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F_2019_초청_해외바이어_리스트_0809_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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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ation:1981, Capital: 140 Million A.E. Dirham, Number of
241

아랍에미리트

AAL MIR TRADING CO LLC.

Employees:650, Import Sku: 400, home page: www.aalmir.com,
www.sweetgard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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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SIT CORPORATION

*건강 음식, 기능성 음식, 음식(간/혈액/심장/신장/뇌 에 좋은)
*알레르기용, 간기능 개선용, 어린이용 의약품

*가정용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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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설립 되었으며, 650명 직원 및 연매출 US$60,000,000 규모의 회
사임(www.aalmir.com, www.sweetgarden.org). 현재 한국 기업들로부터
US$ 12,000,000 규모의 제품 수입중이며, 한국산 음료 및 과자에 많은

1981

www.aalmir.com

*과자류 및 음료(제조업체 브랜드 수입 또는 바이어 브랜드의 OEM 진
행 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Creative and innovative products have been funda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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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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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회사입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음식 관련제품(Cooking Oil,

*부엌용품:프라이팬, 식탁용 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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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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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A HIEN – WHO WE ARE?

등등

*침실용품:침대시트, 누비이불, 누비이불 커버, 베개
1989

www.sharlin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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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a Hien is trading company. Our company was established
from 2005 and we are operating in supplying and distributing
foodstuff, flavoring oil and cosmetics.
2005년 설립되었으며, 설립이례 식품, 조미 오일, 화장품 등을 공급 및

*몸에 좋은 음식,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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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GIA HIEN TRADING CO., LTD

company now has 28 employees and builds up trust by a

우리회사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으로부터 몇가지 음식 제품들을 수입

large number of customers. Our company is importing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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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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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arisfrancebeauty.com;
www.giahi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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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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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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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Maghantara Hazana Ni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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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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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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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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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llones.com

*천연식품:성인과 아이들을 위한 GMO free 제품

*교육아이템과

같은 어린이 제품들:펜, 제도재료
*가루 형태의 건강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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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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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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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VITA CORPORATION, also known as Zite Lab Inc.,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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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희망품목(국문)

2012

WWW.EVERHOTT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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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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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음.

*뷰티 제품:화장품, 헤어제품

VISVITA CORPORATION(또한 Zite Lab Inc사 로도 알려진)사는 농산물

specialize in meeting the needs of various types of goods that 및 식료품 시장과 연관된 다양한 유형의 상품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특
259

미국

VISVITA CORPORATION

related to current produce and grocery markets.

화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음료를 자체 개발하

It also distributes many kinds of beverage products including

여, 'VISVITA' 브랜드의 다양한 비알콜성 음료(Aloe Vera Drinks, Chia

Aloe Vera Drinks,Chia Drink,Fruit Can Juice and Coconut

Drink, Fruit Can Juice and Coconut Water Drinks)를 미국 내 'COSTCO',

Water Drinks with our Brand “VISVITA” to Big and Famous

'Unified Grocers', 'FOOD 4 LESS' 등과 같은 유명한 슈퍼마켓 및 할인매

*비 알코올성 음료:알로에 베라 음료, 과일 음료, 치아 음료, 탄산이든
2016

우유 음료(미국에 거주하는 백인보다는 현지에 거주하는 스페인계들
이 좋아할만한 음료)

Supermarket such as COSTCO and to Discount Stores such as 장들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지인들이 좋아할만한 한국
Unified Grocers, FOOD 4 LESS and etc.

산 제품들을 발굴중입니다.

*음료:야채 및 과일 주스, 새롭게 출시된 청량 음료
*과자류:캔디, 사탕
*씹는 껌:포장지나 맛이 획기적이어야 함
260

홍콩

Tai Dong Go Treasure Limited

As a company group, we are one of the leading developers in 1992년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US$1,500,000 및 종업원수 6명의 회사임.
Southern part of China

중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음료, 스넥을 유통하고 있음.

1992

www.tdg1992.com

*스넥:다른 종류의 건강한 간식
*비스킷 및 쿠키:새로운 맛, 수제 제품, 포장이 깔끔한, 선물세트 및 선
물박스 포장
*편의점에서 판매할수 있는 인기있는 아이템 (가격이 중요함-편의점
에서 판매할수 있어야 함)

Our company import the function food from Taiwan, cosmetic 2005년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US$ 1,200,000 및 종업원수 9명의 회사임.
261

베트남

Viet Quoc Thinh Trading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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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이례 대만의 기능성 식품과 태국의 화장품을 수입하여 베트남 남부

Vietnam, we have 9 employee to follow up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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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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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음.

