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F_2019_초청_해외바이어_리스트_0809_패션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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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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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니스, 사우나 장치 등이 있음.

웹사이트

http://nhansam.vicoders.com,
fullhome.vn

2004년 설립 되었으며, 섬 전역 10개 매장을 통해 지난 15년간 Phiten

않은 제품부터 잘 인지된 제품까지 브랜드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SIT CORPORATION

WWW.GOGETSG.COM,

*클렌저, 미용기기

WWW.PHITENSG.COM

*접는 매트, 놀이 매트, 범퍼 매트
*태반/줄기 세포 화장품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독특한 소비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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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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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ule Trading founded in 2011.

등등

from U.S., Europe and Thailand.
244

대만

Azule Trading Co., ltd

From 2016, we expand the product type to baby&kids
products.
Now we distribute some special and well-known brand from

*가정용품 및

주방용품:매트, 스타킹, 식탁용 식기, 숟가락, 포크와 같은 부엌 용품

GBSF2018 행사이후, 싱가포르 Takashimaya에 수소수 비즈니스를 론칭

Creative and innovative products have been fundamental

At the beginning, we distribute pets and aquarium products

*알레르기용, 간기능 개선용, 어린이용 의약품

*유아용 침구류, 침낭, 3D 에어메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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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음식, 기능성 음식, 음식(간/혈액/심장/신장/뇌 에 좋은)

*건강에 좋은 침대시트, 누비이불, 누비이불 커버, 베개, 잠옷

Japan 브랜드에 대한 독점 디스트리뷰 역할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
안적인 생활방식의 건강제품 카테고리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수입희망품목(국문)

*침실용품:침대시트, 누비이불, 누비이불 커버, 베개
1989

www.sharlin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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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설립 되었으며, 설립이례 애완동물 & 수족관 관련 제품들을 미
국, 유럽, 태국에서 수입하여 유통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유아 및 어린
이 용품들을 추가하였고, 현재 일본 및 한국의 특별하고 잘 알려질 브랜

2011

www.azuletrading.com

*유아 및 어린이 제품
*실내장식, 벽장식, 식탁용 식기류

드 제품들을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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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ww.mhn.co.id

*병원 및 클리닉용 의료장치 및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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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싱가포르

Kow Kee Enterprise

An online seller selling food products like snacks , mobile

2013년 설립되었으며, 스넥과 같은 음식제품, 휴대폰 액세서리, 일용품,

accessories and daily needs and wants for lifestyle products

바쁘게 일하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온라인

for busy working parents and kids.

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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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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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제품들(소형/대형 포장의 맛이 첨가된 또는 오지지널 )
2013

www.llo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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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품:프라이팬, 윅팬, 식탁용 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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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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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의류, 유기농 제품들, 스킨케어 화장품, 건강 및 미용제품, 전자제품등
이 있음.

*교육아이템과

같은 어린이 제품들:펜, 제도재료
*가루 형태의 건강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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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식품:성인과 아이들을 위한 GMO free 제품

2012

WWW.EVERHOTTIE.COM

*액세서리:귀금속, 패션 쥬얼리, 핸드백, 휴대폰 액세서리*유기농 제품:
차, 건조 해산물, 전통 한식
*스킨케어 제품:페이셜 마스크, 주름제거제품, 안티에이징 제품
*뷰티 제품:화장품, 헤어제품

Key No.

국가

회사명

257

미국

S & S International usa, inc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Import and wholesale business since 1989,

1989년 이례로 수입 및 도매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음. 연매출

General gift, school and office stationery,

US$2,500,000 및 종업원수 3명 규모의 회사임. 주요 제품으로는, 선물용

Party supply, packaging product.,

품, 학교 및 사무용품, 파티용품, 포장지 등이 있음.

