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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I am the chairman of four companies:

240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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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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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UR was established in 1965. Initially, manufacturing old
246

터키

Ugur Hirdavatcilik A.S.

style mortice locks was the company’s activity. In 1990, UGUR 1965년 설립 되었으며, 구형 mortice lock 제조가 회사 주요 활동이었음.
has stopped manufacturing and started purchasing hardware 1990년 제조활동을 중단하고 철물 도구 및 공구등을 해외에서 구매하기
tools outside of Turkey. Since then, one of the major

1965

www.ugurhirdavat.com

2014

www.ianbaby.com.tw

*만능칼 여분 날, 펜치, 전지가위, 회전톱날

시작하여 현재 이 분야의 주요 업체들중 한 곳이 되었음.

companies in its sector.
ianbaby International Co., Ltd. is a trading company which
focusing on mom & baby products. We are looking for the
product which 100% made in Korea with good quality and
247

대만

ianbaby International Co., Ltd.

could pass all the strict inspections for baby. We are looking
for “factory” which has ability to produce (also OBM & ODM)
instead of trading company. Look forward to cooperating with

2014년 설립된 무역회사로서, 엄마와 아기 관련된 제품에 포커스를 맞
추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용 고품질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100% 한국
산 제품을 찾고 있으며, 무역회사보다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할수

*접는 매트, 놀이 매트, 범퍼 매트
*유아용 침구류, 침낭, 3D 에어매쉬, 어린이 소파
*엄마와 유아 관련된 좋은 아이템

있는 생산업체(OBM & ODM)를 찾고 있습니다.

you in the soonest future. Thank you!!
We are the trading company for Hong Kong
249

홍콩

Simsa HK 3D Furniture Solution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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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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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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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서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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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미국

S & S International usa, inc

*퍼스널 케어 제품:클렌저, 스킨케어, 미용기기

사우디아라비아 MENA Glocal

루마니아

FAROTEX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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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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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 supply, packaging product.,

품, 학교 및 사무용품, 파티용품, 포장지 등이 있음.

Romanian Private Company, main activity: Export-ImportDistribution-Representation for various industrial products

www.petitbonheur.com.hk

다. 한국제품에 관심이 많으며 주요 행사에 초청받아 한국을 방문한 적

*가전제품:블랜더, 커피메이커, 접는 선풍기
2014

*일상생활제품:마약베개, 헤어컬러, 헤어드라이어
*퍼스널 케어:미용기기, 칫솔살균기 등
*아웃도어 제품:그릴, 와이드 그릴, 가스 버너

1989

Snsus.com

2001

www.migunarabia.com

*선물용품, 파티 아이템, 크리스마스 및 새해 선물, 회사 및 학교용품,
주택 장식품, 원달러 아이템

*의료장비
*광학장비(안경,선글라스,컨텍트렌즈)
*건강관리제품

이 많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좋은 제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무역회사를 운영중입니다. 다양한 산업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레저 아이템 중 자전거 등 과 관련된 혁신적인 제품을 찾고자

*OEM/ODM 스킨케어 제품

*주방용품:프라이팬, 윅팬, 식탁용 식기류

당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최고의 의료 및 광학 제품을 관할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 공급 및 판매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

*헤어케어 제품:샴푸, 로션
*베이비 케어 제품:목욕 바스 시리즈

퍼마켓 채널, 유리제품 판촉 프로젝트, 유통 채널 등이 있습니다.

1989년 이례로 수입 및 도매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음. 연매출

brands to distribute and market to the Middle East region.

267

니다. 주요 취급제품으로는 가정용품, 취사용품, 일상생활제품 및 아웃

General gift, school and office stationery,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as well as develop new

2014

2014년 설립된 직원수 3명, 연매출 US$900,000 규모의 수입 유통회사입

Import and wholesale business since 1989,

We curate the best medical and optical products from around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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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오토바이의 악세사리(폰 거치대, 후미등, 도난방지장치,수리
1993

www.farotex.net

합니다.

