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F_2019_초청_해외바이어_리스트_0809_컴퓨터가전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Premium Brands represented in Indian mar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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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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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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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수소수 발생장치, LED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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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Petit Bonheur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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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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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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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1987

www.belsonindia.com

* 미용실용품 : 화장품류
* 가정용/주방용 소형전자제품류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WE ARE FROM A.R.TRADING INTERNATIONAL BASSED IN
283

인도

A.R. TRADING INTERNATIONAL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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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ech deals with water dispensers and water filtration

가죽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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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WWW.HITECHA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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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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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용품으로 상품을 타겟팅하여 소싱중임. 현재 유통 및 검증 중인 제

(ex, 홍삼진액 등)
2017

N/A

We are based in Singapore company to export Korean
product to South east asia covering from consuming end-user
296

싱가포르

Why Do You Pte Ltd

product to industrially requested material and processing
machinery. Currently focusing in Singapore market but will
expand to South east asia market.

자인 폰케이스 등)

Why do you Pte는 2013년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
하여 현재까지 동남아 대표 온라인몰에 입점하여 한국, 미국, 유럽 제품
을 활발하게 판매해오고 있으며 B2C 온라인 이외 현지 B2B 유통업체와
관계를 확장하며 도매 유통중임. 현재 입점된 온라인몰에서의 주요 상품

*식품 - 김스낵, 과일/건강 음료, 아이디어 스낵류
*유아용품 - 기저귀, 건/습식 물티슈, 유아용 화장품 및 건강식품

2013

*생활용품 - 공간활용품, 소형가구, 아이디어 생활용품

은 한국 식품, 유아용품 및 가정 일반 생활용품이며 추가로 아이디어 생

*생활가전 - 공기청정기, 소형 가습기 등

활용품을 소싱하여 판로를 넓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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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usiness.

*농약품
1997

www.ec21.net/ricco

어 제품을 찾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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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tnam) for the Electric home appliances, home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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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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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from Korea, China) & exclusive distribution (in
kitchenware, home interior products

*사무용품 - 미 조달시장에 납품 가능한 업체의 제품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VR 수술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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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식 롤러, 속눈썹 뷰러, 속눈썹 집게, 발 보호대
*비데(FDA등록 필수/ UL인증 필수)

mutual growth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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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으로는 숙취해소 드링크 및 건강 드링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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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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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al materials / equipments

*LED 조명 제품(가정 조명, 사무실 조명, 산업용 조명, 신호등 포함)

- Import and selling automobile parts &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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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싱가포르

320

인도네시아

COREA SYSTEM INTERNATIONAL PTE LTD

ON LINE MARKET PLACE IN SINGAPORE (SEL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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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ww.sell-on.net

화장품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가능한 일반소비재

2017

www.mkmanggis.com

기능/효율적인 세련된 디자인 및 독특한 일반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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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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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intelligent, professional and prestigious online shopping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17년의 노하우로 2009년 설립한 YES24 베트
321

베트남

HANSAE YES24 VINA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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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https://www.yes24.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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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리빙, 식료품, 속옷, 스포츠, 디지털&패션 액세서리 등 취급

Baby, Electronics, Fashion, Shoes & Bags, Home & Living,
Groceries, Home wear & Underwear , Fashion Accessories,
Sports & Digital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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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light(Tunnel light, LED signage, Control Unit, S/W program), 화

2016

장품, 스킨케어 및 식품과 식품관련 기구

을 통해서 동유럽으로 시장을 확대를 하는 중
Hurom Hungary is the exclusive distributor of Hurom slow
340

헝가리

Hurom Hungary Kft

juicers in Hungary. The company also introduced Kuvings

당사는 2014년 설립되었고, 휴롬의 믹서기 헝가리 독점 판매 수입업체

brand in the Hungarian market. Both products are imported

입니다. 당사는 한국산 주방용품에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주방용품을

2014

www.hurom.hu

2009

industriallcd.com/

1993

www.csgf.org.추

수무디 제조기, 주스 믹서기, 인테리어 소품, 파티용품, 창의적인 소품

from South Korea. Interested in expanding range of products, 소싱하여 헝가리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fi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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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LCD모니터, 디지털 사이니지 플레이어, LED조명, CCTV보안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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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용품(전제품군),스마트전자기기(전제품군)

의 다양한 유통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점

364

중국

Qingdao Vintex Trading Co., Ltd.

