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OUL FOODTECH 2022·SEOUL FOODPACK 2022 · S
EOUL H

O
RECAT

EC
H

 2
0

2
2

 ·
 S

E
O

U
L 

FO
O

D
&

H
O

TE
L 

IN
T ’

L  
PA

V IL
LIO

N  2
022  ·  S

E OUL FIN E  FOOD  2 0 2 2  ·  SE OUL FOOD  IN GR E D IE N T 2022  ·  SEO
U

L PR
EM

IU
M

 FO
O

D
 2

0
2

2
 · SE

O
U

L D
ESSER

T&B
EVERAGE 2022 · 

2022. 6. 7(화)~10(금)

WEB DIRECTORY





3SEOUL FOOD 2022

  전시개요

통합명칭	 SEOUL FOOD 2022 (202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기         간	 2022. 6. 7(화) ~ 10(금) / 4일간

장         소	 KINTEX 제1전시장(1~5홀)

규         모	 28개국 962개사 1,735부스, 53,541㎡

주         최	

공동주최	

관람시간	 		2022. 6. 7(화) ~ 9(목) : 10:00-17:00 (입장마감 16:30)
	 2022. 6. 10(금) : 10:00-15:00 (입장마감 14:30)

  전시품목

Hall
1~2

Hall
3~4 

Hall
  5 

서울국제식품기기전(SEOUL FOOD TECH 2022), 
서울국제호텔&레스토랑기기전(SEOUL FOOD HORECA TECH 2022), 
서울국제식품포장기기전(SEOUL FOOD PACK 2022), 
서울국제식품안전기기전(SEOUL FOOD SAFETY 2022)

식품가공기기, 식품검사·분석기기, 주방·요식기기, 제과·제빵·커피기기, 식품위생기기, 푸드테크(로봇), 
포장기계 및 부품, 포장관련 기술, 식품운송장비, 주방가전, 친환경 식기류, 식품 관련 IT 등

서울국제식품전 국내관 (SEOUL FOOD DOMESTIC PAVILION)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금류, 유제품, 가공식품, 식품소재/첨가물, 건강기능/유기농, 
음료/커피/차, 와인/주류, 간편대체식(HMR), 디저트 등

서울국제식품전 국제관 (SEOUL FOOD INT’L PAVILION)
글로벌식품, 해외식품기업, 주한대사관 및 무역대표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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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행사

  제6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 & 테크 컨퍼런스 (GFTT 2022)
주       제	 Next Innovation-푸드의 미래
장       소	 KINTEX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
일       시	 2022. 6. 8(수) 09:30 ~ 17:00 
참 가 비	 200,000원 
주       최	                                       공동주최
후       원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30~09:40 개회식 개회사(KOTRA 무역투자데이터본부장)

09:40~10:10 기조강연 Global Food and Drink Trends 2022 Jenny Zegler I Mintel Global Food and Drink 
Associate Director

[ 세션 1 ] Business Innovation - 기업에 탄소다이어트가 온다

10:10~10:30 발표1 ESG 추진 : 물, 탄소, Waste 홍은기 I ㈜풀무원 상무

10:30~10:50 발표2 탄소중립 및 제로웨이스트 실현을 위한 로드맵 고청훈 I CJ제일제당 ESG센터 환경전략팀 팀장

10:50~11:10 발표3 공정 무역을 통한 기후변화 전략과 ESG 지동훈 I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 대표

11:10~12:00 패널토론 좌장 : 이승규 I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12:00~13:00 오찬

[ 특별세션 ]Trend Innovation - 엔데믹 시대, 푸드 패러다임

13:00~13:30 강연 앤데믹 시대, 공유주방이 나아갈 방향은? 박윤진 I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선임연구원

13:30~14:00 강연 엔데믹시대, 외식의 식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박찬일 I 로칸다몽로 셰프, 칼럼니스트

[ 세션 2 ] Global Innovation - 세계는 지금 미래로 질주한다

14:00~14:30 발표1 Future Food : Tackling Food and Climate Crisis Sara Roversi I Future Food Institute CEO

14:30~15:00 발표2
The Future of Food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Asia

Karen Lin Hooper I 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 Policy Lead at Science and Innovation Unit

15:00~15:20 휴식

[ 세션 3 ] Market Innovation - 엔데믹 시대를 관통하는 소비시장

15:20~15:40 발표1 엔데믹 시대, 변화하는 식품 제조업 김대환 I CJ올리브네트웍스 AI팩토리팀 팀장

15:40~16:00 발표2 경험이 일상으로, 온라인 시식 마켓 '식후경' 장진호 I 주식회사 푼타컴퍼니 대표이사

16:00~16:20 발표3
세대별 식품 경험(Food Experience)과 
가치 소비(Food Justice)

김은정 I 스테이정글 대표

16:20~17:00 패널토론 좌장 : 이동민 I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조교수

17:00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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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FOOD AWARDS 2022
수상제품

  Biz-Consulting
목      적	 해외참가업체와 국내 수입밴더 및 바이어간 1:1 상담
기       간	 2022. 6. 7(화) ~ 10(금)
장       소	 KINTEX 5홀 內 상담장 (5A701)

  국내 유통 바이어 상담회
목       적	 전시회 참가업체 내수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바이어와 1:1 상담 개최
기       간	 2022. 6. 7(화) ~ 9(목)
장       소	 KINTEX 3홀 內 유통 바이어 상담장

  오프라인 1:1 수출상담회
목       적	 글로벌 해외바이어 초청을 통한 참가기업 수출기회 제공
기       간	 2022. 6. 8(수)
장       소	 해외바이어가 직접 참가기업부스 방문 예정

수상분야 수상기업 수상제품 제품이미지

힐링

서민프레시 농업회사법인㈜ 자연을 담은 모듬부각

㈜서울칩 서울칩 철판김치볶음밥

농업회사법인㈜ 나은 제주향톡톡

강산소곡주 한산소곡주 생주 16%

이노베이션

농업회사법인 비엠푸드㈜ 1 분 단감소스 멸치볶음

웰피쉬㈜ 장어포(순한맛, 매운맛)

㈜아우노 아우노 천연 흑당시럽

태경농산㈜ 베지가든 숯불향 떡갈비/속이꽉찬 한입완자

기호식품

㈜베러댄베러 멜로팝 건조마시멜로우 시리얼

성경순만두 콘치즈만두

㈜선해수산 황홀태

농업회사법인㈜ 가야양조장 프리미엄 막걸리(가야, 님그리다)

수입식품

베스트로㈜ 카나리 스퀴즈 버터

㈜성유엔터프라이즈 토스키 카라멜 소스

㈜엠디에스 통살새우패티

㈜케이에스에프 잉글리시 티 샵

에코패키지 무림피앤피㈜ 펄프몰드

*SEOUL FOOD AWARDS 2022 시상식은 2022.6.7(화) 14:00, 3E301홀 전시관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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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
일시/장소	 2022.6.7.(화), 10:30~11:00 / KINTEX 3층 그랜드볼룸
참석인사	 주최 및 공동주최 대표, 협단체장, 주한대사 등
주요내용	 SEOUL FOOD 40주년 기념행사, 전시회 신규 BI 선포식

  KOTRA 60 & SEOUL FOOD 40주년 홍보관 및 디지털 컨텐츠 제작소
목         적	 KOTRA 창립 60주년, SEOUL FOOD 개최 40주년 홍보
기간/장소	 6.7(화)~10(금), 4일간 / 3홀 전시장 내
주요내용	 홍보영상, 포토존, KOTRA 해외 수출 플랫폼 소개 등

  서울푸드 라이브커머스 판매대전
기       간	 2022. 6. 7(화) ~ 10(금) / 4일간 
장       소	 KINTEX 제1전시장 내 LIVE 스튜디오 
내       용	 		서울푸드를 더 생생하게! 네이버 쇼핑 & 위쳇 & 타오바오 LIVE 등 방송 송출을 통한 온라인 판매 지원

  Korea Coffee Championship(KCC)
목         적	 WCC(World Coffee Championship) 출전 국내 대표 선발전
기간/장소	 6.7(화)~10(금), 4일간 / KINTEX 5홀 제1전시장
주최/주관	 스페셜티 커피 협회 한국챕터(SCA Korea Chapter)
호   스   트	 KOTRA
종         목	 Korea National Barista Championship(KNBC), Korea Coffee In Good Spirits Championship(KCIGS)	

세부 프로그램 

일정 6월 7일(화 ) 6 월 8일(수) 일정 6월 9일(목) 6월 10일 (금)

11:00 ~11:30
 

다나 &초소
(참가업체 : 

꽃담에프앤씨, 기룸, 
고래미, 머쉬웰)

   
다나 &초소
(참가업체 : 

안동농협,  알알이푸드, 
새농부팜)

11:00 ~ 11:30  
판매 대전

 
판매 대전

11:30 ~ 12:00 11:45 ~ 12:15  
판매 대전

 
판매 대전

12:00 ~ 12:30 12:15 ~ 13:00

준비 및 휴식

준비 및 휴식

12:30 ~13:00

준비 및 휴식 준비 및 휴식

13: 00 ~14:00 시상식 및 기념촬영

13:00 ~ 13:30 14:00 ~ 14:30

13:30 ~ 14:00   
마자몽

 
마자몽

14:30 ~ 15:00  
판매 대전

14:00 ~ 14:30  
在韩大丽丽

 
在韩大丽丽

15:20 ~ 15:50 　  
판매 대전

　

네이버 쇼핑 LIVE 타오바오 LIVE 콰이쇼우 LIVE 위쳇 LIVE 

다나 리리 마자몽 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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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표시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일        시      2022. 6. 7(화), 13:00~15:40	 	 장       소        킨텍스(KINTEX) 회의실 209호      
주최·주관     식품저널· 식품저널 foodnews

  2022 서울푸드 컨퍼런스 
일       시     2022. 6. 9(목)	 	 	 장       소	      킨텍스 209호
주       최    더바이어	 	 	 후       원       농식품부, KOTRA, 국제공정무역 한국사무소, GoyangCVB 
주       제    엔데믹 시대, 식품기업들의 고민과 미래 전략
대       상     ① 국내 식품업계 및 오피니언 리더       ② 농식품 정책 및 지자체 식품정책 관계자 등

프로그램                                                                                                                                                 좌장 : 최성락 동국대 교수 
시 간 분 내  용 발표자

13:00~13:20 20' 등록

13:20~13:30 10'
개회식 

인사말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13:30~14:10 40'
주제 1

소비자가 원하는 클린 라벨 트렌드 -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문경선 리서치 매니저 

(유로모니터)

14:10~14:40 30'
주제 2 

소비자 알 권리 확보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식품표시 간소화 방안
조윤미 상임대표
(미래소비자행동) 

14:40~14:50 10' 휴식

14:50~15:10 20'
주제 3

디지털 점자 표시 중심 식품표시 관련 정책 방향
박동희 과장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15:10~15:40 30' 종합토론

문경선 리서치 매니저 (유로모니터) 
조윤미 상임대표 (미래소비자행동)
박동희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민철 팀장 (풀무원 법규지원팀)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발표자

대주제 엔데믹 시대, 식품기업들의 고민과 새로운 전략

13:00~13:05 5' [개 회]  행사안내 및 발표자 / 발표내용 소개 사회자

13:05~13:10 5' 인사말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정책국장)

13:10~13:30 20'
발표 1 

환경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정책 방향
이수현

(농식품부 서기관)

13:30~14:00 30'
발표 2

밀키트 - HMR 산업의 변화와 신상품 전망
최은수

(한국 HMR 협회 자문)

14:00~14:30 30'
발표 3

공정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지동훈 대표

(국제공정무역한국사무소)

14:30~15:00 30'
발표 4

식품가공 부산물의 바이오매스 연료화를통한 ESG 경영 실천
안양규 교수

(건양대 임상병리학과)