키트 등)
*자전거,전기자전거,전기스쿠터 및 관련제품

*학교용품:가위, 측정도구,모델 폼, 색연필, 흑연필,책가방.
Pelikan is a leading brand-name company of quality paper,
274

멕시코

Pelikan Mexico, S.A. de C.V.

office and stationery supplies. The attractive and diverse
range of products is divided into the segments Writing /
Painting / Crafts, Office, School Bags School.

*학용품: 실리콘 접착제, 수정펜, 세미 겔 볼펜, 볼펜, 스테이플러, 스테

당사는 각 종 제지, 학용품, 사무용품 등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회
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며 Writing / Painting / Crafts,

1963

Office, School Bags School 분야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ww.pelikan.com

이플러 리무버, 클립, 바인더 클립 홀더, 핀, 압정, 접착식메모지, 스탬
프 패드, 자동스탬프(만년결재도장)
*조립기, 사출기, 사출금형
*포장: 폴딩 박스, PVC 박스, PVC 병, 열전달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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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Hi-Tech deals with water dispensers and water 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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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www.artlin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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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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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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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카라반 카노피 캐나다로 설립하여 20여년 가까운 카노피 제작과
무역 및 유통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스타일리쉬한 즉석
카노피, 즉석 카노피 액세사리로 북미 다양한 관련 대형유통몰에서 사랑
We are a leading company specializing in On-Site Event
Branding solutions (instant canopies, dome tents, flags and
293

미국

Impact Images Inc

banners, inflatables, wagons and chairs etc) in North
American. We also extend our business through the online ecommerce / retail channels.

받고 있다. 2006년 임팩트 이미지 Inc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하여 미
국 시장에서의 활발한 유통을 도모해 왔고 분사된 임팩트 카노피 캐나
다와 함께 북미 지역 카노피 및 아웃도어 브랜드로 신뢰되는 이미지를
구축해옴. 현재 캐나다에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칼가리 및 할리팍

*화학 - 실크 스크린 잉크, 디지털 잉크, 이벤트 펜싱 패브릭, 열전환
2006

http://www.impactexperts.com 페이퍼, 500D 패브릭 및 기타 패브릭 원자재
/

스 지역에, 미국에는 레이크 엘리노이즈, 캘리포니아 등지에 유통거점을

*생활용품 - 야외용품인 팝업(즉석) 캐노피, 즉석 텐트와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아웃도어 용품

마련하여 북미 전역에 접근성을 두고있음. 넓은 고객층을 두기위해 다양
한 스타일과 액세사리용품으로 브랜드 옵션상품을 확대중임
주요 상품으로 팝업 쉘터, 폴딩 텐트, 즉석 쉘터, 팝업 카노피, 캐러반, 즉
석 쉐이드(그늘막) 및 KD 카노피 및 해당 액세사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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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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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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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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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백(크린랩종류)
Imports and distributes products into USA
305

미국

Seawon Greenlife Inc

Supplies products such as Wal mart, shop rite, TJ maxx.
Marshall, etc.

다양한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미국 내 월마트 및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유통업체임.

*핫팻/휴대용 선풍기
2012

www.swgreenlife.com

*가공식품(스낵류와 일반면류)
*곶감/멜론
*상업용 도어락 제품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Import (from Korea, China) & exclusive distribution (in
Vietnam) for the Electric home appliances, homeware,
306

베트남

수입희망품목(국문)
*가전제품, 가정용 가구, 가정용품, 주방용품, 목욕용품 위생용품(예:
히터, 조리기, 믹서,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선풍기, 정수기, 수도꼭지,

kitchenware, home interior products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가전제품, 인테리어 제품등을 독점수입하여 베트

STAR TRADING JOINT STOCK COMPANY

- Import and wholesales/retail Korean cosmetic and beauty

남 시장에 공급하는 유통업체임. 이 외에도 한국화장품과 LED 조명제품,

(STARCOM)

products (Amicell branding, made in Daegu, Korea)

건설 및 산업용 자재/장비, 자동차 부품,악세서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

- Import and wholesales the Electric power hand tool, LED

고 있음.

