전제품군)

Key No.

국가

359

중국

회사명

Shanghai Bingzhi Import & Export Co., Ltd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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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www.i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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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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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www.csgf.org.추

운동용품(전제품군),스마트전자기기(전제품군)

2017

Gracetai.1688.com

코스메슈티컬화장품,피부미용기기, 캐릭터패키지메이크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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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 there are more than 5,000 Taobao shop distributors

및 정부 조달 채널을 보유 하고 있음

and Government procurement channels.
365

중국

당사는 2009년 창립된 이래로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생활용품, 청소용품

SHANGHAI CHIMENG COMMERCE CO.,LTD.

등을 주로 수입하여 중국 소비시장에 유통, 판매하고 있음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주방세제, 청소용세제(화장실포함), 헤어샴푸/컨

2009

디셔너, 핸드크림 ,마스크팩

Young Fashion Cosmetics is a well-known manufacturer,
supplier, wholesaler, imporetr and trader of Compact Powder,
Concealer Pan Stick, Nail Polish Remover, Dead Skin Gel, Eye
369

인도

Young Fashion

Pencil Kajal, Eye Liner, Eye Shadow Pallette and Hair Expert.
These products are manufactured using premium quality

네일 아트 관련 용품, 헤어 관련 용품, 헤어드라이어, 페이스 스크럽,

뷰티용품 수입 수출 도매

2007

www.youngfashion.today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

1997

Lootkabazaar.com

화장품, 스포츠 용품

천연화장품 수입하는 디스트리뷰터

2007

n/a

천연 화장품, 친환경 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선물용품과 아이디어상품을 유통하는 업체

2014

n/a

선물용품, 아이디어상품

보석, 액세서리, 화장품, 여성패션, 남성패션를 취급하는 무역업, 도매업

2007

http://leafracosmo.online/

보석, 액세서리, 화장품, 여성패션, 남성패션

2001

http://alrosha.biz/

스킨케어제품, 립케어 제품, 헤어케어 제품, 샴푸

립스틱 등

ingredients and chemicals. Our products are checked by
experienced professionals who have rich knowledge in this
domain.
lootkabazaar.com is one of India’s leading e-commerce
platforms. We strive to offer you the best quality goods,
service and prices – lootkabazaar.com will give you the best
371

인도

LKB

bang for your buck! We are constantly researching and
developing new products to expand our range, and have an
international workforce committed to serving customers,
retailers and drop shippers from around the globe.
Our ranges are specially meant to suit all skin types. These
products are meant by the assistance of flowers, herbs, fruit
and mineral extracts and essential oils. By following the

372

인도

Sai Wellness

SWADESHI approach we are serving the foreign brands and
multinational companies. We are immensely capable of
making the perfect blend of scientific technologies with
master disciplines.
Manha Overseas is an organization firm with the objective of
acting as "Customer Source" for providing its corporate and
institutional customer a "One Stop Shop" for all their

373

인도

Manha Overseas

procurement needs related to corporate gifting. Manha
Oversease is establish in 2014 and one of the renowed
business firm instrmental in supplying aand trading of Gifts
and Novelty items.
Leafra Cosmo, is known to be one of leading exporters,
traders and wholesalers of this impeccable and diverse range
of Garments, Jwellery, Cosmetics, Consumer Elecrtonics and

374

아랍에미리트 Leafra Cosmo

Fashion Accessories. The range offered is inclusive of the
finest Celebrity Designer Dress Material, Cotton Designer
Unstitched Suit ,Exclusive Designer Dress Materials , Exclusive
Jwellery and Unique Accessories, that are widely desired by
women of all ages.
Established in the year 2001, Al Rosha is an acknowledged
name in the market, highly immersed as manufacturer,

375

아랍에미리트 Al Rosha

exporter, trader and supplier of an all-inclusive collection of
wide range of cosmetic products including Body care, Hair
Care, Petroleum Jelly, Lip care products.

2001년에 설립되어 스킨케어, 바디케어, 립케어 , 헤어케어등에 대한 제
품을 제조 및 수출수입하는 회사

Key No.

국가

376

터키

회사명

Sukutusu lcme Suyu Teknolojileri AS.