15:00 폐회 및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안내 사회자



한국쌀가공식품협회

3E301

이천시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동시청

SEOUL FOOD(국내관) SEOUL FOOD & HOTEL(국제관)

소상공인협동조합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내유통바이어
상담장

한-아세안센터

LIVE
COMMERCE

KOREA COFFEE CHAMPIONSHIP

코리아 커피 챔피언쉽

헬프데스크 헬프데스크AVING NEW 헬프데스크빅
인사이트 공팔리터

서울국제식품기기전 서울국제호텔&레스토랑기기전 서울국제식품안전기기전서울국제식품포장기기전

카페테리아

SEOUL
FOOD

AWARDS
PAVILION

바이어
라운지

비즈니스
센터

비즈니스 센터
BUSINESS
CENTER

KOTRA
디지털 컨텐츠

제작소

KOTRA 60 &
SEOUL FOOD
40주년 홍보관

KOTRA
경제외교

BIZ 
CONSULTING

3E905 3E906 3F9063F905 4A9064A905 4B9064B905 4C9064C905 4D9064D905

3D903 3E904 3F904 4A904 4B904

3B901 3B902 3E903

3E902

3E901

3E801

3F903

3F902

3F901 4A903

4A902

4A901

4A801

4B903

4B902

4B901

4D904

4D903

4D902

4D901

4C904

4C903

4C902

4C901 4F902

3A25

3A24

3B802 3C802 3F802

3F801

3F804 4B802

4B801

4B804 4E804

3B801

3B703 3C703

3B701

3B803 3E803

3F803

4A803

4B803

4C802

4C801

4C804

4C803

4D802

4D801

4D804

4D803

4B703 4B706

4B701

4B603

4B601

4C603

4C601

4B704

4C701 4C704

4E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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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리미 3A2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복남
(58600)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125번길 123 (대양동), 
(주)가리미
031-2259-1118 / 070-4015-3811
www.k-garimi.co.kr
seaweed@k-garimi.co.kr@seaweed@k-garimi.co.kr
김(스시노리) 바다의 풍부한 영양을 품은 최고의 김을 만들기 위해 자연산 참
김포자(Porphyra tenera)를 이용해 전통 재래방식으로 1월~4월 사이에 키워
낸 원초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입니다. 검은 광택과 윤기가 도는 마른김을 최
적의 온도로 정성스럽게 구워낸 구운김은 김 고유의 맛과 향, 식감이 모두 뛰
어납니다. 입자 2.0mm 정도로 잔구멍이 없이 세밀하고, 향과 맛이 좋으며 특
히 품질과 가격 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야인터내셔널 3E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희정, 채종민
(06643)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7(서초동), 301-1호

02-561-7702 / 02-561-7701
http://www.gayaintl.com/index.html
sales@gayaintl.com
EMC 치즈

(주)가우리트레이딩 4D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대준
(1044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백석동, 동문타워II), 1002호
031-908-6390 / 031-908-6392
-
gauree@gauree.net
인도네시아산 코코넛 제품 
1. 코코넛 크림 fat 24   
2. 코코넛 밀크 fat 17   
3. 코코넛 밀크 파우더 fat 65   
4. 건조 코코넛

(주)강고집 3E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상철
(12128)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 130 (용정리), 
(주)강고집
031-575-0304 / 031-593-3309
kanggojip.kr
vskang@naver.com
천연조미료, 안주류, 건어물, 다시팩 등

(주)강남로하스 하남지점 3E4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철호
(12982)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947 (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 U1 
CENTER), C동 1005호
031-5180-3717 / 031-5180-3718
www.성신옥의설.com
shw@gangnamgyoja.com
망개떡, 밥알찹쌀떡, 단감떡, 오색찹쌀떡, 
앙금절편, 약식, 쑥굴레떡, 바람떡, 꿀떡 외 떡류

강산농원 영농조합법인 4E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민
(59450)
전남 보성군 웅치면 대산길 7 (중산리), 강산농원

02-3661-8388 / 02-6455-2930
gsfarm.net
gsfarmnet@naver.com
콤부차, 홍매실 발효액, 약곡 서리태 선식, 호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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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소곡주 3F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강산
(33625)
충남 서천군 한산면 종단길 301(단상리), 강산주조

041-953-5125 / 041-953-5125
www.한산소곡주.kr
gsbrewery@naver.com
한산소곡주 16, 火(불)소주 41 

(주)개미식품 4C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육현진
(132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7(상대원동), 
(주)개미식품
031-741-2202 / 031-741-2203
www.kemyfood.co.kr
gaemi2122@hanmail.net
곡물 과자

거제수출영농조합법인 3A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남기봉
(53284)
경남 거제시 거제면 화원1길 79 (옥산리), 
거제농산물수출영농조합법인
055-632-1490 / 055-636-1496
www.geojesunyuja.co.kr
geojeyuja@hanmail.net
유자가공품, 유자차, 유자빵

경성표고버섯농장 4B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진석
(40065)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3길 56 (송계리), 
경성표고버섯농장
070-8860-6681 / 054-933-6681
www.mushkim.co.kr
gowh87@naver.com
표고버섯

고래미(주) 3C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정진
(10858)
경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541-19 (축현리), 1층

031-904-8876 / 031-904-8870
www.goremipro.com
goremi@goremi.co.kr
수산가공품

(주)고수록식품 농업회사법인 3E4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근준
(33605)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인로1117번길 1 
(칠지리, (주)고수록식품)
041-952-9330 / 041-952-9331
gosufood.net
gosufood@daum.net
1.고수록 생모시 찹쌀떡 
2.고수록 생모시 콩고물 찹쌀떡 
3.고수록 생모시 두텁떡 
4.고수록 고소한 검정깨 두텁떡 
5.고수록 생모시 앙금 절편 
6.고수록 앙금 백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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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4D4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기상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교촌리, 고창군청), 4층 
농어촌식품과
063-560-2682 / 063-560-2529
www.gochang.go.kr/index.gochang
gksrlf123@korea.kr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

공덕농협축농산물가공사업소 3F5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홍길
(54320)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7길 4 (마현리), 
공덕농협 농산물가공사업단
063-545-9993 / 063-545-8883
nhkd.nonghyup.com
heybun@daum.net
떡국, 떡볶이

(주)과자의성 4B209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성조
(24859)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 3010 (노학동), 
(주)과자의성
033-632-9701 / 033-633-9703
www.cookie14.co.kr/main/main.asp
2021cookie@naver.com
만주, 쿠키

(주)광천김 3C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재유
(32297)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155-9 (옹암리), 광천김

041-641-4686 / 041-642-2395
kckim.com
nathan@kckim.com
조미김, 스시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3B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채왕균
(54065)
전북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운회리,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063-454-5256 / 063-454-5259
https://www.gunsan.go.kr/farm
pjs1364@korea.kr
잼류, 물엿류, 제과제빵, 곡류가공품 등

군산신영협동조합 4E2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봉희
(54027)
군산시 동신영길56

010-7652-2524 / 041-956-2524
www.군산신영협동조합.kr
ybha2350@hanmail.net
별미찬박대, 별미찬간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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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래미 4D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남종현
(24032)
강원 철원군 갈말읍 갈말로 32-30 (군탄리, (주)그래미)

033-452-9808 / 033-452-9809
www.glami.com
master@
여명808 
여명1004
다미나909 
천연양념 그래미 육향

(주)그린바이오 4D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심건섭
(17321)
경기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 201-19 (죽당리), 
그린바이오
031-631-8770 / 031-631-8772
greenbio.or.kr
sumarang@naver.com
홍삼, 음료 및 건강기능식품

그린원푸드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의순
(12032)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72번길 14-9 (가곡리), 
가동 나동
070-4153-9300 / 02-6442-4412
g1f.kr/
f3381795@naver.com
국내산 100% 유기농 원재료(주재료+부재료)만 
사용한 쌀떡과자 유기농쌀을 자체 떡공장에서 
떡을 만들어 건조기가 아닌, 자연풍으로 말린 자연 
그대로의 제조방식 수분함유량 조절로 퍼핑시 질감
과 맛을 살리고 영양소의 보존도를 높였습니다.

(주)글로벌제너레이션 4F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형철
(12268)
경기 남양주시 강변북로661번길 15 (수석동), 
글로벌제너레이션
0505-272-0135 / 0505-272-0136
www.globalgeneration.co.kr
noender@naver.com
비건콜라

(주)글로벌표준인증원 3E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재금
(14345)
경기 광명시 양지로 21 (일직동), T타워 1512~3호 
(주)글로벌표준인증원
070-7715-9856 / 02-899-4260
www.gsckorea.co.kr
planning@gsckorea.co.kr
식품/시스템인증서비스 
1.이브비건 2.CPNP/SCPN 3.글루텐프리 
4.에코바디스 5.AIB GMP 6.Non-GMO 
7.FDA FOOD 8.EU FOOD 9.HALAL

(주)글로비스얼라이언스 4D7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승희
(12950)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778번길 34 (신장동), 4F

070-4254-5323 / 031-796-5520
www.aunatural.co.kr
jay.allinone@gmail.com
착즙주스, 유기농커피, 닭꼬치, HM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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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룸 4B1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윤정
(25107)
강원 홍천군 남면 흥성길 233 (화전리), 1층

033-435-0717 / 070-7545-1778
GHIRUM.CO.KR
VALUE@GHIRUM.COM
비건김치
향신양념 6종
한식 푸드 컨설팅

(주)기센코리아 3B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기섭
(12820)
경기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167번길 68 (신현리), 3층

031-751-6192 / 031-755-0375
www.gourmetestplace.com
fnbihfo@giesenkorea.co.kr
소시지, 햄, 아티장치즈, 크래프트맥주

(주)기연스 3B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기연
(22551)
인천 동구 송현동 99-8, 2층

032-772-5169 / 0504-396-9982
smartstoer.naver.com/giyounscaramel
giyoun71@naver.com
도라지, 다크초코, 카라멜, 백복령, 다크초코, 
카라멜 생강, 다크초코 카라멜, 구기자 다크초코, 
카라멜 구지뽕, 다크초코 카라멜

기혼상사 3F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용진
(14581)
경기 부천시 부흥로303번길 43 (중동, 그린타운), 
지층 5호
032-325-1962 / 032-325-9267
www.kuksu.biz
jireh62@naver.com
메밀국수

길경영농조합법인 3E2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일례
(17314)
경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393번길 100-12 
(내촌리), 1층
031-631-0905 / 0504-439-4339
www.dorag.kr
dorag2000@naver.com
도라지즙
도라지청
도라지정과
홍도라지청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식품대전) 4D7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나민
(61958)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사업실
062-611-2213 / 062-611-2209
foodshow.kr
food@foodshow.kr
호남권 최대 규모 종합 식품 전시회
남도미식, 로컬푸드 특화
호남권 시장 진출의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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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맥아식품 3F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진수만
(10008)
경기 김포시 하성면 가금로 421 (양택리), 김포맥아식품

031-998-0969 / 031-988-7866
www.kimpomaca.co.kr
kimpomaca@naver.com
18곡 미숫가루
검정깨검정콩죽
슈퍼곡물건강죽

㈜ 꽃담 에프앤씨 4B2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미경
(11136)
경기 포천시 신북면 깊이울로 118 (심곡리), 꽃담청
031-532-1222 / 054-256-4545
smartstore.naver.com/cotdamchung
cotcha@naver.com
식용꽃과과일 허브를 블랜딩한 제품입니다. 
크림꿀 : 인삼잣크림꿀 장뇌삼크림꿀 외. 
허니스프레드 : 장미딸기스프레드 팬지블루베리스
프레드 유자스프레드 외. 
허니수제청 : 허니로즈 허니애플진저 허니레몬 허
니자몽 외.