*건강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음식 및 음료

2005

*OEM/ODM 가능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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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면
Kmt jaya sdn bhd is the leading company that is focused on
264

말레이시아

KMT JAYA SDN. BHD.

the importing business, bringing in popular Korean product
such as instant noodles, seaweeds, seasonings,
liqour,beverages,confectionaries & Cosmetics.

당사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의 인기있는 즉석면류, 김, 조미료, 주

*김

류, 음료, 제과류 등의 식품을 수입하는 선두기업입니다. 해당 제품들과
더불어 건강식품류 (콜라겐드링크, 곡물파우더)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

*조미료
1994

www.kmt.com.my

*주류

랄인증을 받은 식품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돼지고기 성분이 없는

*음료수

식품을 우선적으로 찾고 싶습니다.

*과자류
*건강식품

Indoguna Singapore is all about good food, good people and
good company. Indoguna Singapore is also about standards,
268

싱가포르

INDOGUNA SINGAPORE PTE LTD

certifications and quality assurance.INDOGUNA is part of
Food Service APME.FOODSERVICE APME is a premium food
solutions provider delivering high quality food and client
needs to impeccable standards

INDOGUNA SINGAPORE PTE LTD는 좋은 음식,사람,기업에 대한 가치를

*음료

나타냅니다. 표준, 인증 및 품질 보증에 대해서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APME의 회원사로써 고품질의 음식과 고객에게 완벽한 기준을 제

1998

http://www.indoguna.com

공하는 프리미엄 식품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현재 편의점이나 대형

*과자
*즉석조리식품(혁신적인 패키징상품)
*건강식품

할인점에 바로 판매가능한 형식의 음료 및 과자를 찾고있습니다.

STIP Food is Hangzhou Commerce & Tourism Group Co., LTD’
270

중국

SIDIPU FOOD (HANGZHOU) CO.,LTD

s sourcing agent, purchasing ingredient for HSL. STIP Food

당사는 Hangzhou Commerce & Tourism Group Co., LTD 의 구매 에이

specializes in Vitamins and Carotenoids, the products are

전트입니다. 당사는 비타민 과 카로티노이드에 특화되어 있으며 당 제품

applied to the industries of Food & Drink, Health Care

들을 식음료 및 헬스케어,화장품, 사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Products, Cosmetics, and Fodders.

*건강식품(비타민,멀티비타민(tablet))
2017

http://www.stipfood.com/

*스킨케어제품(마스크팩,모이스처라이저,크림)
*기타 식료품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Koryo Trading Pte Ltd is a leading company that imports and
distribute Korean products to the Singapore market since
1979. We supply to local large distribution channels such as
NTUC FairPrice, Cold Storage, Sheng Siong and Giant and
275

싱가포르

KORYO TRADING PTE LTD

convenient stores such as Cheers and 7-eleven. We also
supply products directly to restaurants, ship chandlers, shops,
etc. In addition, we have been operating our own minimart
called Koryo Mart and K-Market, which total 8 branches in

당사는 1979년 부터 싱가포르 마켓에 한국 식품을 수입 및 유통하여 왔

*가정식 대체식품(레토르트, 간편요리 등)

습니다. NTUC FairPrice, Cold Storage, Sheng Siong, Giant 같은 대형
유통채널 및 Cheers, 7-eleven 같은 편의점에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각 레스토랑,잡화점 등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려마트와

*한국에서 현재 인기있는 식품
1979

www.Koryomart.co.kr

*주방기구
*지역특산품

K-market으로 불리우는 작은 마트를 직접 운영중이며 총 8개의 지점을

*그 밖의 현재 한국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보유하고 있습니다.

Singapore.
1976년 설립된 한국계 미국회사로 볼티모어에 본사가 있으며 미국전역
279

미국

Rhee Bros., INC

Founded in 1976.

아시아식품 유통회사들과 건조, 냉동식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One of the biggest Asian food distributor in the US selling a

회사는 미국에서 아시아식품을 공급하는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

dry and a frozen food throughout the US.

다. 한국식품에 대한 현지수요가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소싱하고자 합니

* 소스/조미료
1976

www.rheebros.com

태국

Prothai Co. Ltd.