회사소개(영문)

Manufacturer and direct seller of water treatment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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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인도

EZMALL ONLINE PVT LTD

회사소개(국문)

가정용, 상업용 정수기, 정수필터 수입, 제조

설립년도

2002

웹사이트

www.waterbox. Com

을 하고자, 본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현재, 한국의 큐시스와 인테리어

서 프랑스 시장에서 이노베이션이 가미된 PLDC제품 판매 희망) 현재
2016

https://www.oc2a.fr/

EZMALL은 인도의 최대 미디어 하우스인 Essel 그룹에 의해 설립된 비디

Media House-ZEE) that pioneers in video-driven commerce.

오 관련 상업분야의 선두주자인 스타트업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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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MALL is a start-up founded by Essel Group(India's Biggest

정부필터, 샤워필터 등

PLDC기술을 이용한 사무실및 상가인테리어 필름제품(독점수입업자로

OC2A사는 사무실및 상가등의 내장인테리어 공사설계및 시공업체입니
다.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직수입 공사 및 프랑스 시장내의 수입유통

수입희망품목(국문)

기타 내장공사 자재 및 솔루션을 갖는 업체 미팅 희망

2017

WWW.EZMALL.COM

페이스 마스크, Votemm 클리너, 헤어 칼라 샴푸, 바디 스크럽

2010

www.upcycle.co.nz

화장품 및 생활용품. 스마트팜 시스템/ 관련기기

2009

www.enmal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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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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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중국

COPATECH (TIANJIN) INC.

Cosmetics, food, baby products. Medical Buyers Drugs /
Products

화장품 & 기능성식품 (non-CFDA 포함)를 찾고 있으며, 중국을 전문으
화장품, 식품,영유아 제품. 의료 바이어약품/제품

다.

Wholesaler and distributor in HK, Macao and China.
406

홍콩

BESTBUYER TDG CO.,LTD

로하는 B2B/B2C와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를 통해 통관을 할 것입니

We are importing from EU branded Cosmetics and start from 마카오, 홍콩베이스, 유럽 화장품 취급 전문 회사, 최근 식품류로 확장중

2014

Korea recently.

www.thebestbuyer.com

화장품(브랜드. 비브랜드 가능)
스낵류(라면, 과자류)

Established in 1993, Phu Thai Group has grown in size and
reputation to become the leading distribution and retail
Group in Vietnam. Phu Thai Group currently employees 3,000
staffs in about 30 units, including, Member Company,
Distribution Centers and Logistics Warehouses.
With its professional staff and management structure, Phu
Thai Group has realized remarkable growth at impressive
average yearly rates of up to 40%. To keep the position of the
411

베트남

PHU THAI GROUP JSC.,

leading Distribution, Logistics and Retail Group in Vietnam,
Phu Thai has applied ERPs, ISO 9001:2000 with the
cooperation of hight level experts in country and oversea.
After 18 years in operation we have certified a numbers of
awards from the Prime Minister, the Ministry of Finance,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Hanoi People
Committee, the State Union, Viet Nam General Federation of
Labor, the Hanoi Young Business Associatio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ssociation…

1993 년에 설립 된 Phu Thai Group은 베트남에서 최고의 유통 및 소매
그룹이 되었습니다.
Phu Thai Group은 현재 회원사, 유통 센터 및 물류 창고를 포함하여 약
30 지사 및 3,000 명 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1993

한국 식품 , 한국 전자(가전)제품 , 한국 화장품 , 한국 미용품 등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HomeTalk Products was established in 2015. We engage
manufacturer to produce our products brand and also source
for innovative products of quality and exclusive products
from around the world to the consumers of Singapore.

413

싱가포르

HomeTalk Products

We differentiate ourselves from other competitors with our

2015년 7월 설립된 홈톡은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지향하여

excellent services. We believe in delivering a superb quality

사회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

products that will retain customers loyalty.

는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독점적으로 싱가포르 고객에게 공급해 왔습니

Our company strive to archive our social responsibility by

다. 이번에 한국의 유망제품을 싱가포르에 소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going for Environmentally Preferred Materials(EPMs) which

실제로 다수의 한국제품을 런칭했습니다.

* 가정용 청소제품 - 새로운 아이디어제품
* 혁신제품 - 고객들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제품

2015

* 건강제품 - 특히 무릎과 어깨등 아플때, 신체에 통증이 있을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품(먹는 건강보조제 제외)

promotes a green environment. We do hope we are able to
contact excellent potential suppliers this time to introduce to
the customers in Singapore. We have already launched
several Korean products here.