(주)남광식품 3A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선자
(49467)
부산 사하구 장평로132번길 7 (장림동), (장림동)

051-263-9821 / 051-262-0765
www.namkwangfood.co.kr
namkwangfood@naver.com
조미김, 마른김, 스낵김, 자반볶음, 구운김, 
건미역 등

(주)남도농산 4D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병하
(59211)
전남 강진군 작천면 홍교로 173-12 (삼열리), 남도농산

061-3998-0009 / 061-434-8228
www.ndnsmall.com
ndnsyun@naver.com
여주차, 콤부차, 새싹보리, 귀리선식

남안동농협가공사업소 4F1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기봉
(36755)
경북 안동시 남후면 농공길 45 (광음리), 
남안동농협가공사업소
054-858-8085 / 054-858-7149
n-gochu.com
nh707058-1@nonghyup.com
고춧가루, 장류, 유지류 등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병섭
(55721)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517-1,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063-626-7722 / 063-626-7721
miguri.com
miguri2013@naver.com
1.전복품은 남원추어탕 350g 
2.남원엔 미꾸리추어탕 400g 
3.활미꾸라지로 맛을 낸 남원추어탕 300g 
4.혼자먹는 남원추어탕 300g



SEOUL FOOD 2022

16SEOUL FOOD 2022

(주)네오크레마 4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기수
(05702)
서울 송파구 중대로 211 (가락동, 나은빌딩), 
4층 네오크레마
070-4860-0866 / 02-401-4087
www.cremar.co.kr
jhpark@cremar.co.kr
갈락토올리고당, 아미노산, 맞춤형프리바이오틱스, 
3D 푸드트린터, 고령친화식, 유기농 소재, 대체육, 
OEM/ODM 등

(주)네이처빌 4A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연화
(0763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94 
(마곡동, 문영 퀸즈파크12차), 605호
02-1800-5190 / 02-3665-8556
https://www.naturevil.com
business@naturevil.com
한끼든든쌀국수, 쌀국수 소면, 
흑미쌀냉면(물냉면/비빔냉면)

네이처퓨어코리아(주) 4B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상준
(5730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031-6, .

061-383-8653 / 061-383-8654
npkor.co.kr
naturepurekorea@naver.com
건강기능식품, 건강지향성식품, 일반식품,
식품소재, 코코헬스, 초임계오메가, 유기농효소,
낙산균, 효모, 효모추출물, 식물성저분자단백

논뜨락산뜨락 영농조합법인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상훈
(32914)
충남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3 (덕평리), 아동

041-734-3784 / -
http://논뜨락산뜨락.com
bambyoel1@gmail.com
논뜨락 딸기잼, 마시는 아침사과

농업회사법인 (유)메밀꽃피는항아리 4B4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현미
(55791)
전북 남원시 수지면 두곡길 17 (고평리), 
메밀꽃피는항아리
063-625-9198 / 063-636-9198
www.nangmanbooboo.com
ts971002@naver.com
모짜렐라 치즈가래떡, 낭만부부떡볼, 
낭만부부치즈뱅뱅, 소스 등

농업회사법인 (유)소담식품 4B4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소순곤
(55705)
전북 남원시 보절면 보산로 1054-17 (황벌리)

010-3657-0245 / -
www.소담미소.kr
sodam8833@naver.com
전통장류, 유지류



SEOUL FOOD 2022

17SEOUL FOOD 2022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웅치마을영농회 4B4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미아
(55803)
전북 남원시 주천면 웅치길 39 (송치리), 웅치마을영농회

063-635-2157 / 063-625-9610
www.곰재강정.com
aldk6909@naver.com
옥수수강정, 들깨땅콩강정, 참깨쌀강정

농업회사법인 (주)가고파힐링푸드 4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금정
(51219)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177 
(삼계리, 강원약초농산), 가고파 힐링푸드
055-295-1611 / 055-295-1671
www.gagopahealingfood.co.kr
kangwon-han@daum.net
샤인머스켓 콜라겐 젤리, 파인애플 콜라겐 젤리, 
흑더덕 배즙, 흑더덕 진액

농업회사법인 (주)가야양조장 4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이덕
(50851)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6번길 79-1 (명동리), 1층

055-342-9003 / 055-342-9005
www.gaya brewery.com
joycho22@hanmail.net
가야프리미엄, 님그라다 프리미엄막걸리

농업회사법인 곤충킹(주) 4A1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순철
(10517)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9 (행신동), 1층

031-972-3737 / 0504-219-7632
www.bugsking.co.kr
bugsking68@naver.com
곤충식품 
1.건조고소애 
2.건조귀뚜라미 
3.고소애분말

농업회사법인 김재식헬스푸드(주) 4D7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재식
(38912)
경북 영천시 대창면 병암길 22 (병암리)

054-331-1375 / 054-331-1376
www.drkims.co.kr
podomaul2003@naver.com
과일즙, 채소즙, 과일잼 등

농업회사법인 ㈜나은 3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동철
(42709)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55 (신당동, 일신테크노밸리), 
408호 (주)나은
053-642-6300 / 053-642-6301
sweetgoback.com
mommoya0401@naver.com
자연마을 과일착즙주스
나은 과일시리얼 프룻밀
감귤말랭이 제주향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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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넉넉한사람들㈜ 3D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덕회
(27105)
충북 제천시 백운면 구학산로2길 38-35 (평동리), 
넉넉한사람들(주)
070-4251-5188 / 0504-035-5188
https://smartstore.naver.com/plentypeople
odary12@naver.com
사과즙, 사과당근즙, 타트체리주스, 
오미자청스틱, 배도라지생강스틱, 
빨간양파즙, 어린이도라지배즙

네이처오다 3F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변동훈
(31443)
충남 아산시 음봉면 고룡산로 104 (산정리), 네이처오다

010-5170-7172 / 0504-070-6610
www.natureoda.com
natureoda@gmail.com
달칩 초코샌드, 현미, 서리태

농업회사법인 (주)네이처팜 3D7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예정수
(38326)
경북 청도군 화양읍 학산토평길 257-18 (유등리), 
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
054-373-7561 / 054-373-7563
www.nfdry.com
dauphin@daum.net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스홍시, 
각종 건조과일, 각종 냉동과일

농업회사법인 (주)네이콥 3D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선황
(2812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133-3, 133-3

010-2474-7623 / 070-7789-6666
www.dongae-ran.com
nacop.info@gmail.com
계란제품
동물복지 자유방목 유정란(생란/반숙/구운) 
동물복지 유정란(생란/반숙/구운) 
1등급계란(생란/반숙/구운)

누룩공방배나무실(주) 3E6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소영
(1040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율천로7번길 12 (정발산동), 
1층 배나무실
031-902-4992 / -
baenamusil.com
baenamusil@naver.com
유기농미미유 찹쌀 요거트, 유기농 쌀누룩 소금

농업회사법인 (주)돋움 4B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정수
(28923)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341 
(우진리), (주)돋움
043-543-6003 / 043-544-4003
http://www.dodumbio.com
dodum_bio@daum.net
대추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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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들애초 3A1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의식
(25366)
강원 평창군 방림면 들모고개길 11 (운교리), 들애초농산

033-333-6200 / 054-200-6200
drecho.co.kr
choiboston@naver.com
절임식품, 건나물 등

디자인농부 4B2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요섬
(548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1-130 (도도동), 디자인농부

063-542-5328 / 063-226-5322
www.designnongboo.com
nongboo66@gmail.com
선식류(미숫가루, 콩가루, 팥가루) 
차류(보리차, 돼지감자차, 팥차)

농업회사법인 ㈜마로만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병세
(33026)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43번길 9 (양산리), 
마을회관 앞 건물
041-732-2209 / 0504-025-2009
https://smartstore.naver.com/ybs625
ybs625@hanmail.net
불로마 분말, 닥터마 유산균, 백수오백숙재료, 
전통수육재료, 건조대파, 건조청양고추, 
건조돼지감자

농업회사법인 모시올(주) 3E4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영훈
(57037)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신길1길 59-14 (신하리), 1층

061-351-3904 / 063-353-3904
www.mosiall.com
mosiall@naver.com
모싯잎송편, 모시인절미

농업회사법인 (주)벗드림 3E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성욱
(46563)
부산 북구 덕천로247번길 3 (만덕동), 2층

051-337-3762 / 0505-281-3762
-
butdream9@naver.com
감천막걸리, 볼빨간막걸리, 라이스퐁당, 
볼빨간막걸리잼, 볼빨간막걸리비누

농업회사법인 비엠푸드(주) 4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승갑
(5118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정렬대로 92 (동정동), 1층

055-251-9096 / 055-251-9053
비엠푸드.com
bmfood21@daum.net
1분단감소스멸치볶음, 창원단감쌀강정, 단감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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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싱사이더 컴퍼니 4B1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대로
(27447)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인담길 35-1 (탑평리), 
댄싱사이더 컴퍼니
02-719-1616 / 043-722-2844
www.dancingcider.com
sales@dancingcider.com
댄싱사이더 컴퍼니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최고 품질의 애플사이더를 만들고, 
크래프트 문화를 전파하는 
오리지널 크래프트 사이더 하우스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악산그린푸드 3A10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함승우
(25013)
강원 양양군 양양읍 포월새말길 41-50 (포월리)

033-672-8787 / 033-672-8787
www.sgreenfood.co.kr
osaeg@chol.com
레토르트비빔3종
삶은나물 2종
동결건조 5종 
장아찌류 5종

(주)수복 4A209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미
(21644)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183 (고잔동), 
후이즈스마트타워 209호
032-451-7981 / 032-451-8002
www.subok.co.kr
subok2020@naver.com
농업회사법인 수복㈜은 3대째 계승되어 내려온 도라지 
정과 제조기술을 계승하여 현대기술인 급속동결건조 
및 구증구포 기술을 적용하여 원물이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을 증가시킨 새로운 흑도라지 흑삼등을 연구개발 
및 제조가공을 합니다. [주요사업 : 구증구포 흑도라지 
흑삼등 연구개발 제조가공]

농업회사법인 (주)승화푸드 3D4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분남
(11168)
경기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113-23 (방축리), 
(주)승화푸드
02-907-6041 / 02-907-6045
www.seunghwa.net
seunghwafood@naver.com
밀키트(meal kit)
밑반찬 소포장
벌크 제품

농업회사법인 아람농장(주) 4E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선주
(38497)
경북 경산시 진량읍 가야로 319 
(가야리, 농업회사법인 아람농장), 아람농장
053-854-4421 / 053-857-4421
aramfarm.co.kr
lsk@aramfarm.co.kr
국내산 과일을 껍질째 갈아만든 건강 음료 
어린이 과일 스틱 젤리

농업회사법인 (주)엠브이푸드 3C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동옥
(17509)
경기 안성시 보개면 불현길 8 (불현리), 
농업회사법인(주)엠브이푸드
031-672-7723 / 031-677-7713
www.mvfood.co.kr
mvfood@daum.net
통삼겹스테이크오븐구이
통목살스테이크오븐구이
바베큐폭립소금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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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예당식품(주) 3D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동복
(32446)
충남 예산군 응봉면 장구미길 17-7 
(지석리, 농업회사법인 예당식품 주식회사), 예당식품
041-333-0749 / 041-333-0746
www.yedangfood.co.kr
admin@yedangfood.com
착즙주스 및 혼합주스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주) 3E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경기호, 이승애
(2835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로18번길 5-2 (사천동), 1층

043-218-7689 / 043-218-4725
sjbrewery.co.kr
kkhoss@hanmail.net
이도
유기농 이도 14
우도땅콩전통주

농업회사법인 (주)영풍 3F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재곤
(42712)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64 (호산동), 
농업회사법인(주)영풍
053-593-4787 / 053-584-4788
www.ypfoods.co.kr
trade@ypfoods.co.kr
요뽀끼 매콤달콤 떡볶이
라볶이 치즈 
맛다믄 햇쌀떡국떡

농업회사법인 (주)유로팜스 3D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철용
(12071)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73번길 64 (내각리), 3층