Korean food importer in Thailand

1984년 설립된 식품 소비재 수입 유통 회사입니다. 농심 등의 기업에서
매년 500만불 정도 수입 중입니다.

1984

www.prothai.co.th

가공식품

www.facebook.com/prothai

신선야채/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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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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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홍콩

Eugina Limited

Provide a complete distributor and wholesale for food and
beverage in 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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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으로는 숙취해소 드링크 및 건강 드링크 등이 있음
We are based in Singapore company to export Korean

* HMR(간편식, 대체식품)
* 과자/음료

다.
286

*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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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과 음료를 수입 유통하고 있는 홍콩 회사로 한국 중소기업의 다양
한 한국산 식음료를 수입하고자 함. 슈퍼마켓, 소매점, 레스토랑, 학교,

1990

www.eugina.com

호텔, 마카오 및 중국의 판매상에게 납품하고 있음.

*냉동 만두 및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음료수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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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Global Consumer Products Privat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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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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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 and Singapore too

입 유통 업체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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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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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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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STAR TRADING JOINT STOCK COMPANY
(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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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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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클렌징, 보습 젤, 화이트닝 크림, 뷰티 세럼, 콜라겐 크림, UV 선크
림등

고 있음.

*건강 관리 제품(인삼 제품, 린치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미네

lighting products for home and buildings, construction and
THE GREEN HOME CO.,LTD is a reliable, trustworthy import &

랄, 스피룰리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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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납품하고 있음.

*치약,칫솔,비누,세제,섬유유연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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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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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314

인도네시아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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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입니다. 좋은 컨텐츠 및 브랜드를 발굴하고 플래폼을 개발하여 효율

2016

http://avanceracorp.com/

1. 화장품 2. 식품 3. 의류, 패션, 신발

2018

www.sell-on.net

화장품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가능한 일반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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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베트남

COREA SYSTEM INTERNATIONAL PTE LTD

ON LINE MARKET PLACE IN SINGAPORE (SELL ON)

K&K Global Trading Company Limited

인도네시아

PT.Mulia Karunia Manggis

능한 일반 소비재 제품을 소싱.
베트남 최대 한국 식료품 판매점으로 K-Market, K-Food 그리고 인삼,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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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B2C, C2C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로 온라인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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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가공식품, 과일, 농식품 및 기타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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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ww.mkmanggis.com

2009

https://www.yes24.vn/

기능/효율적인 세련된 디자인 및 독특한 일반 소비재

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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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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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를 근거로 8년간 LED등, 헬스케어 제품. 이∙미용 뷰티케어와 피부
Our company’s main job scope are import and export.
323

체코

325

인도네시아

329

베트남

Eshel Solution s.r.o.

을 통해서 동유럽으로 시장을 확대를 하는 중
인도네시아 현지 마케팅 및 유통업체로 주요 아이템은 한국 화장품 및

PT. Jabez Singergi Global

식품을 수입하여 On/Offline에 유통하고 있음
E-HO GLOBAL is Korean trading company located in HCMC,

E-HO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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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K-Beauty 제품중 20~30대 위주의 색조 화장품 및 식품

2014

항균성 폴리백,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사무용품, 인삼 관련 식품

당사는 2014년 설립되어 무역업을 기반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

Vietnam. We concentrate on various kinds of material such as 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고무, MDI & Polyol, 화학원료를 수입 유통

MDI and polyol as well as food materials such as pepper,

하고 있으며, 또한 후추, 계피, 라이스 페이퍼, 커피과 한국산 과일을 취

cinnamon and coffee and even Korean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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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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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G Development West, LLC work with closely with sev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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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ing partners and project management firms in South

수입을 하고 있으며, 그외 미국시장 타겟의 사업 프로젝트 관련 파트너

Korea to do business with US market.

십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식품 - 가바쌀, 누룽지, 홍삼, 꿀, 자연 건강식품
2013

www.PDGD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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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의 건강식품, 코스메틱, 스마트폰 악세서리 품목에 관심이 많
습니다.
* 산업용 냉장/냉동고 품목: 산업용 물류 냉장고(과일,야채 창고용), 산
업용 냉동고, 조립식 냉장고
* 농업용 수송 관련 품목: 산업용 냉장 이동수단, 디젤-리퍼(dieselBaraka is a manufacturing, Import, export & indenting

powered reefer), 다이렉트 드라이브 유닛(direct drive unit), 벤 설치

company. We have regular business with Korea and interested 당사는 1989년 설립되었으며, 한국 기업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
352

방글라데시

M/S BARAKA INTERNATIONAL

to find new supplier from Korea. Our business is growing with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용 장비 및 금속 수입과 유통을 취급해왔으며,
reputation. We are equipped with strategic management

용 냉장 기기(van refrigeration unit), 저온 콜드 탑(eutectic cold top)
1989

소비재와 의료 제품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 식품 첨가제∙화학품 관련 품목: 이스트 제품, 영양 첨가제
* 비타민, 오메가3

practices.