주방 싱크대)
2004

www.starco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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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ing products for home and buildings, construction and

랄, 스피룰리나 등)

industrial materials / equipments
THE GREEN HOME CO.,LTD is a reliable, trustworthy im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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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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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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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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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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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D EU S.R.O

객간 영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FEED는 유럽에서 가장 큰 온라인 오픈마켓인 아마존 유럽에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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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ww.havlikovaapotek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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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327

일본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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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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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Unic Spot Ltd

main customers are the local and international 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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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ion stores and Hypermarkets from Hungary and

건설용 부자재 등을 수입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1998

www.unicspot.hu

사무용가구, 소형가구, 도어 매트, 건설자재, 장식품, 현관문,

1993

www.arton.com.au

생일용품, 신생아 용품, 결혼 선물용품등 기념일 및 파티 관련 용품

Ro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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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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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방글라데시

Corporate Gift World

Specialized in sourcing and importing Kitchen, Living, Office
and Promotional & Gift Items from China, Europe and Korea

당사는 2013년 설립되었으며, 중국, 유럽, 한국으로 부터 주방용품, 생활
용품, 사무용품, 판촉용품, 선물 용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유통회사입

더블 그릴 팬, 웍, 프라이팬, 커피메이커, 텀블러, 스테인레스 재질의

2013

도시락통, 물통, 사무용품 및 펜, 생활가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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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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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관련 품목: 저강도 폴리에틸렌, 고강도 폴리에틸렌, 폴리
폴리프로필렌, 기타 플라스틱 원재료, 마스터 배치(master batch), 탄
344

스리랑카

ORIENT GROUP OF COMPANY

MANUFACTURES AND EXPORTERS OF FLEXILE PACKAGING
,PAPER AND GARMENTS

산칼슘

2000년 설립 되었으며, 종업원 300명 연매출 2억불 규모의 회사입니다.
포장, 종이 그리고 의복을 제조 및 수출합니다. 10여년간 해외 여러 회사

2000

www.orientlp.com

와 파트너십을 진행했으며, 한국의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 옵셋(offset) 프린팅 관련 품목: 오프셋 인쇄를 위한 모든 종류의 종
이, 프린트 잉크, 프린트 관련 악세서리 및 부품
* 의류 관련 품목: 의류 패브릭, 의류 악세서리
* 접착테이프
* U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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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 가바쌀, 누룽지, 홍삼, 꿀, 자연 건강식품
2013

www.PDGD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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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 산업용 냉장/냉동고 품목: 산업용 물류 냉장고(과일,야채 창고용), 산
업용 냉동고, 조립식 냉장고
* 농업용 수송 관련 품목: 산업용 냉장 이동수단, 디젤-리퍼(diesel-

Bar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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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B2BC2 platform specialized in application of Intelligent 당사는 중국에서 B2BC2 플랫폼방식을 통해 스포츠 용품을 판매 하고 있
358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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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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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www.shanghai-sports.com

2009

industriallcd.com/

1993

www.csgf.org.추

운동용품(전제품군),스마트전자기기(전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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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중국

SHANGHAI CHIMENG COMMERCE CO.,LTD.