414

417

싱가포르

필리핀

Horizon Distribution Centre

O Shopping Corporation

Horizon Distribution Centre incorporate since 1993. We are

1993년 이후 Horizon은 설립되었으며 사업 초창기에는 아동도서, 소설,

books publisher and distributor of Children's books, Novel,

요리책, 참고서적의 출판업 및 유통업을 해왔습니다. 책들은 중국어부

Cookbooks and reference books. We have a large range of

터 영어까지 다양한 종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서라인은 다양화 하고

books from Chinese to English. In 2014 we bought over 4

있으며, 동시에 가정용품사업도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4

Master Household Products as we want to diversify into

개 이상의 가전제품을 수입했습니다. 가정용 생활용품 사업을 진행하면

household products and giving up books line.

서, 최근 실버산업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O Shopping 은 필리핀 ABS-CBN Corporation과 한국 CJ O Shopping

* 세탁 세제 - 가능하면 친환경

1993

* 목, 어깨 및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기구

의 합작회사입니다. CJ는 시간과 돈이 필리핀사람들에게 가치가 높다고
O Shopping, a joint venture between ABS-CBN Corporation and인식하고
CJ O Shopping
Ltd., 절약할
is the brand
of 구매
A CJ 프로세스를
O Shopping통
Corporation.
shopping
companies,
2013 CJ, one of the world’s largest home
건강,
생활, 주방,
패션 및recognizes
뷰티 제품 that time and money are resources that Filipinos
있으며, Corporation
소비자가 시간을
수 있는
해 높은 신뢰성을 가진 제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쇼핑 라이프

418

중국

스타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보유회사로 바오준은 현재 알리바바의 최대

SHANGHAI BAOZUN-CJ E-COMMERCE CO.

파트너사이며, 나스닥에도 상장해 있다. CJ오쇼핑과도 파트너쉽을 맺고

LTD

뷰티, 패션, 생활용품. 식품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Malaysia

GS홈쇼핑의 말레이시아 홈쇼핑 법인

2014

http://www.goshop.com.my/

뷰티
·헬스,컴퓨터
·가전,패션

·잡화,식품,전기

·전자

중국

HUIMAI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China

GS홈쇼핑의 중국 홈쇼핑 법인

2012

https://www.ugoshop.com/

생활/주방용품

태국

True GS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Thailand

GS홈쇼핑의 태국 홈쇼핑 법인

2011

www.true-shopping.com

2012

WWW.AMPACIPICGROUP.CA

뷰티 제품 (화장품), 헤어제품, 바디케어 제품

1994

www.lanixm.ru

화장품, 식품, 건강용품, 생활용품

2015

www.ptn-healthcare.de

의료기기, 스켄케어, 헬스케어, 모발 이식기기, 아이디어 상품, 가전

2018

-

2009

http://www.oshop.co.id/

주방, 생활, 건강

2007

https://www.merdis.co.id/

이미용, 건강, 생활

2007

https://www.neohaus.co.id/

화장품, 이미용, 주방

말레이시아

424
425

Ambrose Health is a global sourcing and distributing
캐나다

Ambrose Health Inc.

company that provides quality products at competitive price
with the best service

427

www.baozuncj.com

Astro GO SHOP

421

426

2016

있다

러시아

LANIX M

Trading company

Ambrose Health Inc.는 client 가 원하는 제품을 경쟁력있는 가격이면서
도 양질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소싱 업체 입니다.
러시아, CIS 국가 대상 종합무역회사

이미용 (메이크업, 화이트닝, 주름개선 등)
생활주방 (밀폐용기, 주방가전 등)

PTN Healthcare is a distributor based in Germany who serves
widely European customers with medical and skin care
products imported from Korea. We have over 300 clinics as
428

독일

PTN Healthcare GmbH

clients in Germany alone and own online shop for skincare
products. Apart form trading business, PTH Healthcare
provide RP service and CPNP registration service for cosmetic

PTN Healthcare는 독일회사로서 독일 및 유럽내 고객들에게 주로 한국
산 의료기기 및 스킨케어 제품을 공급함. 현재 독일내에서 약 300개 클
리닉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온라인숍을 갖고 있음. 이밖에
한국내 화장품 기업에게 유럽에서 CPNP 등록 및 RP 서비스를 제공함

companies.
429

홍콩

HONG TRADING LTD

Korean products distributer in HK and Macao

430

인도네시아

PT Elang Prima Retailindo (OSHOP)

Korean products distributor in Indonesia

431

인도네시아

PT Merdis international

Korean products distributor in Indonesia

432

인도네시아

433

홍콩

434

대만

PT Neohaus Indonesia
The fortune korea (asia) ltd.