설립년도

웹사이트

1989

Snsus.com

2011

www.matlen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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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대만

YEH WON INTERNATIONAL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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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장식품, 원달러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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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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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용품, 파티 아이템, 크리스마스 및 새해 선물, 회사 및 학교용품,

*콘택트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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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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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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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1987

www.belsonindia.com

* 미용실용품 : 화장품류
* 가정용/주방용 소형전자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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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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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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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Projects is an international art curator and provider for
luxury hospitality projects, with 23 years of experience. ArtLink
Project’s first major program in 1997 was a partnership with
Sotheby’s, which led to ArtLink@Sotheby’s International
Young Art program. This program introduced works by young 아트링크 프로젝트는 소더비(Sotheby)와 함께 협력하여 젊은 예술가를
288

영국

Art Projects Ltd.

emerging artists to first time art buyers around the world.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펼치며 입지를 넓혀왔음. 세계 32개국 내 120여개

CNN deemed the ArtLink@Sotheby’s program 'The most

의 호텔들과 프로젝트를 벌여 예술품을 납품, 설치해왔으며, 앞으로 다

exciting development in the art market in decades.'

양한 급부상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관련 제품을 소싱하여 숙박업계와 함

*예술작품 - 다양한 디자인 예술품목
1998

www.artlink.com

*인테리어 제품 : 우든 데코레이션, 주물디자인품
*디자인 생활용품 : 유리/금속 테이블웨어, 디자인 가습기, 디자인 촛/
향대, 한국화된 목기 보울 등

Meanwhile ArtLink Projects Ltd. has completed over 120 hotel 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음
projects in 32 countries, and over time has introduced
thousands of emerging artists to the hospitality industry.
ArtLink Projects is currently one of the largest buyers of
emerging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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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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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NCERA는 Digital Marketing 능력을 가진 Contents & Commerce
314

인도네시아

AVANCERA CORP. PTE. LTD.

회사입니다. 좋은 컨텐츠 및 브랜드를 발굴하고 플래폼을 개발하여 효율
적으로 동남아 시장에 홍보 및 유통을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

http://avanceracorp.com/

1. 화장품 2. 식품 3. 의류, 패션, 신발

Key No.

국가

316

싱가포르

320

인도네시아

회사명

COREA SYSTEM INTERNATIONAL PTE LTD

회사소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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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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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2018

www.sell-on.net

화장품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가능한 일반소비재

2017

www.mkmanggis.com

기능/효율적인 세련된 디자인 및 독특한 일반 소비재

2009

https://www.yes24.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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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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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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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hiikogyo provides Noodle Machines and Kitchen equipment 당사는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 주방 용품 및 식품 기계 (면)를 공급하고
327

일본

ISHIIKOGYO CO.,LTD.

in Japan as well as some Asian contries. Recently, we are

있습니다.

looking for some new start-up businesses including

이템을 찾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려고 계획 중에 있

또한, 최근 가정용전자제품, 미용기기, 생활용품 등 신규 아

electronics / beauty for introducing to Japan market.

습니다.

1991

생활용품용 전자기기, 주방용품, 욕실 용품

Arton Giftware Pty Ltd is an importer and wholesaler in
Australia. Established in 1993, Arton Giftware Pty Ltd has been
a major player in general and occasional gift market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We have a great reputation in
creating trendy, relevant and value for money gift products
on consistent bases and have been regarded as market leader 당사는 1993년 설립되어 호주에서 파티용품/선물용품 수입 유통을 전문
335

호주

Arton Giftware Pty Ltd

in the category. We have also been very focused on building

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중국과 대만 Supplier들 제품을 주로 수

the long term relationship with our key suppliers who has

입하고 있으나 한국과 같은 다른 지역 제품을 소싱하여 판매하고자 합

great development capacity and good understanding in

니다.