* 음료수: 과일주스
* 농작 씨 관련 품목: 배추과(cole crops) 작물 씨 포함 농작물 씨.
* 의학 품목: 스핀 니들(spin needle), 봉합용 실과 바늘, 보톡스
(botulinum toxin) 주사제
* 냉장 가스

Shajeda & Co. is an importer of different consumer ,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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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M/S SHAJEDA & CO.(Juena)

and Industrial raw material products. They have very special
import permits in Bangladesh. They import mainly from China,
Korea and India. Korean quality products are their priority list.

* 산업용/소비자용 압축기(컴프레서): 냉장고용 압축기, 에어컨용 회전
당사는 2003년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소비재, 식품류, 산업용 재료를 수
입합니다. 주로 중국, 한국, 인도에서 수입하며, 고품질의 한국제품을 찾
고 있습니다.

압축기, 에어컨용 스크롤 압축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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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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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

1997

Lootkabazaar.com

화장품, 스포츠 용품

천연화장품 수입하는 디스트리뷰터

2007

n/a

천연 화장품, 친환경 화장품, 유기농화장품

developing new products to expand our range, and have an
international workforce committed to serving customers,
retailers and drop shippers from around the globe.
Our ranges are specially meant to suit all skin types. These
products are meant by the assistance of flowers, herbs, fruit
and mineral extracts and essential oils. By following the
372

인도

Sai Wellness

SWADESHI approach we are serving the foreign brands and
multinational companies. We are immensely capable of
making the perfect blend of scientific technologies with
master disciplines.
SC CONSALI EXPERT SRL founded in 2005, with the main

393

루마니아

SC CONSALI EXPERT SRL

wide area of distribution and continuously growing.

OC2A has estabilished to supply the solution for office and
commercial interior solutions supply and construction. Today,
395

프랑스

OC2A SAS

Consali Expert는 2005년 설립되었으며, 한국식품 및 아시안 식재료 수

purpose of introducing Asian products in Romania, offering a 입/유통/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 유럽내 아시안식품회사에서 수입/판매)

we buy products from China and east Europe to supply;
however we want to work with South Korean companies and
solutions for upcoming projects

2005

매년 지속적 성장하고 있음

www.KoreanFood.ro,
www.AsianFood.ro

PLDC기술을 이용한 사무실및 상가인테리어 필름제품(독점수입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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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루, 겨자, 각종 소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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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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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ww.enmal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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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중국

COPATECH (TIANJI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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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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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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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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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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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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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ww.thebestbuyer.com

화장품(브랜드. 비브랜드 가능)
스낵류(라면, 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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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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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말레이시아

424

중국

426

캐나다

중국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보유회사로 바오준은 현재 알리바바의 최대

SHANGHAI BAOZUN-CJ E-COMMERCE CO.

파트너사이며, 나스닥에도 상장해 있다. CJ오쇼핑과도 파트너쉽을 맺고

LTD

429

뷰티, 패션, 생활용품. 식품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Malaysia

GS홈쇼핑의 말레이시아 홈쇼핑 법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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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헬스,컴퓨터
·가전,패션

·잡화,식품,전기

·전자

HUIMAI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China

GS홈쇼핑의 중국 홈쇼핑 법인

2012

https://www.ugoshop.com/

생활/주방용품

2012

WWW.AMPACIPICGROUP.CA

뷰티 제품 (화장품), 헤어제품, 바디케어 제품

화장품, 식품, 건강용품, 생활용품

Ambrose Healt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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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www.baozuncj.com

Astro GO SHOP

Ambrose Health is a global sourcing and distributing

427

2016

있다

Ambrose Health Inc.는 client 가 원하는 제품을 경쟁력있는 가격이면서
도 양질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소싱 업체 입니다.

LANIX M

Trading company

러시아, CIS 국가 대상 종합무역회사

1994

www.lanixm.ru

홍콩

HONG TRADING LTD

Korean products distributer in HK and Macao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 판매함

2018

-

433

홍콩

The fortune korea (asia) ltd.