02-1670-2584 / 
eurofarms.kr
info@eurofarms.kr
버터, 치즈

농업회사법인 (주)유비무환 4B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유경
(52305)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94 (정서리), 1층 
농업회사법인(주)유비무환
055-884-1349 / 055-883-1349
yubimuhuan.com
spo333@yubimuhuan.com
기관지 면역 기능 개선 식품 
유비무환 정화 소화기 기능 개선 식품 
유비무환 순환 여성을 위한 액상차 
지담-월차 남성 활력 개선 식품 
유비무환 맨파워

농업회사법인 (주)제주자연식품 4D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상진
(633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1길 18 (조천리), 
제주자연식품
064-782-0011 / 064-784-9999
nfc.ejeju.net
euna7375@naver.com
액상차(과실차) : 한라봉차, 유자차 
풋귤차 벌꿀 : 제주벌꿀 
잼류 : 한라봉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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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조인와이너리 3E2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무청
(17348)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1380번길 65 (증포동)

010-8260-0103 / 031-633-1000
joinwinery.modoo.at/
joinwinery@gmail.com
조인와이너리 과실주(딸기, 복숭아) 
조인와이너리 브랜디

농업회사법인 (주)청도원감 4A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진석
(38348)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574 (신도리), 청도원감

054-372-0940 / 054-372-0930
www.dadidan.com
wongam@dadidan.com
반건시, 감말랭이

농업회사법인 (주)청보마을 3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태웅
(42054)
대구 수성구 세진로 49 (만촌동)

053-741-2989 / 053-715-1833
www.ckjang.com
cbmaeul@naver.com
1.낫또볼(또콩치즈, 블루베리, 요거트) 
2.낫또견과(와사비낫또, 코코넛낫또) 
3.또콩 생청국장알(동결건조 생청국장) 
4.생생낫또 스틱(3.5g x 30봉) 
5.청국장가루, 청국장환

코리아식품 4A1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현욱
(38902)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7 (삼포리), 
농업회사법인(주)코리아식품
054-333-9960 / 054-333-9961
oldmaster.co.kr
koreafood86@gmail.com
막창, 닭발 가공식품

농업회사법인 (주)태동현 4D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동욱
(38817)
경북 영천시 임고면 매호운천길 92-16 (매호리), 태동현

054-337-0009 / 054-337-0059
tdh0808.com
reherb00@naver.com
사과즙, 양배추즙, abc쥬스, 호박즙, 도라지배즙

농업회사법인 (주)한반도 4A2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배강찬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내리리, 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 R&DB센터 1307호
053-854-7666 / 053-852-5542
hanbandokr.com
hanbando@hanbandokr.com
대추 및 대추가공품, 경산 건대추, 경산 대추칩,
경산 대추진액, 경산 대추발효초, 
경산 대추선물세트 (1-4호), 신선차 12/20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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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크레이지피넛(주) 4B2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백희순
(49315)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산학관 423호
051-1544-5898 / 0504-313-3989
crazypeanut.co.kr
cp5272@daum.net
볶음땅콩 210g, 400g, 
신안땅콩 210g
땅콩오일 250ml

농업회사법인 태선F&B 3E2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태선
(17343)
경기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663

010-7194-3256 / -
m.smartstore.naver.com/oojung3
oojung3@naver.com
이천쌀 김부각
보리식혜
복숭아병조림

농업회사법인 하늘농가(주)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고화순
(12128)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273번길 9 (용정리), 사무실

031-563-5637 / 031-563-5613
www.onskyfarm.com
miso5637@naver.com
바로 데워 먹는 반찬 렌지쿡 시리즈, 
산채나물비빔밥, 곤드레비빔밥 류

농업회사법인 하얀햇살(주) 3E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태우
(50049)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농공길 54 (이은리, 하얀햇살), 
사무실
055-964-1455 / 055-964-1452
www.hsun.co.kr
hsun1452@hanmail.net
굿볶이 GOODPOKKI(컵, 파우치, 라볶이) 떡볶이는 떡, 야채, 어묵을 
소스나 고추장과 함께 곁들여 먹는 한국의 국민 간식입니다. 
· 상온 보관 즉석 떡볶이 HMR      · 간편한 조리가 가능한 떡볶이 
·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 12개월 
·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분말 소스  · 전자레인지 or 팬 조리가 쉬운 조리법 
5 flavours 1.Original (Sweet & Spicy) 2.Jjajang (Black bean) 3.Hot 
(Spicy Hot) 4.Cheese 5.Carbonara

농업회사법인 한만두식품(주) 3F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남미경
(11431)
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371번길 63 (도하리), 
한만두식품
031-826-8826 / 031-874-8825
https://hanmandushop.com/index.html
hanmandoo1@naver.com
만두류

농업회사법인 홍성풀무㈜ 3E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해근
(32283)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1길 78 (금평리), 홍성풀무(주)

041-631-6249 / 041-631-6207
https://www.62banga.com
hspm@daum.net
쌀스틱, 꽃소떡, 한입쌀호떡, 떡볶이Her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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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업회사법인 휴먼웰 3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석용도
(42975)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130 (노이리), 휴먼웰

053-652-3341 / 053-652-0305
www.humanwell.co.kr
yd21suk@hanmail.net
조미김, 김밥김, 김스낵

누리영어조합법인 3B2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송금
(59108)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4길 38 (죽청리), 
누리영어조합법인(본사)
061-553-8147 / 061-553-8149
www.nuricorp.com
jeonboknuri@naver.com
냉동전복, 전복가공제품

뉴로팩 4A2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고의석
(13403)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상대원동, 크란츠 테크노), 1509호
010-6246-2758 / 0504-032-2758
www.neuro-pack.com
info@neuro-pack.com
신선식품 선도유지 포장재 항균포장재 천연물질 
항균추출물 친환경 종이 파우치, 튜브 생분해성 
해조류 PLA 불가사리 탄산칼슘 PLA 친환경 바이오
매스 펄프용기

뉴트리게이트 4C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승태
(10215)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230-19 (가좌동), 1층

070-5676-5676 / 031-975-5674
nutrigate.co.kr
onjs365@naver.com
K흑삼

늘봄식품 3F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범진
(11486)
경기 양주시 삼숭로58번길 108-11 (삼숭동), 늘봄식품

010-8952-0287 / 070-4290-5264
https://xn--wh1br1rlue6mv.com
bj0277@naver.com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쵸콜릿가공품

다농농장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은송
(3223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74-1, 다농팜

02-1522-2102 / 0504-162-6041
https://smartstore.naver.com/danong_farm
gloryak@naver.com
당당한 구아바잎차, 신의선물 구아바롤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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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 3B209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양희문
(59108)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95 (죽청리), 1층

061-552-5551 / 061-552-2234
www.dashimachonbok.co.kr
ysy5022@naver.com
전복해초비빔밥3종, 한까전복스테이크 눈꽃전복, 
다시마전복장 등

다온파파푸드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문영
(5509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동3길 17-5 
(효자동1가, 동방 아로채 2단지), 201동 501호
010-7399-7907 / 063-252-0045
-
daonpapafood@naver.com
닭날개, 오징어볶음밥, 닭날개볶음밥

(주)다인소재 4C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태호
(1682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동, 분당수지 U-TOWER), A동 8층
031-705-1700 / 031-705-4100
dynesoze.co.kr
yjjo@dynesoze.co.kr
식품첨가물 기능성 소재 하이드로콜로이드 감미료

(주)다정 4E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경진
(11131)
경기 포천시 영중면 영일로97번길 28 (금주리), 
주식회사 다정
031-542-6656 / 031-543-1375
www.damizle.com
trade1@damizle.com
아이슈어 그래놀라풀믹스쉐이크, 액상차류, 
분말차류, 음료 파우치, 콤부차, 샤인포도청

(주)다정 4F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철중
(27819)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수로 371 (사곡리, (주)다정), 
(주)다정
043-533-9960 / 043-534-7669
www.kgs.ne.kr
boykim3@kgs.ne.kr
커피류

(유)다해식품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오경환
(54515)
전북 익산시 망성면 여강로 927 (장선리, (유)다해식품)

063-862-2333 / 063-862-2334
www.dahaefood.com
dahaefood@naver.com
녹차양념젓갈
새우젓
액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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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푸드 3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채림
(26300)
강원 원주시 호저면 매호로 251 (매호리), 단미푸드
070-4468-2497 / 033-748-7374
http://danmeefoodkorea.com
danmeefood@naver.com
레인보우큐브치즈 미국산 캘리포니아 생 크림치즈와 과일농축액을 
블랜딩하여 만든 국내유일 얼려먹는 과일큐브치즈 ! 기존 냉장치즈와는 
다르게 방부제 같은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아서 냉동 보관을 기본으로 
하며 ! 아이스크림처럼 간단하게 ! 샐러드,빙수,플레인요거트 토핑으로 색
다르게 ! 치즈를 녹여 빵, 베이글 위에 스프레드해서 아침식사 대용으로 ! 
크래커에 얹어서 카나페로 만들어 분위기 있는 홈파티 음식까지?? 
다재다능한 치즈 ! 레인보우큐브치즈 !

(주)달구지푸드 3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용환
(42968)
대구 달성군 논공읍 농공공단길 10 (금포리), 
(주)달구지푸드 1층
053-593-5910 / 053-593-5911
dalgooji.kr
dal5910@naver.com
막창류

(주)달시 4C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손민규
(14598)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73번길 46 (상동, 대양훼미리코아), 
7층 씨23호실
010-6379-2047 / 02-2651-8702
dalcy.co.kr
dalcy6004@hanmail.net
"푸룬밤, 평화로운 아침"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스틱이면 충분합니다! 
손민규 대표는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국과 한방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습니다. 1. 푸룬과 깔라만시의 완벽한 조화!  : 푸룬과 깔라만시의 최고
의 비율! 그래서 푸룬밤은 맛도,효과도 좋습니다. 2. 오직 2가지 과일로만! 
: 오직 과일 2개(푸룬과 깔라만시)만 넣었습니다. 3. 1스틱당 16Kcal! : 칼
로리 걱정하지 마세요! 단 16Kcal! 4. 누구나 섭취 가능! :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도 푸룬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담화컴퍼니(주) 4A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재욱
(06536)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7 (반포동, 브랜드칸 타워), 
10층 술담화
070-5014-1282 / 0504-012-0363
www.sooldamhwa.com
info@sooldamhwa.com
1. 전통주를 큐레이션해서 만든 담화박스 
수많은 전통주들을 맛보고 분석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술담화의 신제품 '바텐더의 막걸리'
전형적인 막걸리와 다르게 나만의 막걸리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DIY컨셉의 막걸리입니다. 14도의 높은 도수, 최적
의 당도와 산도. 살균을 통한 품질개선.

(주)대광에프앤지 4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안광수
(50968)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30-2 (내삼리), 
대광에프앤지
055-323-4121 / 055-323-4123
www.dkfng.com
dkglobal@naver.com
맛김치, 포기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등 
김치류 전제품

(주)대덕바이오 4A6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성창근
(32710)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공단로 57 (신평리), 
(주)대덕바이오
070-5014-4847 / 042-822-2287
www.dbio.co.kr
info@dbio.co.kr
힘센 라이스, 위아체 라이스, 위아체 쌀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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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두식품 3E4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성용
(0673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7길 51 (서초동, 요한빌딩), 
2,3,6F
063-450-3500 / 02-586-4388
www.idaedoo.com
shong@idaedoo.com
대두식품은 1983년 창립되어, 약 40년의 경력으로 앙금 뿐만 아니라, 식
품 소재는 물론, 쌀가루, 배기를 넘어 양갱과 냉동생지 및 떡, 화과자, 빵
류 등의 완제품까지 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햇쌀마루나 화과방 
등 브랜드를 통해 생산합니다. 대두식품은 '대한민국 앙금의 역사'라는 자
부심을 바탕으로 한국의 맛과 솜씨를 널리 알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 나가며 우리의 맛을 전파합니다.