1993

www.arton.com.au

생일용품, 신생아 용품, 결혼 선물용품등 기념일 및 파티 관련 용품

2014

www.hurom.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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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with their partners in developing the market on long
term bases. Our current supplier base is mainly concentrated
in China and Taiwan. However, we are also looking for the
opportunities in other regions to expand our capacities with
supplier's unique strength in different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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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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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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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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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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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ww.youngfashion.today

1986

www.wagghulde.com

다양한 품목의 한국 제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

1997

Lootkabazaar.com

화장품, 스포츠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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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ifuknitwear.com

원단/부자재/의류/악세서리

뷰티용품 수입 수출 도매

립스틱 등

ingredients and chemicals. Our products are checked by
experienced professionals who have rich knowledge in this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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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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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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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Petroleum Jelly, Lip care products.
홍콩에 위치한 스웨터 및 의류 제조업체. 주로 중국의 Dongguan에서
383

홍콩

CC & C Limited

Manufacturer/Importer/Exporter of fashion

원자재 수입하여 아시아 , North America, 유럽에 수출하고 있음. 한국
에서는 주로 섬유와 원단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보내서 블라우스, 코트,
스웨터등을 제조하고 있음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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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설립되어 패션, 의류 첨단제품,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업체

2016

www.hzxiu.net

패션, 의류, 첨단제품, 소프트웨어

2010

www.pt-ibm.com

식품 (할랄)

2014

www.thebestbu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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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Care and Home Care products. We are interested in
products such as toothpaste, wet wipes, deodorants,
shampoo, cleaners, etc. Come and talk to us if you are
producer of such products and we will be glad to discuss with
you.
405

인도네시아

PT INTI BUMI MENTARI

Using our parent company extensive distribution network, we 카이파 회사의 자회사로 LG생건, Arm and Hammer 등 식품 및 생활용
will reach into retail outlets such as pharmacies,

품 전문 홀세일러

hypermarkets, supermarkets, wholesalers, restaurants and
convenient stores. Currently our distribution have reached 15
major cities and its surrounding areas. We have coverage in
the following: Jakarta, Surabaya, Bali, Bandung, Cirebon,
Semarang, Makassar, Manado, Jayapura, Pontianak,
Samarinda, Banjarmasin, Jambi, and Medan
Wholesaler and distributor in HK, Macao and China.
406

홍콩

BESTBUYER TDG CO.,LTD

We are importing from EU branded Cosmetics and start from 마카오, 홍콩베이스, 유럽 화장품 취급 전문 회사, 최근 식품류로 확장중
Korea recently.
A local Distributor who deals with the entry, promotion and

409

싱가포르

M&J Pte. Ltd

transfer of Korean products to large distribution channels
(department stores, shopping malls).

대형 유통채널(백화점, 쇼핑몰) 대상으로 한국 상품들의 입점, 행사, 사입
을 진행하는 현지 Distributor.

화장품(브랜드. 비브랜드 가능)
스낵류(라면, 과자류)

2005

여성 패션 아이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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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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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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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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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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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청소제품 - 새로운 아이디어제품
2015

* 혁신제품 - 고객들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제품
* 건강제품 - 특히 무릎과 어깨등 아플때, 신체에 통증이 있을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품(먹는 건강보조제 제외)

Key No.

414

국가

싱가포르

회사명

Horizon Distribution Centre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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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 세탁 세제 - 가능하면 친환경

1993

* 목, 어깨 및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기구

O Shopping 은 필리핀 ABS-CBN Corporation과 한국 CJ O Shopping
417

필리핀

O Shopp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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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입니다.

418

중국

중국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보유회사로 바오준은 현재 알리바바의 최대

SHANGHAI BAOZUN-CJ E-COMMERCE CO.