批发及进出口，家居用品。服装鞋帽，日用产品进口在中国销售 당사는 의류(스포츠의류포함), 신발, 생활용품, 가구,화장품 등 다양한
。

제품을 수입하여 중국 소비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2012

생활용품, 의류, 가구 등 중국 가정에서 소비가능한 소비재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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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www.wagghulde.com

다양한 품목의 한국 제품

선물용품과 아이디어상품을 유통하는 업체

2014

n/a

선물용품, 아이디어상품

2015년 설립되어 패션, 의류 첨단제품,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업체

2016

www.hzxiu.net

패션, 의류, 첨단제품, 소프트웨어

미얀마의 침구류 생산 수입 소매에 관해 선도적 기업임

1994

www.everon.com

메트리스, 가구, 침구류, 교육용 로봇 및 기술적용 기계

무역회사

trusting their complete import & export operations on us
while focusing on their co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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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zhou Sleeve Medium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was established in July 2015, with registered capital of 6
million RMB. It mainly deals in clothing and fabrics, and is
committed to designing good clothing for customers

391

중국

Hangzhou XiuMi New Material Technology

throughout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we are developing

Co., Ltd.

ne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ducts. Intelligent wear,
which is mainly developed, has won the favor of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 future, we will combine clothing and
technology better. In the future, we will als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new retail market.
Sein and Mya Mattress industry Co., Ltd is one of the leading

399

미얀마

Sein and Mya Mattress Industry Co., Ltd.

manufacture, importer and retailer company regarding
mattress and bedding industry in Myanmar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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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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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태국

419

GMM CJ O SHOPPING COMPANY LIMITED

GMM CJ O SHOPPING COMPANY LIMITED

인도네시아

PT. MNC GS HOME SHOPPING

421

말레이시아

422

베트남

424

중국

한국의 CJ오쇼핑과 태국의 Grammy사의 합작 법인

2012

www.oshoppingtv.com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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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ww.mncshop.com

핸드폰, 운동기구(X바이크, 런닝머신)

Astro GO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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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S SHOP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Vietnam

GS홈쇼핑의 베트남 홈쇼핑 법인

2012

www.vgsshop.vn

생활, 주방용품

HUIMAI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China

GS홈쇼핑의 중국 홈쇼핑 법인

2012

https://www.ugoshop.com/

생활/주방용품

2015

www.ptn-healthca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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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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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ing Korean products to Hongkong and other Southeast 우수한 한국 제품을 소싱하여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진

433

홍콩

The fortune korea (asia) ltd.

435

대만

YI SIANG DA LOGISTICS SERVICES CO., LTD

Korean products distributor in Taiwan

438

베트남

VTV-Hyundai HomeShopping

TV home shopping company

439

필리핀

Home Shopping Network, Inc.

Asia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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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대만
모모홈쇼핑 TV, 인터넷 위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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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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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생활용품

2017

에어프라이어등 주방용 가전/생활용품/석류즙등 건강식품

2016

뷰티, 패션, 가전, 생활용품

2005년설립
필리핀 최초 홈쇼핑사
24시간 TV 홈쇼핑과 이커머스 사업으로 필리핀 전국 방송

2005

www.shoptv.com.ph

생활용품, 패션아이템, 화장품, 유아용품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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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o GO SHOP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Malaysia

GS홈쇼핑의 말레이시아 홈쇼핑 법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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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HUIMAI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China

GS홈쇼핑의 중국 홈쇼핑 법인

2012

https://www.ugoshop.com/

미국

TRADERUSH

486

말레이시아

490

493

U.S.A. IMPORTER, BUYER, DISTRIBUTOR OF GENERAL
MERCHANDISE, FOODS & VENDOR OF HOMESHOPPING
AND MARKET
We are proud to announce the company that enjoys making

미국 소재 생활용품, 홈쇼핑 제품, 식품 제품을 홈쇼핑 및 마켓에 공급하
는 수입 바이어, 디스트리뷰터

뷰티, 생활, 가전, 식품

생활/주방용품

www.traderush.net
2011

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홈쇼핑 제품

challenging tasks possible in sourcing business, who has taken
traditional Import Export Companies by storm. We are team
of young, Experienced, Dynamic, indivisuals who has not just
achieved new heights in their respective careers but also
499

인도

Five Lands

knows teams dynamics, market insights, client management
and sourcing knowledge.

2003

http://fivelands.in

2014

www.goodprice.nz

모바일 악세서리, 주방조리도구, 패션 악세서리, 소형 전자기기

We are omporter & sourcing partner for many commodities
like Fast moving Consumer Goods, Cosmetics, Food &
Beverages, Household & Kitchenware, Consumer Electronics,
Mobile Accessor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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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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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