(주)대신물산 4B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종수
(50857)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290 (본산리), 대신물산

055-343-5834 / 055-343-5996
www.konnyaku.co.kr
konyakuds@naver.com
1.두부쌀곤약국수 
2.비지쌀곤약국수 
3.곡물발효효소 첨가 현미곤약밥

(주)대왕 3A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명규
(50455)
경남 밀양시 초동면 범평로 132 (범평리), (주)대왕

055-391-2111 / 055-391-7799
www.idaewang.com
abc123@idaewang.com
가쓰오부시엑기스, 가쓰오부시농축액, 
사바부시엑기스, 가쓰오다시, 비건소재, 
가쓰오소재, 해물가쓰오엑기스, 굴가쓰오엑기스 등

(주)대조에프앤비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성재
(12189)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445, (주)대조에프앤비

031-559-2633 / 031-559-2636
-
yh-0113@naver.com
과자류, 초콜렛, 캔디

(주)대호식품 3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경출
(12774)
경기 광주시 오포읍 수렁개길 31 (문형리), 관리동

031-768-4330 / 031-768-4332
www.carpe.co.kr
daeho2030@naver.com
음료 제조 파우더
농축액
자동커피머신

대흥식품 4A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욱
(36707)
경북 안동시 영호3길 15 (옥야동)

070-8860-7642 / 031-5186-6032
www.betterthansugar.co.kr
btxeleven@gmail.com
배러댄슈가 조청 과일잼, 
조청 카라멜(땅콩, 소금,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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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모어푸드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민경필
(12187)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259-31 (녹촌리), 2동

031-529-0208 / 0303-3443-6068
-
elegancemin77@gmail.com
바삭하고
우유랑바삭하고
그래놀라바삭하고

(주)더빈트 4B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표대규
(08512)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5차), 1410호
02-558-7756 / 02-558-7780
-
mgh4472@beant.co.kr
간편대체식(HMR)

더옳은협동조합 4E2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황의민
(56400)
전북 고창군 심원면 선운대로 2355-22 (용기리), 
더옳은협동조합
063-224-6786 / 063-564-1653
www.더옳은.com
therightcoop@naver.com
도라지정수, 약도라지쌍화차, 오리지날쌍화,
오리지날쌍화견과플러스선물세트

(주)더원네이처 4D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장문
(11160)
경기 포천시 송선로 219-47 (설운동), 더원네이처

031-543-9317 / 031-543-9310
www.theonenature.com
theonenature@naver.com
당귀분말 등

(주)더홋브루어리농업회사법인 3E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나래
(17314)
경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474번길 410-24 (우곡리), 
더홋브루어리
031-633-1085 / -
thewhot.com
thewhot0@gmail.com
스노이(프리미엄이천쌀맥주)
블랙스노이(프리미엄이천흑미맥주)
치고이너바이젠(집시의노래)
분나(풍미가득커피맥주)
고담(도시의맥주)

농업회사법인 (주)데이웰즈 4B2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황정흥
(38898)
경북 영천시 영천아이시로 106-108 (봉동), (주)데이웰즈

070-5056-5436 / 0504-985-0962
www.daywellz.co.kr
daywellz00@naver.com
어린이 전용 냉동 밀키트 '키즈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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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리아제과(주) 4F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현묵
(31533)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192번길 46 (행목리), 
데코리아제과(주)
041-534-8500 / 041-534-5577
www.decoriaconf.co.kr
export@decoriaconf.co.kr
데코레이티드 캐릭터 젤리&초콜릿 롤리팝

도원두레영농조합법인 3E2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태은
(17414)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천로 216-30 (와현리), 
도원두레영농조합법인
031-632-3256 / 0504-499-1356
https://smartstore.naver.com/dowondoore
dowondoore@naver.com
장호원복숭아동결건조스낵
올리고당 딸기잼
피치빈스 스프레드

동림푸드 3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형익
(25437)
강원 강릉시 사천면 한과마을길 58 (노동리), 
동림푸드(주)
033-648-8811 / 033-648-8814
www.donglimfood.com
250ho@naver.com
동결건조 식품 간편조리식품 HMR 즉석국

㈜동양수산 4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성수
(33494)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3길 120 (창동리), (주)동양수산

041-934-0891 / 041-935-8228
www.dysskorea.com/en
actonis@daum.net
K-새싹귀리 간장김, K-숯불향BBQ김,
K-SPICY火김, 오터몽어린이김, CA+(올리브김),
청해심돌자반김, 청해심돌김, 선해심재래김

유)동이식품 3C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일경
(54526)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72 
(다송리, (유)동이식품), 동이식품
063-852-2425 / 063-853-2426
haemirak.co.kr
dongefood2425@naver.com
김

동화푸드 3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지연
(24899)
강원 속초시 농공단지2길 16-11 (대포동), 동화푸드

033-0944-6611 / 033-635-5563
http://www.donghwafood.co.kr
ljy6622@naver.com
젓갈, 수산물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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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DOORI)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수일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암천로 11 
(목리, 이지더원아파트), 117-116
010-8243-4731 /
https://duduklab.modoo.at
kangsuil9@gmail.com
더덕포(오리지널, 알리오올리오, 매콤), 
새싹더덕페스토, 더덕 밀크, 더덕고추장장아찌, 
더덕피클

두손푸드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구성규
(56131)
전북 정읍시 칠보면 칠북로 734 (백암리, 두손푸드), 
두손푸드
063-537-1784 / 063-533-1785
doosonfood.co.kr
kookh@doosonfood.co.kr
낙지김치죽 마시는죽 10종

(주)또로록식품 4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영임
(50877)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안길 50-20 (내삼리), 
또로록식품
055-328-3568 / 055-328-3569
slowmom.cafe24.com
rnswh8080@naver.com
또로록식품은 소스를 대량생산하는 소스전문 업체입니다. 
당사가 특허 개발, 사업화한 대형믹서기로 빠른 시간내에 입자를 곱고 
잘게 분쇄하여 제조된 제품이 비해 시간적으로도 육안적으로도 차별성을 
보여주며 입자가 곱고 잘아 향미가 오히려 증감되어 소스의 맛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로록식품은 남녀노소 모두
가 좋아하는 양념육을 개발하여 신선육과 조합하여 단가를 낮추고 상품의 
질을 올려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점차 자리잡고 있습니다.

뜰아래(식품) 4F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노시무
(55769)
전북 남원시 광한북로 31-3 (금동), 
전북 남원시 광한북로 31-3, 1층
010-6591-8338 / 063-626-6944
https://cafe.naver.com/soojaecha
nhosimoo@daum.net
대추차 100ml, 대추차 300ml

라삼 농업회사법인(주) 4B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아
(36009)
경북 영주시 단산면 단곡로21번길 27-13 
(단곡리, 유심농장), 라삼농업회사법인(주)
010-5682-7247 / 054-633-7247
lasham.modoo.at
yushim3@daum.net
산양삼추출액, 건조산양삼

(주)라온오가닉 4B7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천월순
(21125)
인천 계양구 효서로 385 (작전동, 현대2차아파트), 
상가동 2층 27호
070-8833-1662 / 032-549-0951
http://www.raonorganic.com
weolsoon@hanmail.net
락토아연(락토페린), 초유추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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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이스존 4A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종덕
(15107)
경기 시흥시 정왕천로 155 (정왕동), 3라402

031-434-2144 / 031-497-9988
ricezone.co.kr
ricezone1@hanmail.net
아이엠 백미, 흑미, 보리 누룽지

(주)라파스 4C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도현
(07793)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1길 62 (마곡동, 라파스), 
식품사업부
070-4483-9173 / 02-392-3012
http://www.raphas.com/kr
food@raphas.com
주식회사 라파스 식품사업부 핏콩은 단백질 간식 
전문 브랜드로 ‘슈퍼푸드 타이거넛츠 제작소, 핏콩’
으로 알려진 2030 MZ세대에 인기를 받고 있는 
브랜드이다. 1. 핏콩바(10종) 2. 핏콩 단백질 테이
크아웃 3. 핏콩 그래놀라 (3종) 4. 핏뷰 콜라겐 젤리
(2종) 5. 타이거넛츠 분말

(주)레이푸드트레이딩 3C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소영
(07517)
서울 강서구 양천로 97 (방화동, 강서신협), 5층

02-2663-1904 / 02-2662-1904
rayfoodtrade.net
rayfood@daum.net
칠면조 베이컨

림스상사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석호
(12187)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66, 림스치킨

031-593-4250 / 031-591-4251
www.limschicken.co.kr
limsceo@hotmail.com
림스홍삼치킨
림스인삼치킨
림스오리지날

(주)립멘 3B3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윤덕
(22126)
인천 미추홀구 길파로 43 (주안동, (주)립멘), 립멘

032-865-8166 / 032-865-8171
www.lipmen.co.kr
lipmen@lipmen.co.kr
선도유지제, 산소흡수제, 가스흡수제

(주)마누타타 앤 아마조나스 코리아 4C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은희
(16270)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59번길 27 (영화동), 1층

010-3968-3585 / 0303-3442-3577
www.manutata.pe
ski603@naver.com
브라질너트 "Healthy, natural and sustainable 
food" Amazon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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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루종합식품 3B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은혜
(41496)
대구 북구 팔달북로8길 76-1 (노원동3가), 마루종합식품

053-355-3501 / 053-355-7293
maroofood.com
maroofood@nate.com
꼬치 및 육류 간편식

(주)마산푸드 3C3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영식
(5171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8 
(신포동1가, 마산푸드), (주)마산푸드
070-4334-4032 / 055-243-4777
barimall.co.kr
msfood@masanfood.co.kr
밀키트 및 수산물

만선영어조합법인 3C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차호식
(56408)
전북 고창군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498 (자룡리), 
해찬미소
063-563-3223 / 063-561-0300
www.foodreal.co.kr
mansuncha@hanmail.net
절임식품, 떡류

(주)말고기연구소 3D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황대진
(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성로 43 (삼도이동), 1층

064-758-8250 / 064-758-8251
www.instagram.com/jejuhorselab
jeju@horselab.kr
말고기 육즙 소시지 (T236) 
말고기 육포

(주)맘마유농업회사법인 3E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맹영주
(31477)
충남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819-24 (구령리), 맘마유

041-1661-3860 / 0505-365-6252
www.mammayou.com
mammayou@naver.com
이유식밀키트(냉장)
죽밀키트(냉동) 
아기쌀과자

(주)맘메이크 3F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인애
(10831)
경기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482-68 (방축리), 가동

031-947-8485 / 031-957--8248
www.mommake.com
mommake88@gmail.com
비건단백질미숫가루, 더 비건 그린, 
더 비건 스위트 진한단백 우둔살+진한단백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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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스제과 4F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성범
(13230)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26번길 8, (주)맘모스제과

031-741-2000 / 031-748-1788
www.mammos.co.kr
mammos325@gmail.com
쌀과자, 통밀과자, 현미쌀과자, 쌀두부스낵, 
기타 스낵 & 캔디 등

(주)맛찬들백미식품 3E4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양동규
(11163)
경기 포천시 화합로 309 (동교동), 맛찬들백미식품

031-544-6732 / 031-542-5152
www.baekmee.com
bmfood@hanmail.net
맛찬들쌀소면, 절구통떡국떡, 날씬이 쌀떡볶이

매일식품(주) 3B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오상호
(57927)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6 (선평리, 매일식품(주)), 
매일식품(주)
063-860-3326 / 061-752-2227
www.maeilfood.com
maeil340@maeilfoods.com
김치겉절이양념, 닭갈비양념, 된장찌개양념, 
떡볶이양념 등

매크로통상(주) 4C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예승유
(0677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AT센터), 1502호

02-6300-8181 / 02-6499-2559
www.imacro.co.kr
macrocom@imacro.co.kr
가공식품 잼, 소스, 오일, 과자류

맹여사푸드 4D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명숙
(27862)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674-45, 맹여사푸드