YOUR DOT LOGISTICS SERVICES CO., LTD

Korean products distributor in Indonesia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 판매함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인도네시아
홈쇼핑 OSHOP에서 방송함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인도네시아
홈쇼핑 OSHOP, 레젤에 위탁판매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인도네시아
홈쇼핑 OSHOP, 레젤에 위탁판매

Exporting Korean products to Hongkong and other Southeast 우수한 한국 제품을 소싱하여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진
Asian markets
Korean products distributor in Taiwan

행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대만
모모홈쇼핑 TV, 인터넷 위탁판매

2017

2012

식품, 이미용품, 악세사리, 유아용품, 생활용품, 건강식품, 다이어트식
품

http://www.thefortunekorea.c 의류 및 잡화, 화장품, 이미용기기, 식품, 유아용품, 홈케어용품, 가전,
o.kr/main#

기타생활용품
뷰티/의류/생활용품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momo.com Inc. was founded in September 2004 with a
capital of NT$1.42 billion. Major institutional shareholders
include Taiwan Mobile Group (44.3%), LOTTE SHOPPING CO.,
LTD. (15%), TECO Group (11.2%), and others (29.4%).
In January 2005, momo launched its first home shopping
channel; the second one launched in July 2008, broadcasting
436

대만

momo.com.Inc

24-hours programs to 5.2 million households in Taiwan. In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대만

May 2005, momo started its shopping website, momoshop,

No.1 홈쇼핑 MOMO에서 방송함

2004

momoshop.com.tw

뷰티/패션, 생활용품

2016

www.Highshopping.com

주방, 생활, 건강

and it has become one of the top 2 shopping websites in
Taiwan. In the same year, momo started its catalog business,
and it has become the market leader. momo passed the ISO
27001 certification audit in 2009, the first virtual retailer to
pass information security exam, and thus it enables customers
to shop easily and at ease

437

태국

HIGH SHOPPING

High Shopping is the joint venture with Intouch, the large

태국 통신 1위사업자 ‘인터치’와 ‘현대홈쇼핑’과의 합작투자회사로서,

mobile communication company of Thailand, and Hyundai

2016년 1월 개국하여 현재 4년차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TV방송 채널

Home Shopping, the subsidiary of Hyundai Department Store 및 인터넷 사업을 통해 올해 연간 약 4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
group which is the large retail conglomerate of South Korea

438

베트남

VTV-Hyundai HomeShopping

439

필리핀

Home Shopping Network, Inc.

TV home shopping company

Established 2005
First TV Home Shopping in Philippines.
Cover Nationwide All Platform
E-Commerce

니다.

베트남 1위의 정부소유 방송사업자 VTV그룹과 함께 합작하여 2016.2월
에 개국

2016

뷰티, 패션, 가전, 생활용품

2005년설립
필리핀 최초 홈쇼핑사

2005

www.shoptv.com.ph

2003

www.q-education.ro

생활용품, 패션아이템, 화장품, 유아용품

24시간 TV 홈쇼핑과 이커머스 사업으로 필리핀 전국 방송

* Subsidery & Independent Company of Q Medical Group (
Clinic in Anti-Age Medicine, Lasers, Aesthetic Surgery,
Dermatology, Regenerative Medicine)
* We are dealing with Import/ Distribution/ Retail sales for
442

루마니아

SC Quality Medical Service SRL

Beauty care products ( Cosmetics, Cosmeceutical, Personal
care device, Clinical devices).
* We also doing Medical Education & Live Hands-on Seminar
& Training for Dermatology & Aesthetic medicines.
* Recently, we are importing Korean cosmetics and on-going

* Q 메디칼 그룹의 수입/유통/판매 자회사 (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재생
및 관리 등)
* 개인 및 클리닉용 제품 유통/판매 (B2C 판매)
* 의료기기 트레이닝, 핸즈온 세미나 진행 등 전문가를 위한 의료교육

클리닉용 제품: PRP, 필러, 보톡스, 피부진단기, 레이저, HIFU 등

진행

개인용 제품 : 화장품 (마스크, 미스트, 립스틱, 브러쉬 등) 및 피부케어
제품 ( 피부관리기기 등)