파트너사이며, 나스닥에도 상장해 있다. CJ오쇼핑과도 파트너쉽을 맺고

LTD

2016

www.baozuncj.com

뷰티, 패션, 생활용품. 식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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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HUIMAI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China

GS홈쇼핑의 중국 홈쇼핑 법인

2012

https://www.ugoshop.com/

생활/주방용품

425

태국

True GS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Thailand

GS홈쇼핑의 태국 홈쇼핑 법인

2011

www.true-shopping.com

426

캐나다

2012

WWW.AMPACIPICGROUP.CA

2018

-

421

말레이시아

424

Ambrose Health is a global sourcing and distributing
Ambrose Healt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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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홍콩

HONG TRADING LTD

433

홍콩

The fortune korea (asia) ltd.

434

대만

YOUR DOT LOGISTICS SERVICES CO., LTD

Korean products distributer in HK and Macao

Ambrose Health Inc.는 client 가 원하는 제품을 경쟁력있는 가격이면서
도 양질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소싱 업체 입니다.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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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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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제품 (화장품), 헤어제품, 바디케어 제품
식품, 이미용품, 악세사리, 유아용품, 생활용품, 건강식품, 다이어트식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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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타생활용품
뷰티/의류/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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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TV 홈쇼핑과 이커머스 사업으로 필리핀 전국 방송

2005

www.shoptv.com.ph

생활용품, 패션아이템, 화장품, 유아용품

Key No.

국가

441

스리랑카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100% 폴리
Garment Services Meegoda (Pvt) Ltd

We are 100% Garment manufacturing and exporters to UK,

1991년 설립 되었으며 직원수 650명의 여성의류 제조업임. 직물을 수입

France & Belgium

하고 영국,프랑스,벨기움으로 수출진행하고 있는 회사임.

*혼방 니트 저지(ITY, 폴리 비스코스, 폴리 엘라스탄)

1991

*폴리에스테르 경량 원단(쉬폰 조지트)
*모든 의류 관련 액세서리(단추, 금속 장식 트림, 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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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한국, 미국, 일본에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들을 수입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에뛰드, 이니스프리의 메이크업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
으며 페이스북에 한국제품 파는 Good shop으로 알려져있음

www.facebook.com/sandrasho

화장품류, 식품류, 여성 내의, 주방용품 취급

food supplement.
455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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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ra Shop

pcambodia

All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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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뿐 아니라 온라인 티몰에 뷰티종합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오바오,
단독몰을 운영하고 있고, 샤오홍수, 도우인, 웨이보 등 SNS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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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중국

Guangzhou QIngyu Electronic Commerce Co., Ltd

Sales: cosmetics, beauty products, daily department stores. (Projects
중국 광저우에서 대형 콰징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주로 카테고
subject to approval in accordance with the law may not carry out
business activities until approved by relevant departments)

리는 생활용품,화장품,유아용품,식품 등

2013

1.가정 생활용품 2.임산부 용품 3.화장품 4악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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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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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momoshop.com.tw

뷰티/패션, 생활용품

Key No.

국가

481

회사명

HIGH SHOPPING (2)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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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년도

2016

웹사이트

www.Highshopping.com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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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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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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생활, 가전, 식품

베트남

VGS SHOP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Vietnam

GS홈쇼핑의 베트남 홈쇼핑 법인

2012

www.vgsshop.vn

뷰티(메이크업, 미백, 안티에이징),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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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V-Hyundai HomeShopping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Thailand

GS홈쇼핑의 태국 홈쇼핑 법인

2011

www.true-shopp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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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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BB/CC크림, 미백크림), 생활용품(선풍기, 세탁기)

1995

www.vtvcab.vn

미용, 패션, 유아용품, 생활용품

486

말레이시아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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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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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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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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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raderush.net
2011

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홈쇼핑 제품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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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http://fivelands.in

모바일 악세서리, 주방조리도구, 패션 악세서리, 소형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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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proud to announce the company that enjoys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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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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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ive Lands

knows teams dynamics, market insights, client management
and sourcing knowledge.
We are omporter & sourcing partner for many commodities
like Fast moving Consumer Goods, Cosmetics, Food &
Beverages, Household & Kitchenware, Consumer Electronics,
Mobile Accessories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