043-534-8839 / 043-534-8834
www.manghong.co.kr
hongsam2010@daum.net
홍삼음료

머쉬웰(주) 4F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호성
(28046)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360 (방축리), 
머쉬웰 주식회사
031-813-6100 / 031-902-5477
www.mushwell.com
kicheol9620@gmail.com
차(티백), 가정용버섯재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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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 안동소주 4F1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재서
(36619)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6길 6 (괴정리), 
명인 안동소주
054-856-1988 / 054-856-6909
www.adsoju.com
wwpck@hanmail.net
안동소주

(주)모전식품 4B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재일
(50310)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로 197-1 (모전리)

031-389-1850 / 031-478-1853
fabank.net
fabank05@naver.com
사골엑기스

(주)모카씨엔티 4F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은석
(34362)
대전 대덕구 대전로1291번길 133 (대화동), 
(주)모카씨엔티
042-721-6112 / 042-721-6114
http://www.mochacnt.com
anycafe7114@hanmail.net
코나 마일드 로스트
아라비카
스테비아스위트 코나라떼

몸엔용바이오 농업회사법인(주) 4D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안종호
(2813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414 (석성리), 
녹용가공센터
043-715-7707 / 043-216-4345
www.momnyoung.com
nihao@momnyoung.com
녹용가공품

문경오미자밸리영농조합법인 4E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종락
(36990)
경북 문경시 신기산단2길 39 (신기동), 문경오미자밸리

054-552-9000 / 0505-997-9001
omijamall.co.kr
prookwin@naver.com
오미자 음료군

문장대천마농원식품 4B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애경
(37150)
경북 상주시 내서면 신촌2길 17 (신촌리)

054-536-5058 / 054-536-8381
www.cheonma.co.kr
hujfood@naver.com
건강식품, 건강즙, 천마제품, 돼지감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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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담에프엠 4C4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미혜
(27676)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153번길 91 (삼정리)

043-2085-2133 / 043-881-2135
-
admin@meedamfm.com
조미식품 및 식품첨가물

미네스팩토리 4E7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다현
(26460)
강원 원주시 혁신로 19 (반곡동), 203호
033-742-2889 / 033-742-2889
https://minesfactory20210101.modoo.at
minesfactory@naver.com
감밀지락 감밀지몽 감밀지천 헤이즐넛존잼 에스프
레소존잼 THE 단:마토 잘자스스틱 슈퍼믹스, 표고 
슈퍼믹스, 흑임자 슈퍼믹스, 쑥 슈퍼믹스, 쌍화 레몬
탄산수 허먼즈 칠리소스 슈프리저칼로리잼, 유자 슈
프리저칼로리잼, 블루베리 슈프리저칼로리잼, 딸기 
슈프리저칼로리잼, 사과

미립물산(주)x OFI 3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당빈
(0662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코리아비즈니스 센터 
빌딩 1808 호
02-3473-4550 / 02-3473-4552
milips.co.kr
ml.corp@milips.co.kr
미립물산 : 코코아 및 견과류 제품 코코아 신제품
(Cocoa powder, Cocoa liquor,Cocoa butter). 
Ofi : Cocoa, Coffee, Edible nuts, Dairy, Spice.

미성패밀리(주) 4B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온재만
(05602)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89 (삼전동, 미성빌딩), 미성빌딩

070-4188-3815 / 02-419-4189
http://www.msfgo.co.kr
jkim@misfgo.co.kr
초콜릿, 쿠키, 과자, 아이스크림, 젤리, 초코바 외

(주)미쓰리 4B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경진
(12729)
경기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 54 (신월리), (주)미쓰리

031-767-4516 / 031-797-5249
www.missleefood.com
misslee-fair@naver.com
복합조미식품(떡볶이소스, 육수)

(주)미인골드 3B3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명원
(22126)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330 
(주안동, 주안 J Tower 1차 지식산업센터), 609호
032-818-1246 / 0504-469-1246
www.meingold.kr
info@meingold.co.kr
마심 티골드(24K 디자인식용금박+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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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트코리아 4A1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호혁
(38902)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7 (삼포리), 
1층 미트코리아
054-336-2929 / 054-335-0029
meatkorea.co.kr
meatkorea1@gmail.com
가정간편식, 안주, 야식, 반찬 등 
다양한 축산가공품

(주)밀앤스토리 3E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오세용
(41841)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20길 32 (중리동), 
주식회사 밀앤스토리
053-522-5580 / 053-522-5581
-
mstory2020@nate.com
냉동떡볶이, 냉면, 쫄면, 맛국수

(주)바이오션 4C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성권
(0859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가산동), 
가산2차 SK V1 에이피타워 1426호
02-353-8256 / 02-353-8257
www.biocean.co.kr
bioocean@naver.com
건강기능식품

(주)바이오푸드랩 3F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용표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구로동, 마리오타워), 
1411호
070-7410-1411 / 070-7410-1430
www.biofl.co.kr
hskim@biofl.co.kr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

(사)반딧불나눔복지재단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미정
(31728)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565 (중흥리)

041-358-7133 / 041-358-7134
https://smartstore.naver.com/haenarubugak
1217mjm@daum.net
해나루빠삭뽀삭부각(김, 미역, 다시마, 고추 등)

밥강도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규호
(54018)
전북 군산시 해망로 354 (해망동, 군장오션스퀘어), 
밥강도
010-5333-9594 / 063-461-3600
www.babkangdo.com
951895@hanmail.net
간장게장, 수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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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델코리아 4C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현진
(18512)
경기 화성시 정남면 고지3길 34 (고지리, 베델홈타운), 
1층
031-378-6870 / 031-376-3592
www.bedelkorea.com
bedel33@daum.net
프리미엄비타골드 (건강기능식품) 
코리아 파인맥스 (건강기능식품) 
레드파인파워골드 (건강식품)

(주)베러댄베러 4E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손선미
(16954)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영덕동, 흥덕IT밸리), 
B1101
070-4610-2675 / 070-4610-2674
bettercorp.kr
info@bettercorp.kr
마시멜로우
시리얼 솜사탕
과자류

베럴댄(BETTER THAN)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영선
(32946)
충남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333 (우기리), 베럴댄

041-735-7707 / 0504-005-1173
https://smartstore.naver.com/os-love
os-love@naver.com
프리미엄 꽃뱅이환
베럴댄 포 맨

베스트로(주) 3D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부종일
(13815)
경기 과천시 중앙로 408 (과천동, 골든빌딩)

02-503-7200 / 02-502-0448
www.ibestro.com
ibestro@naver.com
뉴질랜드 앵커 버터, 휘핑 크림, 치즈, 
영국 밀락골드 휘핑 크림, 카나리 포션 버터, 
스퀴즈 버터 등 최고급 Grass fed 유제품

(주)보라티알 3F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성칠
(06084)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6 (삼성동, 성일빌딩), 4-6층

070-7011-5578 / 02-6442-5704
www.boratr.co.kr
mskang35@boratr.co.kr
파스타, 소스, 올리브유, 유제품, 육가공, 스낵, 
음료, 향미유, 케이크, 커피

(주)부광에프엔지 3A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충근
(49277)
부산 서구 원양로 1 (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B-601,602
051-201-3001 / 051-980-5009
www.bukwangfng.co.kr
bk254@naver.com
고등어, 구이생선, 고등어 및 삼치 등 필렛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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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엘에프씨 4C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도백
(37112)
경북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841, (주)비엘에프씨

070-4285-6518 / 02-307-7257
www.tkfoods.com
tkfoodshq@naver.com
선식, 미숫가루, 누룽지, 그래놀라

(주)비케이바이오 4B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혁준
(633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38 
(한동리, BK bio), 비케이바이오
070-8787-0606 / 070-8787-1997
www.bkbio.com
info@bkbio.com
제주산 과채류 착즙 및 농축액(한라봉, 감귤, 풋귤, 
레드비트, 케일, 조릿대), 
해조류추출액(감태, 톳, 우뭇가라리, 모자반) 등

(주)비케이엠 4F4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재훈
(18469)
경기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영천동), 701호

031-718-7020 / 031-718-4021
www.i-bkm.com
marketing@i-bkm.com
유제품(치즈, 버터, 파우더)

(주)비티엔 4B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병열
(31538)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9224호(공학관)
041-910-3539 / 041-901-4247
bt-nature.com
bt-n@bt-n.co.kr
제품명 : 뉴트리마인 3초 비타민 스파클링 
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특징 : 마시는 프리미엄 비타민, 3초 비타민

빅마마씨푸드 4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원주, 박근량
(53000)
경남 통영시 도산면 평리길 4-67 
(도선리, 빅마마씨푸드(주))
055-646-3979 / 051-980-6544
www.bigmamafood.co.kr
bigmamafood@naver.com
다시팩, 타블렛조미료, 분말, 다시백 등

(주)빙그레 4E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창원
(12253)
경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5 (다산동, (주)빙그레),
(주)빙그레
02-2022-4303 / 0502-790-7110
www.bing.co.kr
yskim@bing.co.kr
1. 리치데어리스프레드 12.5kg 
2. 밀람 휘핑크림 (독일산) 1L 
3. 프레지덩 크림치즈 (미국산) 1.36kg, 13.6kg 
4. SOS(slice on slice) 치즈 80매 (장당 12.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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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뻐꾸기 3E5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구자홍
(28023)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6길 7, (대덕리, 뻐꾸기)

070-4241-5975 / 070-7614-2581
http://www.cuckoofoodshop.com
whistlebird@naver.com
쌀토마토고추장떡볶이, 뻐꾸기 강황 떡볶이, 맑은
물 떡볶이떡, 괴산순정농부쌀떡국

(주)사옹원 3C2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상규
(27739)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196 (두성리), (주)사옹원
070-4763-9060 / 043-883-4251
saongwon.com
yllee@saongwon.com
냉동식품 
-  부침명장 : 김치전, 부추전, 동태전, 깻잎전, 계란옷 입은 고기완자, 오미산적, 

녹두전, 감자전, 해물파전, 소고기 육전, 새우전, 고추전, 고기완자, 호박전 등 
-  튀김공방 : 김말이튀김, 오징어튀김, 고추튀김, 단호박튀김, 고구마튀김,  

유린기, 명태강정, 찹쌀치킨스틱, 유린기, 꿔바로우, 깻잎튀김, 칠리새우,  
크림새우, 우유튀김, 새우튀김 등 

-  아르미(해외수출품목) : 야채전, 해물파전, 오코노미야끼, 녹두전,  
김말이튀김, 새우튀김, 단호박튀김, 우유튀김, 꿀호떡, 도너츠 등 

-  봄단비(학교급식메뉴) : 산적류, 완자류, 전류, 김말이류, 튀김류,  
고로케류, 꼬치류, 후식류 등

사임당푸드(영) 3E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해주
(56442)
전북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551 
(덕정리, 사임당복분자한과), 551
063-561-5986 / 063-561-5989
www.saimdangfood.kr
sdf5986@naver.com
고메시루디저트떡, 사임당제주오메기떡 외 전통떡

밀알복지재단 기빙플러스 4F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정길
(05825)
서울 송파구 중대로 156 (가락동, 태정빌딩), 6층, 
기빙플러스
070-8708-9690 / 02-3411-4779
www.givingplus.co.kr
jsyoon@miral.org
식품기부 ESG 캠페인

산나래 4E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혜미
(38317)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1길 83 (학산리), 산나래

054-371-1125 / 0505-440-8544
http://sannarae.co.kr
sannarefarm@naver.com
작두콩차, 여주차, 우엉차, 연근차, 작도찐차

산돌식품 3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호성
(25117)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009-9 (상오안리), 산돌식품

033-435-1010 / 033-435-1459
www.sandolfood.co.kr
sandolfood@naver.com
떡볶이, 냉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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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식품 3A2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남창우
(42721)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127 (월암동), 3층 삼선식품

053-585-0768 / 053-634-2113
www.samsunfood.com
samsunfood@hanmail.net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조미가공품, 양념육

삼장협동조합 4E209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병희
(32747)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선길 20 (하옥리, 농협하나로마트)