* 한국산 피부미용제품 샘플수입 완료 ( 마스크, 크림, 화장품 등) 및 마
켓 테스트 진행 중

market test (mask, cream, devices, etc)
Import the most distinctive, different and best quality
448

태국

Bloomigo Co., Ltd.

products from all over the world under the brand and
concept of various product types such as skincare, make-up,

소비재 수입 유통 및 브랜드 관리사

www.1577shop.com

화장품류, 식품류, 여성 내의, 주방용품 취급

food supplement.
451

베트남

Supess Co., LTD

Our main business are export - import, service of entrusted

2018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중국으로부터 볶음 견과류 및 화장품

import/export, wholesales in domestic market. We would like

등을 수입하여 베트남 현지에 판매하는 도매상. 소매사업까지 확장하는

to open firstly one convenient store to start – up our own

것을 계획하고 있음.

retail system.

454

에티오피아

455

캄보디아

*견과류(호두,아몬드,피스타치오,해바라기씨 등), 마시는 요거트, 요거
트 파우더

2018

*바디용품, 유아용 목용 용품, 헬스케어 제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http://www.bekerpharma.com *크림, 로션, 기초, 색조, 마스크팩 미백, Anti-aging, 여드름치료, 화상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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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KER Pharmaceutical PLC (‘BEKER’)

한국의 타분야에서도 사업 볼륨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2010년부터 한국, 미국, 일본에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들을 수입하여 온라인을
Sandra Shop

www.facebook.com/sandrasho

통해 판매하고 있음. 에뛰드, 이니스프리의 메이크업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

pcambodia

으며 페이스북에 한국제품 파는 Good shop으로 알려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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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베트남

GlOBAL CONNECTION CO,.LTD

Meet & more coffee franchize And Beauty sales

커피프렌차이즈 사업및 화장품 수입 유통업

2015

화장품 및 식품

458

베트남

CONG TY TNHH TA SPA

BEAUTY SALES / SPA SHOP

화장품 빅셀러및 스파샾 운영 오너

2014

화장품

460

베트남

CONG TY TNHH MOT THANH VIEN DACUM

accessory and fashion and cosmetics sales/model & cellbrity

뷰티 용품및 화장품 온/오프라인 유통업및 모델 셀럽

2015

화장품 및 뷰티용품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www.mynewfeet.com
Medical business with multiple locations using and selling
461

미국

Frederick Foot & Ankle

Medical supplies and medic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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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2017

의료 용품 - 스킨케어 의료 제품
붕대/휠체어/목발 등

463

465

미얀마

필리핀

Chu International Co., Ltd.

JNM Tokugawa Trading

Manufacturer of Slippers and Soles

동사는 슬리퍼와 신발 밑창 생산 회사임

JNM Tokugawa Trading is a young yet stable company that

Singapore Tokugawa Asia Pacific의 협력회사로 필리핀 대형 오프스토

works together with the company headquarter, Singapore

어에 유통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되었고, 뷰티 특히 화이트닝 등 기능성

Tokugawa Asia Pacific Pte Ltd (STAP) to bring the exclusive

스킨케어 제품에 집중하여 판로를 확장하고 있음. 또한 필리핀을 중심으

식품 생산 및 포장 기계, 식용기름 포장기계, 의약품, 비경구용 투입 기

1992

구(의약품용 추정), 플라스틱 가공기구

*스킨케어 - 스킨로션, 세트패키지,
2018

www.skingallerie.com

Philippines market.
Dunes Cosmetics is an Algerian company with a global vision
466

알제리

DUNES COSMETICS

able to connect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fields of
health, aesthetic medicine and well-being, offering
professionals innovative, effective and adapted solutions …

*기능성 화장품 - 화이트닝/선블럭 등
*팩 - 패키지 타입 마스크팩

dealership and meticulous services of cosmetics products into 로 관련 제품을 수출/수입하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로 리테일 스
토어 판로를 확장하고 있음
Dunes Cosmetics는 2013년 설립된 알제리 업체로 과학기술을 건강, 미
용, 제약 및 웰빙라이프에 적용하여 전문적인 혁신제품을 효과적인 솔루

*의료 - LED 테라피, 의료용 레이저 장비, HIFU 적용 ULTRA 장비,
2013

www.dunescosmetics.com

션과 함께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미용 전문업체임.