368

중국

Yougu Shanghai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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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09년 창립된 이래로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생활용품, 청소용품
등을 주로 수입하여 중국 소비시장에 유통, 판매하고 있음

2012

생활용품, 의류, 가구 등 중국 가정에서 소비가능한 소비재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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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셔너, 핸드크림 ,마스크팩

당사는 2013년 창립된 이래로 주방 식기용품, 다기용품, 냄비 등의 주방
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 주방용품을 수입하여 중국 온

2013

식기,다기(유리),냄비,주방 수납 용품, 주방 밀폐용기

오프라인 전역에 판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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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

1997

Lootkabazaar.com

화장품, 스포츠 용품

선물용품과 아이디어상품을 유통하는 업체

2014

n/a

선물용품, 아이디어상품

가정용, 상업용 정수기, 정수필터 수입, 제조

2002

www.waterbox. Com

정부필터, 샤워필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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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터키

Sukutusu lcme Suyu Teknolojileri AS.

Manufacturer and direct seller of water treatment units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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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OC2A사는 사무실및 상가등의 내장인테리어 공사설계및 시공업체입니
다.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직수입 공사 및 프랑스 시장내의 수입유통
을 하고자, 본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현재, 한국의 큐시스와 인테리어

수입희망품목(국문)
PLDC기술을 이용한 사무실및 상가인테리어 필름제품(독점수입업자로
서 프랑스 시장에서 이노베이션이 가미된 PLDC제품 판매 희망) 현재

2016

https://www.oc2a.fr/

중국제가 낮은 가격에 유통이 되고는 있으나, 프랑스 시장고객들의 품
질우선의 선호도에 부합되는 솔루션 보유 한국 기업 찾고 있음

PLDC 필름의 프랑스 수입유통 계약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장공사 자재 및 솔루션을 갖는 업체 미팅 희망

- 미생물 배양/천연비료 제조기 및 미생물원료 수출성약 지원
- 비료양액기 등 온실자재
- 비료 시제품 수출
- 태양광모듈/ESS (시제품 포함)
- ITC 기기의 item 다양화 및 마켓니즈 items 확보/수출증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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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한국산 화장품 수출성약지원 총액

Upcycle Limited

- 한국산 가구/건축재.철재 및 창호, 바닥재 누적 수출총액

2010

www.upcycle.co.nz

화장품 및 생활용품. 스마트팜 시스템/ 관련기기

2010

www.samsfnb.com

주류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판매 할 수있는 품목을 찾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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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s F&B, Inc. is an international foods & Cosmetic product
sourcing and distributing company, a manufacturer of Nicos
400

미국

SAM’S F&B, INC

snacks, Aloevine and Salutti Aloe Vera drinks, Kingsdale
Sausage and STAR branded cosmetic items. We also provide
contract manufacturing product (OEM) to any company that
needs our services on products for Foods and Cosmetic.

Sam 's F & B, Inc.는 국제 식품 및 화장품 제품 소싱 및 배포 회사이며
Nicos 스낵, Aloevine 및 Salutti 알로에 베라 음료 제조업체, Kingsdale
Sausage 및 STAR 브랜드의 화장품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우리는 또한
식품 및 화장품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회사에 계약 생산 제품
(OEM)을 제공합니다

Founded in 2006, PT Kaifa Indonesia started as a family
business that grew into one of the leading distributors of

식품류

premium products in Indonesia. We are an importer,
404

인도네시아

PT KAIFA INDONESIA

wholesaler and distributor of products such as canned food,

로컬 25개사 -지사포함 130곳에

beverages, sauces and food ingredients.

한국, 일본, 중국 식품 납품 전문 홀세일러.

과자류
2006

www.kaifafood.com

음료류
시리얼

We serve in various type of retail outlets such as

캔디

hypermarkets, supermarkets, wholesalers, and convenient
stores through our extensive distribution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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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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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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ww.pt-ibm.com

식품 (할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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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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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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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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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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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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Horizon Distribution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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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CJ is one of the ffaster growing TV Home shopping in
416

말레이시아

MPCJ O Shopping Sdn Bhd

Malaysia since 2016, JV between CJO Shopping Korea &
Media Prima Malaysia.

MPCJ는 CJO Shopping Korea와 Media Prima Malaysia의 합작법인회사
로서 2016년 이후 가장빨리 성장한 홈쇼핑사 중 하나입니다.