041-751-4790 / -
www.samjang.co.kr
mylove2208@naver.com
삼이야 디저트홍삼
홍삼페이스트(액상차)
스마트아이홍키즈(액상차)

(주)삼진씨앤에프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태희
(12182)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17번길 63-82 (창현리), 
주식회사 삼진씨앤에프
031-559-9473 / 031-559-0766
www.samjin.net
master@samjin.net
미니프레첼
초코찰떡파이
초콜릿바

(주)상경에프앤비 3C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광희
(33011)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100 (동산리), 
주식회사 상경에프앤비
041-742-3311 / 041-742-3310
www.sangkyungfnb.com /https://funtable.co.kr
skfnb1985@naver.com
소스 및 기타가공품류 
곡류가공품류(시즈닝, 파우더, 염지제) 
간편식(HMR, 밀키트) 
기타가공식품

상주시농업기술센터 4E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낙두
(37154)
경북 상주시 발산로 71 (초산동), 미래농업과

054-537-5433 / 054-533-2023
sja.sangju.go.kr
nymiy7392@korea.kr
식초, 와인, 꿀, 도라지농축액

새농부팜 4A210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덕근
(36855)
경북 예천군 지보면 암천길 230-1 (암천리), 새농부팜

070-4143-6131 / 0504-377-6107
www.박덕근참기름.com
deokkn@naver.com
크림벌꿀



SEOUL FOOD 2022

41SEOUL FOOD 2022

(주)새롬푸드농업회사법인 3E2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배금주
(17407)
경기 이천시 모가면 대월로 201 (소사리, (주)세롬푸드)

031-632-1958 / 031-632-1955
-
bkj20001@naver.com
쌀가루, 찹쌀가루, 옥수수가루 등 곡류가공품, 
슈가파우더, 분당 등

새만금그린푸드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광자
(54010)
전북 군산시 풍전4길 46 (소룡동, 새만금그린푸드), 
새만금그린푸드
063-467-2255 / 063-467-2266
www.sggreenfood.com
arafood1977@naver.com
다시팩, 건조미역, 기타가공수산식품

(주)샐러드팜 4B4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문성, 김태훈
(1709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15 (삼가동), 1층

031-339-7678 / 031-339-7679
salad-farm.com
saladfarm1@naver.com
샐러드

㈜생활한방연구소 4A2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현수
(02444)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31가길 9 (휘경동, 상주빌리지), 
201호
02-964-1010 / 02-964-1011
www.baragilife.com
office@hanbanglife.com
천연 건강식품 브랜드 "바라기" 
1.배도라지 젤리 "또랑또랑" 
2.강화약쑥액 "따뜻따뜻" 
3.숙취해소제 "말똥말똥" 
4.남성활력 스틱 "뿔근뿔근"

(주)서라벌푸드 3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준수
(41750)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16길 16-9 (상리동), 서라벌푸드
010-5372-4499 / 053-289-3380
www.seolabolfood.com
0317davin@hanmail.net
서라벌푸드 일정한 온도에서 자연해동 방법을 통해 원육의 신선
도를 유지, 온수해동시 발생될 수 있는 원육 변질과 잡내를 차단
하고 공정과정 내내 신선도를 유지하여 해동 후 자동화 세척 공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HACCP인증을 통해 최상의 육질의 막
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 오븐에꾸운 돼지막창 
오븐에 꾸운 소막창 HMR 간편식(양념막창/ 양념닭발> 숙성돼지
막창, 숙성 소막창 (가정용)

서민프레시 농업회사법인(주) 4A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유진
(36847)
경북 예천군 호명면 피실길 30 (직산리, 서민프레시), 
서민프레시
054-653-7668 / 054-652-7668
smfresh.kr
smfresh@smfresh.kr
부각 (김, 우엉, 다시마, 사과, 비트, 고추, 모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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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 4F1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남시호
(36617)
경북 안동시 풍산읍 미내길 127-4 (소산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
054-858-8232 / 054-858-8231
pskimchi.co.kr
nh707119-1@nonghyup.com
김치

(주)서울칩 3F6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희원
(1364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00 
(창곡동, 창곡동 509번지), B07호
010-3707-6322 / -
https://smartstore.naver.com/seoulchips
seoulchips@naver.com
철판김치볶음밥누룽지
치즈누룽지
퀴노아누룽지
코코넛누룽지

석곡농업협동조합 4A6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승준
(57559)
전남 곡성군 석곡면 강변로 5 (석곡리), (강변로5)

061-362-3042 / 061-363-8610
www.seokgok.nonghyup.com
nh605056@naver.com
1. 백세미 수제 가마솥 누룽지 
2. 백세미 수제 컵누룽지

(주)선해수산 3C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심의헌
(12784)
경기 광주시 광남안로 39-12 (태전동), (주)선해수산
031-763-0845 / 031-769-2188
www.sunhae.kr
gtrade@sunhae.co.kr
1) 델리황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A, 칼슘, 철등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한 황태로 만든 건강 자연식품으로 황태 특유의 군내와 비린
내를 없애 어린이 영양간식이나 안주, 다이어트 영양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2) 피쉬팝 단백질이 풍부한 고급어육인 알래스카 명
태연육을 밀가루가 아닌 라이스페이퍼에 구워 만들어낸 생선스
낵으로 다양한 영양과 바삭한 식감으로 누구나 즐길수 있는 영양 
스낵 영양 안주입니다.

성경순만두 3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은동
(41803)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76길 5 (비산동), 1~2

053-571-4253 / 053-571-3305
nabjak.com
untilmor@naver.com
만두

(주)성유엔터프라이즈 4F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재석
(07378)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39 (대림동, 성유빌딩), 
4th Floor
02-847-7752 / 02-847-3153
www.sungyou.co.kr, www.cafe57mall.co.kr
claire@sungyou.co.kr
토스키 시럽/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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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식품 3F5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병찬
(11025)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61 (전곡리), 성찬식품

031-835-1704 / 031-835-0596
www.sungchan.co.kr
sungchan1979@hanmail.net
끓임용누룽지
간식용누룽지
누룽지스낵

(주)세미원푸드 3B4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중우
(05854)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송파 테라타워2), 
A 동 1306호
02-7331-7331 / 02-3012-1003
www.semiwon.co.kr
CS@SEMIWON.KR
마라탕면 외

세연식품 4B4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승연
(42993)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2길 14 (유곡리), 
세연식품 대구공장/본사
053-812-8003 / 053-812-2223
farmerst.co.kr
seyeon333@naver.com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냉동제품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4F2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오준
(04080)
서울 마포구 토정로 174 (창전동,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세이브더칠드런
02-6900-4482 / 02-2126-4044
www.sc.or.kr
hyeuk.kim@sc.or.kr
국제아동구호NGO

(주)세준에프엔비 3E5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승용
(25107)
강원 홍천군 남면 흥성길 53 (화전리), (주)세준에프앤비

033-432-9246 / 033-436-9247
www.sejun.co.kr
hoyalee@sejun.co.kr
K-BOB 쌀 떡국 4종(멸치육수, 사골 육수, 닭 육수, 
쇠고기 미역국), K-BOB 쌀 떡볶이 오리지널 3종(
매운맛, 짜장맛, 치즈맛), K-BOB 노미트 쌀 떡볶이 
4종(매운맛, 짜장맛, 치즈맛, 로제맛)

(주)셀푸드인터네셔널 4B2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종진
(38347)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5 (월곡리), 
셀푸드인터내셔널
054-371-0015 / 054-371-9876
cellfood.kr
cf100@cellfood.kr
고구마 가공식품 누드 아이스 군고구마 하루견과 
고구마칩 허니버터 고구마말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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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아래 3F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추경희
(36011)
경북 영주시 단산면 동원로 402-23 (동원리), 소백산아래

054-633-2488 / 054-633-2484
www.hanbugak.kr
hanbugak@naver.com
전통부각

(주)솔뫼에프엔씨 3B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규복
(32288)
충남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499-24 (벽계리)

070-7743-7018 / 041-642-7018
http://www.kcgim.com
solmoi0010@gmai
조미김, 자반, 김밥김, 원초

수산식품산업화 기술지원센터(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3B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진수
(53064)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 
(인평동, 경상대학교해양과학대학), 수산가공관 102호
055-772-9282 / 055-772-9283
rcids.gnu.ac.kr/rcids/main.do
180600@gnu.ac.kr
가정간편식 수산가공식품, 수산가공품

수피랑 3A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요섭
(53205)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하해안로 1459 (유계리), 수피랑

010-4715-6741 / 0504-212-6741
https://soopirang.modoo.at
pro_kwon@naver.com
액상차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4D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황숙주
(56015)
전북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 (쌍암리),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063-650-6010 / 063-653-8710
www.쉴랜드.com
biorux@iosc.re.kr
커피 및 허브류

(주)쉐프스푸드 3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일
(04781)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65 (성수동2가, 협성빌딩), 202호

02-529-4135 / 02-529-4132
https://www.chefs.co.kr
jhj0802@chefs.co.kr
가공식품, 축산물, 치즈, 파스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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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인식품 3A09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순희
(46717)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1013번길 58 (명지동), 승인식품

051-271-3399 / 051-955-3390
smartstore.naver.com/seunginfood
kam1983@nate.com
참기름, 들기름 
대한민국 식품의 대표 항신료인 참기름, 들기름을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부문 유일한 
대한민국 전통명장 이자 1호 전통명장으로 자부심
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식품저널 4F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대일
(0859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가산동,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02-3477-7114 / 02-3477-5222
www.foodnews.co.kr
foodinfo@foodnews.co.kr
월간식품저널 
주간식품저널
식품유통연감

(주)신승하이켐 4C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병소
(0667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3길 18 (서초동, 한솔빌딩), 4층

02-783-5541 / 02-785-5881
www.sshichem.com
sshichem@kita.net
천연 보존료 폴리리신, 천연 항균제 발효식초분말, 천연향신료(겨자분), 
바이오 바닐린, 단백질 결합 효소제 TG, 건조필름배지 MCMP, 바닐
라(빈, 씨드, 추출물), 프리미엄 정제어유(오메가-3 지방산), 청량감 있
는 산미료 사과산, 대체불가원료 식물성크림분말, 천연 유화/결착제 돈
단백 분말, 식물성 천연 유화제 대두분말, 콩취가 없는 탈지대두분말, 
고기 같은 조직대두단백, Color food 건조야채분말/후레이크, L-멘톨

(주)신안천사김 3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동혁
(58820)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로 368-20 (학교리), 
(주)신안천사김
061-246-7312 / 061-246-7311
kimnara.com
nuri.choi@yemat1004.com
조미김, 김부각, 해초샐러드, 떡류, 누룽지

신화당제과 4A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성차
(52948)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5길 54-17 (율대리), 신화당제과

055-673-8773 / 055-673-8774
www.shdconf.com
attinino@naver.com
우리쌀아몬드전병, 우리쌀파래전병, 
우리쌀흑임자전병, 우리쌀로 만든 인절미스낵

싱그런협동조합 4E210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안경자
(24399)
강원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247-13 (고은리), 1층

070-4224-8900 / 0505-855-8900
www.singgreen.biz
master@singgreen.biz
싱그런 쌀, 싱그런 피땅콩, 싱그런 잣, 
싱그런 스틱꿀, 싱그런 현초, 
싱그런 참기름 들기름, 
싱그런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부각, 흑도라지 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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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쏘이마루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석우
(12188)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347번길 11 (답내리), 
주식회사 쏘이마루
031-559-9009 / 031-511-5752
www.soymaru.co.kr
soy9009@hanmail.net
쏘이마루는 기존 채식제품들의 여러가지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종류의 맛있고 건강한 콩고기, 
채식 식품을 연구, 개발하여 콩불구이, 쏘이까스, 
쏘이너비안, 쏘이스테이크, 콩햄, 쏘이후라이드, 
채식만두 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주)쓰리비 네트웍스 3B3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형원
(21695)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113번길 48 (고잔동), 3층