Carboxy 테라피 의료기기, 의료용 기능성 의자 및 침대 등
*미용 - 미용 리프팅실, 미용용 다양한 실, 식모용 장비, 탈모방지 제품

충칭다매다무역유한공사는 2017년도 설립하여 한국의 우수 제품을 중
국에 수입하고, 제품을 유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식품, 일상잡화 등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여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
467

중국

CHONGQING DUOMAIDUO TRADE CO.,LTD

록 컨설팅하고,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운

2017

imstartice.tmall.com

화장품, 미용기기

www.wichaphant.com,

*건강 - 실생활에 적용되는 스마트 기반 헬스케어 제품, 스마트 모니

영 뿐 아니라 온라인 티몰에 뷰티종합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오바오,
단독몰을 운영하고 있고, 샤오홍수, 도우인, 웨이보 등 SNS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to be leading construction material dealer in
469

태국

Wichaphant Chonburi

Thailand in 1982, recently, in the middle of expanding the

1982년 태국에서 건설 자재 핸들링 업체로서 최초 설립되었으며, 근래

business area to health and beauty.

에 현지의 수요와 관련업계의 부흥으로 인해, 건강 및 뷰티로의 사업영

1982

역 확장을 넓히는 중임

https://www.siamcitycement.c 터링 기기
om/th/home

*미용 - 마스크팩 및 스킨케어 팩

Goldensea – a corporate of solidarity, creativity and
enthusiasm. We want to create attractive and professional
designs, comfortable office spaces that all your employees or
470

베트남

Goldensea company Ltd.,

customers will love and have great experiences there.
Besides, we are also a professional import and export

201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사무실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하는 회사임. 그 외에 무역상도 영위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제품 및

2012

Goldensea.net.vn/ takima. vn

인테리어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함.

*헬스케어 제품: 마사지 기계, 기능성 식품, 영양식품
*인테리어 제품: 전등, 식탁, 의자, 데코레이션 제품

company, bringing international and quality products to
Vietnamese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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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화장품/샴푸/비누/헤어관련제품/패션악세사리/전자제품

diversified business conglomerate with our associate office in
Afghanistan.
475

인도

M.S Distributors Pvt. Ltd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의 뷰티 및 생활용품을 판매, 유통하는 회사

2011

http://msdistributors.in/

의료용품, 헤어 및 스킨케어, 치약, 전동치솔, 잡화 등

2012

http://ktetrading.com/en

1. 헤어 제품과 피부 클리닉 제품 2. 뷰티 제품 3. 메디컬 제품

KTE Trading is a Vendor of CJ O Shopping & True Home
shopping and Thai Major E-Commerce like Lazada, Shopee,

KTE Trading 은 라자다, 쇼피, 11번가 등과 같은 CJ O Shopping, True

11Street etc. We can easily promote Korean Items around the Home shopping, 그리고 Thai Major E-Commerce 의 벤더입니다. 저희

476

태국

KTE Trading Co., Ltd

region. We have been importing Korean Beauty Items to sell

회사는 한국의 아이템들을 우리 지역에서 쉽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in Online Market Since 2012. This year, We would like to

2012년 부터 온라인 마켓에서 한국의 뷰티 아이템들을 수입해서 판매해

focus on Online Marketing, So we need to meet lots of

왔고, 올해에 온라인 마켓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한국 회사들의

Korean Companies to sourcing their items to sell through our 아이템들을 소싱하여 저희의 온라인 마켓에서 팔기 위해서 많은 만남을
online market. That’s why we want to participate in 2019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019 글로벌 비지니스 소싱페어에

Global Business Sourcing Fair. And We have been offering

참여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한

variety service about B2B meetings, marketing solutions, FDA 국 회사들을 위해 B2B 미팅, 마케팅 솔루션, FDA 가입, 전시회 참여, 그
registration, Participating Exhibition and consulting for Korean 리고 컨설팅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왓습니다. 우리는 한국 회사들
companies hoping to enter Thailand. We can offer One Stop

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Farm House와

Solution to Korean Companies. 2019 We made Contract with

계약도 맺었습니다.