435

대만

YI SIANG DA LOGISTICS SERVICES CO., LTD

446

중국

AOMAO (Shanghai) Trad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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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17년 설립된 회사이며 스포츠용 기능성 식품 및 전자제품을
주로 수입하여 중국 국내 시장에 유통, 판매 하고 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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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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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타생활용품

에어프라이어등 주방용 가전/생활용품/석류즙등 건강식품
* 스포츠용기능성식품

2017

* 전자제품 (전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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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supplement.

소비재 수입 유통 및 브랜드 관리사

www.1577shop.com

화장품류, 식품류, 여성 내의, 주방용품 취급

Key No.

국가

회사명

회사소개(영문)

회사소개(국문)

설립년도

웹사이트

수입희망품목(국문)

Azami Company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97. Our
Company mainly do the service and trading business. From
the service business, Tenri Stamina Ramen Restaurant is the
first ever franchise ramen shop in Myanmar since 1997. The
restaurant was founded based on the dream to serve
authentic quality of Japanese taste. Azami Company is the
449

미얀마

Azami Co., Ltd

exclusive distributor of Yamato Protec Corporation in Japan
since 2016. We mainly import fire extinguishers and smoke
detector from Yamato Factories in Japan. We mainly
distribute not only in Yangon division but also upper and
lower part of Myanmar. Also Azami Company is the exclusive

동사는 1997년에 설립되어 미얀마 최초로 일본라면 프렌차이즈 텐리 스
테미너 라멘을 오픈함. 이 식당은 일본 본연의 맛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자니는 일본 야마토 프로텍사의 소화기와 연기탐지기를 2016년부터

1997

-

자동차 배터리, 식음료

들여와 미얀마 전역에 공급하고 있음
2017년부터 호주의 GmbH & Co KG사에서 렌징자켓과 렌징테입을 미
얀마 전자기계회사에 공급 중입니다.

distributor of Lenzing Plastics GmbH & Co KG in Austria since
2017. We are importing Lenzing Jacketing, Lenzing tapes and
distribute to all M&E Companies in Myanmar.

451

베트남

Supess Co., LTD

Our main business are export - import, service of entrusted

2018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중국으로부터 볶음 견과류 및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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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수입하여 베트남 현지에 판매하는 도매상. 소매사업까지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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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계획하고 있음.

retail system.

454

에티오피아

BEKER Pharmaceutical PLC (‘BE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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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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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KER은 에티오피아내에 헬스케어 (Pharmaceutical & Medical equipment) 시
장에서 가장 큰 수입/유통업체임.
한국의 DAEHWA, Huons, JEIL, Samcheondang 와 현재 거래중에 있음
연간 $3백~5백만불 수준으로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수입
을 진행하고 있음. 농산물, 시멘트공장 등 다양한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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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타분야에서도 사업 볼륨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연고, 파스, 밴드

457

베트남

GlOBAL CONNECTION CO,.LTD

Meet & more coffee franchize And Beauty sales

커피프렌차이즈 사업및 화장품 수입 유통업

2015

화장품 및 식품

459

베트남

Hoang Linh Group

construction facility maker and sales and start up business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 및 베트남 스타트업 전문위원및 설립자

2005

기계부품(냉장, 냉동부품)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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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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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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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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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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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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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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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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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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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S SHOP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Vietnam

GS홈쇼핑의 베트남 홈쇼핑 법인

2012

www.vgsshop.vn

뷰티(메이크업, 미백, 안티에이징), 건강식품

중국

HUIMAI

Joint venture with GS home shopping, operating in China

GS홈쇼핑의 중국 홈쇼핑 법인

2012

https://www.ugoshop.com/

미국

TRADE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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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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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490

493

U.S.A. IMPORTER, BUYER, DISTRIBUTOR OF GENERAL
MERCHANDISE, FOODS & VENDOR OF HOMESHOPPING
A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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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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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http://ktetr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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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also to set up their marketing and Sales network in India.
[B2C] : Korean Foods & Industrial Products Self-operation (4
shops covering North & East Area in India) Extending our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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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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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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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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turm Healthcare Technologies

equipment with best quality in its class. We focus on

2002

continues development in technology that meets quality and

https://www.spectrummumbai
.com/

체중관리제품, 스킨케어, 안티에이징, 주름개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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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Pric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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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ww.goodpric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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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