* 세탁 세제 - 가능하면 친환경

1993

2016

* 목, 어깨 및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기구

https://www.cjwowshop.com.
my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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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S SHOP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Vietnam

GS홈쇼핑의 베트남 홈쇼핑 법인

2012

www.vgsshop.vn

생활, 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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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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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LANIX M

Trading company

러시아, CIS 국가 대상 종합무역회사

1994

www.lanixm.ru

429

홍콩

HONG TRADING LTD

Korean products distributer in HK and Macao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 판매함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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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PT Elang Prima Retailindo (OSHOP)

Korean products distributor in Indones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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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생활, 건강

431

인도네시아

PT Merdis international

Korean products distributor in Indones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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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 건강, 생활

432

인도네시아

PT Neohaus Indonesia

Korean products distributor in Indones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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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미용, 주방

433

홍콩

421

말레이시아

422

베트남

424

The fortune korea (asi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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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2017

이미용 (메이크업, 화이트닝, 주름개선 등)
생활주방 (밀폐용기, 주방가전 등)
화장품, 식품, 건강용품,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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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434

대만

YOUR DOT LOGISTICS SERVICES CO., LTD

Korean products distributor in Taiwan

435

대만

YI SIANG DA LOGISTICS SERVICES CO., LTD

Korean products distributor in Taiwan

회사소개(국문)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대만
모모홈쇼핑 TV, 인터넷 위탁판매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대만
모모홈쇼핑 TV, 인터넷 위탁판매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2012

뷰티/의류/생활용품

2017

에어프라이어등 주방용 가전/생활용품/석류즙등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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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패션아이템, 화장품, 유아용품

24시간 TV 홈쇼핑과 이커머스 사업으로 필리핀 전국 방송
멜라민 스폰지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인도네시아 대기업(에이스하드웨
어,3M)에 납품하고 있으며, 재생 신너도 수입해서 인도네시아 케미컬 시

450

인도네시아

PT. CHEMINDO JAYA ABADI

장에 유통중. 현재 한국에 있는 주방용품 이나 생활용품도 수입 유통 계

*스폰지 관련 케미컬 제품
2009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특히 수세미 및 스폰지로 제작된 용품)

획하고 있음.

*톰슨기계(프레스) 및 생산라인 포장기계 등 다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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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Goldensea.net.vn/ takima. vn

화장품, 미용기기

영 뿐 아니라 온라인 티몰에 뷰티종합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오바오,
단독몰을 운영하고 있고, 샤오홍수, 도우인, 웨이보 등 SNS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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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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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설립된 Dac Hung Gia Lai Group은 베트남 중앙 고원 지대를 기
반으로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합니다. 품질 좋은 바닥 포장
재와 수공예 가구의 명성이 높습니다.
472

베트남

DACHUNG GIA LAI CO.,LTD

자회사인 Dac Hung Trade Company는 체게적인 물류와 유통 시스템을

*가구, 생활잡화 등

기반으로 P&G의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130%의 성장률
을 보이며 생산 및 유통 분야의 모델이 되었고, 수년간의 기대에 부응하
며 베트남 전역 20000개의 매장에서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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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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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http://ktetrading.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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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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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생활용품,화장품,유아용품,식품 등
business activities until approved by relevant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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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momoshop.com.tw

2016

www.Highshopp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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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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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쌍커유핀무역한공사(아래 약칭 쌍커유핀)는 과거는 청도경복궁그룹
수입부입니다.모회사는 1995 년 설립,한국 김치 공사, 잔문점, 호델, 자
青岛尚客优品贸易公司，成立于2014年，曾系青岛景福宫集团进 영농장 등 다양한 종합적인 회사이다. 중국 시장에서 수입 식품 수요가
出口部门，现已逐渐发展为一家经营韩国欧洲进口食品的总代理 급증하면서 2014 년 중국 시장에서 고품격 식품이 대거 진출하기로 했
公司。目前代理产品包括韩国J&E多乐达(Darda)休闲膨化系列、 다. 현재 청도 항을 기반으로 "Shangri-la"는 베이징, 상하이, 난징과 같
484

중국

Qingdao Shangri-la Trade Co., LTD.