Farm House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2004

momoshop.com.tw

2016

www.Highshopping.com

수입희망품목(국문)

momo.com Inc. was founded in September 2004 with a
capital of NT$1.42 billion. Major institutional shareholders
include Taiwan Mobile Group (44.3%), LOTTE SHOPPING CO.,
LTD. (15%), TECO Group (11.2%), and others (29.4%).
In January 2005, momo launched its first home shopping
channel; the second one launched in July 2008, broadcasting
480

momo.com.Inc (2)

24-hours programs to 5.2 million households in Taiwan. In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대만

May 2005, momo started its shopping website, momoshop,

No.1 홈쇼핑 MOMO에서 방송함

뷰티/패션, 생활용품

and it has become one of the top 2 shopping websites in
Taiwan. In the same year, momo started its catalog business,
and it has become the market leader. momo passed the ISO
27001 certification audit in 2009, the first virtual retailer to
pass information security exam, and thus it enables customers
to shop easily and at ease

481

HIGH SHOPPING (2)

High Shopping is the joint venture with Intouch, the large

태국 통신 1위사업자 ‘인터치’와 ‘현대홈쇼핑’과의 합작투자회사로서,

mobile communication company of Thailand, and Hyundai

2016년 1월 개국하여 현재 4년차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Home Shopping, the subsidiary of Hyundai Department Store TV방송 채널 및 인터넷 사업을 통해 올해 연간 약 400억원의 매출을 기
group which is the large retail conglomerate of South Korea

주방, 생활, 건강

대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1993, Phu Thai Group has grown in size and
reputation to become the leading distribution and retail
Group in Vietnam. Phu Thai Group currently employees 3,000
staffs in about 30 units, including, Member Company,
Distribution Centers and Logistics Warehouses.
With its professional staff and management structure, Phu
Thai Group has realized remarkable growth at impressive
average yearly rates of up to 40%. To keep the position of the
482

베트남

PHU THAI GROUP JSC., (2)

leading Distribution, Logistics and Retail Group in Vietnam,
Phu Thai has applied ERPs, ISO 9001:2000 with the
cooperation of hight level experts in country and oversea.

1993 년에 설립 된 Phu Thai Group은 베트남에서 최고의 유통 및 소매
그룹이 되었습니다.
Phu Thai Group은 현재 회원사, 유통 센터 및 물류 창고를 포함하여 약

1993

한국 식품 , 한국 전자(가전)제품 , 한국 화장품 , 한국 미용품 등

30 지사 및 3,000 명 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After 18 years in operation we have certified a numbers of
awards from the Prime Minister, the Ministry of Finance,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Hanoi People
Committee, the State Union, Viet Nam General Federation of
Labor, the Hanoi Young Business Associatio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ssociation…
Reiwa Singapore is a newly set up company targeting trading 싱가포르에서 새롭게 설립하여 다양한 품목을 무역하는 업체로 원자재,
483

싱가포르

*뷰티 - 얼굴 제외한 스킨케어 아이템 : 핸드, 풋 케어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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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o GO SHOP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Malaysia

GS홈쇼핑의 말레이시아 홈쇼핑 법인

2014

http://www.goshop.com.my/

뷰티, 생활, 가전, 식품

뷰티(메이크업, 미백, 안티에이징), 건강식품

REIWA PTE LTD

2019 www.reiwa.c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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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말레이시아

487

베트남

VGS SHOP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Vietnam

GS홈쇼핑의 베트남 홈쇼핑 법인

2012

www.vgsshop.vn

488

베트남

VTV-Hyundai HomeShopping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Thailand

GS홈쇼핑의 태국 홈쇼핑 법인

2011

www.true-shopping.com

490

중국

HUIMAI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China

GS홈쇼핑의 중국 홈쇼핑 법인

2012

https://www.ugoshop.com/

491

인도네시아

PT. MNC GS HOME SHOPPING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Indonesia GS홈쇼핑의 인도네시아 홈쇼핑 법인

2012

www.mncshop.com

이미용 (메이크업, 화이트닝, 주름개선 등)
생활주방 (밀폐용기, 주방가전 등)
생활/주방용품
화장품(BB/CC크림, 미백크림), 생활용품(선풍기, 세탁기)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VTVcab cooperate with Phuthai Group and Korean partners
(VTVcab Korea) to open Korean products supermartket which
tentatively starts in November 2019.
Vienam Television Cable Corporation – The only pay TV
provider directly under VTV with 100% equity of Vietnam
Television, Vietnam’s # 1 provider of pay tv providers.Business
services pay 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digital
492

베트남

VTVcab은 2019년 11월에 한국 제품 슈퍼마켓을 열기 위해 Phuthai 그

VIETNAM TELEVISION OF CABLE

TV DTH, CATV, IPTV interactive TV etc) Research development 룹과 VTVcab Korea와 파트너를 맺어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CORPORATION

and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pay

서비스는 티비, 원거리통신(위성 디지털 TV DTH, CATV, IPTV 등), 연구

television, media and information technology.

개발, 그리고 발전된 기술의 적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995

www.vtvcab.vn

미용, 패션, 유아용품, 생활용품

Production of promotional programs; providing advertising
services, radio broadcast on television, on the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 the country, and
international media on the other mass.
Production of pay television programs.Other fields in
accordance with law.
U.S.A. IMPORTER, BUYER, DISTRIBUTOR OF GENERAL
493

미국

TRADERUSH

MERCHANDISE, FOODS & VENDOR OF HOMESHOPPING
AND MARKET

www.traderush.net
미국 소재 생활용품, 홈쇼핑 제품, 식품 제품을 홈쇼핑 및 마켓에 공급하
는 수입 바이어, 디스트리뷰터

2011

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홈쇼핑 제품

KOINDO is a Korean Company working in India for the last 11

494

인도

KOINDO Trading Pvt., Ltd.

years to help south Korean companies to set up their

KOINDO는 인도에서 11년 전에 설립된 한국계 회사로서, 주로 한국회사

business in INDIA. With expertise in Market Survey and

의 인도법인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합니다. 다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통

Feasibility Reports, Government Registration, Online

해 인도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정부 서류 등록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

Marketing and Offline Marketing, Koindo has need over the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OINDO의 장점은 인도 시장 진출에 있어

years and offline Maketing, Koindo has been over the years

단순한 컨설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과 영업 네트워크

helping South Korean Companies not only with Consulting

제공에 있습니다.

화장품과 의료: 기능성 화장품, 마스크 팩, 스킨 제품, 드라이어, 패션

2008

http://ktetrading.com

2005

www.hastkala.co.in

기능성화장품, 네일케어제품, 핸드백, 여행용캐리어

2014

http://medichek.co/

피부미용제품, 스킨케어제품, 더마코스메틱

아이템, 식료품, 원료

but also to set up their marketing and Sales network in India.

The HastKala was born from an ardent desire amongst its
496

인도

Hastkala

founders to create a largest canvas than exists today, for all
the beautiful and unparalleled creativity that the simple
Artisans of India have been quietly perfecting for centuries.

Founded in the year 2014, Medichek is a highly acknowledged
firm of the industry that has come into being with a view to
become the customer’s most preferred choice. The head
office of our firm is located in Mumbai, Maharashtra.
Matching up with the ever increasing requirements of the
customers, our company is engaged in manufacturing, trading
and importing a wide range of Aesthetics Device, Derma
497

인도

Medichek

Roller, PRP Kits, Chemical Peel, Derma Chair, Personal Care
Accessories , Medical Devices and many more. To offer these
products, we have with us a specialized team, who are aware
of the rising customers’ preferences. We also specialize in
customization of the product according to the details
specified by the customers. Moreover, the products offered
by our company are thoroughly examined on numerous
quality parameters, before being shipped into the market.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Spectrum health & beauty equipments is a reputed
manufacturer of cost effective health & beauty equipments
since 2002 in Mumbai, Maharashtra. We provide wide range
of world class technology slimming , skin, beauty & pain
498

인도

Specturm Healthcare Technologies

equipment with best quality in its class. We focus on

2002

continues development in technology that meets quality and

https://www.spectrummumbai
.com/

체중관리제품, 스킨케어, 안티에이징, 주름개선제품

safety standards for all our equipments. As we are having an
experience of marketing these kind of equipments since 1995
and we are in touch with end user of these equipments helps
us to provide user friendly equipments.
온라인 판매(이커머스) 비즈니스 입니다. 전자장비, 컴퓨터와 노트북, 파
트 등을 팔고 있고, 스마트폰은 한국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습니다. 온라
500

뉴질랜드

Good Price Ltd

인 유통망과 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하고있고, 주로 한국에서 수입되어
온 좋은 품질의 상품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FOMG, 화장품, 전
자기기, 식품 등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2014

www.goodprice.nz

뷰티, 헬스, 컴퓨터, 가전제품, 생활용품, 취미, 식품, 전자제품, 아이디
어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