海苔（三育水产）、豆奶（samyook三育）、韩式米饼

은 20 개 이상의 지방 및 지역에 KA 몰, 부티크 슈퍼마켓, 편의점, 한국,

(Naturalis)以及欧洲进口果汁等食品，所代理产品部分已进入中

일본, 태국, 유럽 등에서 제조 된 쌀 스낵, 팝콘, 해조류, 과일 차, 유럽 주

国多个城市和地区，例如北京、上海、广州、青岛、南京、杭州 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1500 개 이상의 슈퍼마켓이나 매장에서 선
等，入驻华润OLE，永旺系统，海信广场、丽达、上海久光及7-

2014

쥬스, 간식, 음료수, 세제

반에 전시했습니다. Wal-Mart & Sam`s club, Re-mart 시스템, Aeon, 베

11便利店、可好便利店等，并在网上展开销售。与我们合作的公 이징 BHG 하이퍼마켓과 같은 7-11 & Lawson 편의점 및 인터넷의 일부
司包括韩国J&E捷艺，韩国三育公司，国内合作韩资企业有青岛

채널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조예는 근면함에 있다, 성공은 사

景福宫，青岛海多味食品，烟台鼎珍食品公司等。

고를 많이 함에 있다, 신용·전공·서비스·윈윈의 주지에 지시를 받들다.쌍
커유핀은 전국 각지의 새로운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함
께 강대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1992년 설립된 Dac Hung Gia Lai Group은 베트남 중앙 고원 지대를 기
반으로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합니다. 품질 좋은 바닥 포장
재와 수공예 가구의 명성이 높습니다.

485

베트남

DACHUNG GIA LAI CO.,LTD

자회사인 Dac Hung Trade Company는 체게적인 물류와 유통 시스템을

*가구, 생활잡화 등

기반으로 P&G의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130%의 성장률
을 보이며 생산 및 유통 분야의 모델이 되었고, 수년간의 기대에 부응하
며 베트남 전역 20000개의 매장에서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86

말레이시아

488

베트남

490

중국

491

인도네시아

Astro GO SHOP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Malaysia

GS홈쇼핑의 말레이시아 홈쇼핑 법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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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TV-Hyundai HomeShopping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Thailand

GS홈쇼핑의 태국 홈쇼핑 법인

2011

www.true-shopping.com

HUIMAI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China

GS홈쇼핑의 중국 홈쇼핑 법인

2012

https://www.ugo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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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생활, 가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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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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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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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http://ktetr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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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B2C] : Korean Foods & Industrial Products Self-operation (4
shops covering North & East Area in India) Extending our biz

495

인도

Seela Infratech Pvt., Ltd.

fast to all the area in India [B2B/B2G] : Advanced Products &
Technologies Developing India Market for
Material/Environmental/Electric/Telecom Area Supporting the
localization of Korea Companies in India
We are proud to announce the company that enjoys making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B2C:한국 음식과 산업재 회사로서 인도의 북부와 동부에 총 4개의 상점
을 보유하고 최근 산업을 인도 전역으로 확장에 있습니다.
B2B/ B2G” Seela Infratech Pvt의 선진 기술과 제품은 인도 환경, 전기,

2013

통신 산업 등 여러 영역의 발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Seela

www.seelainfratech.com,

-한국음식, 미역, 김, 면, 과자류, 음료, 고추장, 된장, 김치 등

www.seelaglobal.com

-한국 산업 제품 : 주방용품, 환경, 전기, 통신에 관련된 제품

Infratech Pvt는 한국 회사의 현지화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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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