032-821-8779 / 032-821-8770
www.thetime.or.kr
bar_3bnetworks@gmail.com
견과류바, 단백질바

(주)씨나브로코리아 4E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한솔
(10557)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26 (삼송동), 1층

02-3486-5001 / 02-6442-0657
www.b2bgelato.com
cinavrokorea@hotmail.com
디저트원료
젤라또원료, 기물, 부자재 
초콜릿
차류

씨에스에프(주) 4D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동현
(47905)
부산 동래구 연안로58번길 7 (안락동), 씨에스에프(주)

031-698-2103 / 031-734-0258
www.csfood.com
csfjjr@csfood.com
설탕, 솔비톨, 전분, 당류

(주)씨월드 3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학도
(24899)
강원 속초시 농공단지1길 30 (대포동)

070-4447-2333 / 033-633-0658
www.sea-world.co.kr/eng
lhd0659@hanmail.net
김부각, 연근부각, 다시마부각, 호박부각, 
고추부각, 우엉부각, 고구마부각, 비트부각, 
꽃게부각, 황태 부각, 부각 믹스

아나농(아름다운 나라의 농부)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민솔
(33361)
충남 청양군 장평면 락지리 188, 아나농

041-943-1223 / 0507-1351-1503
www.ananong.com
ananong@kakao.com
전통발효식품(찹쌀고추장, 3년숙성콩된장, 
전통국간장, 청국장, 매실발효액 등), 
전통고추장 만들기 체험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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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람 3F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진태
(34360)
대전 대덕구 대전로1364번길 21 (읍내동), 아람

042-624-1181 / 042-624-1183
http://www.aramfood.co.kr
aram_2020@naver.com
1) 전통음료 - 식혜, 단호박 식혜, 수정과, 
    홍삼 식혜, 배도라지 식혜 등 
2) 떡볶이 - 냉동 떡볶이 : 오리지널, 국물, 강정, 
    기름, 로제 떡볶이 
    - 컵 떡볶이 : 매콤, 짜장, 로제, 라볶이 등

아로마라인(주) 4D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동현
(132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34 
(상대원동, SK지식산업센터), 402호
031-734-7744 / 031-734-7747
aromaline.co.kr
csfkjs@csfood.com
스위트 향료
세이버리 향료
의약품 향료
천연 & 합성 향료

(주)아로마에프아이 4D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형권
(1320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301호
031-776-3820 / 031-776-3829
www.aromafi.co.kr
aroma600@hanmail.net
음료, 견과류 가공품, 식품향료, 식품첨가물

유한회사 아리울수산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금옥
(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십자들로 103-15 (여방리),
(유)아리울수산
063-443-3313 / 063-443-3301
gold-fish.kr
pko3313@naver.com
박대 조기 가자미 대구 등

㈜아우노 3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재원
(38869)
경북 영천시 청통면 용내길 72-47 (신학리), (주)아우노

053-587-7110 / 053-587-7130
www.auno.kr
auno@auno.kr
아우노슈가, 아우노천연흑당시럽, 
아우노 그라노(시리얼), 아우노너띠땅콩캔디

아산별곡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소양
(31504)
충남 아산시 번영로 20 (방축동), 1호

010-9823-3964 / 041-544-1477
https://smartstore.naver.com/farmhealer
imosun0812@naver.com
생들기름, 저온 로스팅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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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삭(주) 3F6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우상기
(10025)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 104 (고양리), 108-9

031-985-6690 / 031-985-5691
-
isaacomkr@gmail.com
변성 쌀가루
떡볶이 쌀가루
분말 막걸리
생분해성 스트로폴

아침(주) 3E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경덕
(13215)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1번길 20 (상대원동), 
아침 주식회사
031-745-0080 / 031-745-0081
www.achim.co.kr
achim0080@naver.com
바로먹는 (HMR 실온보관) -고구마120g -감자 120g 
-단호박100g -찰옥수수 250g -아침란(계란) 50g/50gx2 
-닭가슴살 100g -닭가슴살 스테이크 100g 
-닭가슴살 큐브 100g -닭가슴살 소시지 100g 
-연어스테이크 90g/200g (소스포함) -통삼겹살 700g 
-가래떡 떡볶이 168g -조청 + 가래떡 160g

안동농협 4F1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순협
(36671)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41 (당북동, 안동농업협동조합)

054-840-3327 / 054-857-2451
eandong.com/new/index.php
nh707015-5@nonghyup.com
백진주쌀, 두부, 생강음료

알로에팜영농조합법인 3A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웅일
(53284)
경남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 282 (옥산리), 알로에팜

055-633-5575 / 055-633-5777
aloefarm.com
aloefarm@naver.com@aloefarm@naver.com
유가농알로에베라겔, 알로에꿀차, 알로에석류꿀차,
슬림핏알로에블루베리, 슬림핏알로에블루베리,
슬림핏알로에청포도, 알로에비누, 알로에물비누,
알로에마스크팩

(주)알알이푸드 3F5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지영
(40007)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소길 192-3 (소성리), 알알이푸드

054-931-1130 / 054-932-0110
alali.co.kr
judge1220@naver.com
윤지영 장류 선물세트 
윤지영 청국장 소풍 미숫가루

(주)알제이아이 4D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제원
(07649)
서울 강서구 화곡로 347 (화곡동, 그랜드아이파크), 
그랜드아이파크 A동 315-316호
02-2659-3060 / 02-2659-3070
http://organicshopkorea.kr
organicshop@rji.kr
더오가닉샵 유기농 비트주스 
더오가닉샵 유기농 ABC주스 
더오가닉샵 유기농 사과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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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찬재래김 3B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정인
(33311)
충남 청양군 화성면 금계동길 12-9 (장계리), 
화성 산업단지
041-943-9977 / 041-943-3787
ajseaweed.com
daehantd@hanmail.net
김, 맛김, 해태김

(주)알티스트 3E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소현
(07284)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17 
(문래동5가, 문래동 빅토리 테크노 타워), 1층
02-6403-3388 / 070-8270-3388
http://altist.com
operation@altist.com
식물성 대체식품 선두기업 알티스트의, 국내유일 조직자체생산 및 조직 
가공을 하여 제품의 퀄리티를 극대화한 제품군으로 다양한 맛과 형태로 
쉽고 맛있게 식물성 대체육을 즐길 수 있는 브랜드 자연에서 온 천연 
감미료로 당 걱정 없이 즐기는 깔끔하고 맛있는 대체당, 각 제품 별 
특징에 따라 선택하기 좋은 라인 업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커피 전문점 음료를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파우더 믹스, 시럽, 토핑, 페이스트 등 음료를 만들기 위한 프리미엄 홈
카페 브랜드

애디드컴퍼니(주) 4E4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정휘, 유영훈
(06044)
서울 강남구 학동로3길 9 (논현동, 명림빌딩), 3층

02-2055-2212 / 02-2055-2213
www.added.kr
added@added.kr
음료(콤부차)

약초인 3D5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경배
(27119)
충북 제천시 봉양읍 세거리로 393 (삼거리), 약초인

043-644-9485 / 043-648-9488
www.약초인.kr
rudqo0725@naver.com
흑도라지고/스틱
동의보감구기자/스틱
생강원액

양생발효식품이재금연구소 3D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재금
(27126)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2안길 51 (무도리), 
양생발효식품이재금연구소
010-5042-1243 / 
-
ljk42@hanmail.net
흑도라지 조청
흑도라지 정과

어성호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심경준
(54140)
전북 군산시 나운안길 27 (나운동, 강천아케이트), 
153~4호
063-466-4719 / -
-
forever__u@nate.com
수산물 밀키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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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딸부각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소라
(55729)
전북 남원시 재실길 24 (내척동), 어이딸부각

063-635-6484 / 063-636-6484
www.eoittal.com
kkang1211@naver.com
4종(순한맛, 매콤간장맛, 짭짤한맛, 아몬드맛) 
김부각

(주)에스아이케이 4A4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손일식
(0677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AT센터), 801호

070-7011-5706 / 02-6300-8814
http://siktrade.com
sik.co.kr@gmail.com
진한 쇠고기 미역국밥
얼큰한 당면 육개장밥
칼칼한 오징어 짬뽕밥

(주)에스아이홀푸드 3B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동훈
(49478)
부산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 45 (장림동), 
에스아이홀푸드
051-717-3398 / 051-714-5025
http://xn--hy1b94xv3b7pw9dh16ag1c.com
seanifs@daum.net
수산물 가공품

(주)에스와이솔루션 청주지사 4B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서영
(287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15-2 (서운동), 5F

070-4281-7733 / 070-4042-7380
meatchange.com
meatchange@kktong.co.kr
식물성고기

(주)에스제이코레 3E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상우
(06900)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대방동, 이투데이빌딩), 1층

02-1644-9798 / 070-8677-1473
smartstore.naver.com/8dobiz
shlee@medifron.com
냉동/상온 떡볶이

에이치9 인터내셔널 4A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용준
(13201)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B동 1401-A호
031-750-0489 / 031-750-0488
www.h9int.com
h9@h9int.com
라이스칩, 7곡라이스칩



SEOUL FOOD 2022

51SEOUL FOOD 2022

에이티이인터내셔널(주) 4A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재준
(0661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서초동, 부띠크 모나코), 
B동 1103호
02-596-0771 / 02-596-0772
www.atemart.co.kr
eychoi@ateint.com
가공식품 
1.  회, 초밥관련 식자재 : 스시용식초, 생와사비, 간장, 초생강,  

락교, 인조소국 등 
2. 싱가포르 칠리크랩소스, 락사소스, 락사라면, 치킨라이스 등 
3. 각종 소스류 : 콘부쯔유, 폰즈, 장어소스 등 
4. 연육제, 비건제품 등

(주)에이피테크놀로지 4B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철수
(1622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이의동), 7층

070-4193-1326 / 031-888-6247
www.aptech.biz
jhpark@aptech.biz
모유올리고당 2'-FL 원료 및 
완제품(신바이오틱스, 화장품, 펫푸드, 분유 등)

(주)에프에이뱅크 4B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재일
(17604)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제4산단로 77 (양변리), 
(주)에프에이뱅크
031-389-1850 / 031-478-1853
http://www.fabank.net
fabank05@naver.com
소고기 엑기스
바지락 엑기스
식품가공류

(주)에프엔디 4C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만석
(58504)
전남 무안군 해제면 현해로 1481-34 
(용학리, (주)에프엔디), (주)에프엔디
061-453-3094 / 061-453-3092
www.lovefnd.co.kr
lovefnd@bill36524.com
동결건조 사과칩
딸기칩
마늘 블럭
청양고추 블럭
생강 블럭

에프엔바이오(주) 4B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동호
(33403)
충남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230-8 
(낙동리, 에프앤바이오(주)), 에프엔바이오(주)
041-641-4601 / 041-641-8401
fnbio.co.kr
face-june@naver.com
건강기능식품

(주)엔초이스 4A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승인
(25212)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492-8 
(옥동리, (주)엔초이스), 엔초이스
033-343-1002 / 033-343-0105
www.n-choice.net
nchoice4956@hanmail.net
버섯더덕마죽
은행마죽
미숫가루
누룽지



SEOUL FOOD 2022

52SEOUL FOOD 2022

(유)엘케이씨푸드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정화
(54018)
전북 군산시 내항2길 312 
(해망동, 군산어업무선통신국), 402호
063-446-5037 / 063-446-5036
www.lkseafood.co.kr
lkseafood@daum.net
수산물
오징어
가자미

(주)엠디에스 3C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동재
(12131)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586 (신월리), 
(주)엠디에스
02-6956-4028 / 02-6956-4029
www.yoriking.com
online@mdstar.co.kr
수산가공품 및 즉석조리식품

(주)엠케이씨푸드 3B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민철
(1703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560번길 13 
(매산리, (주)엠케이씨푸드), 2층
031-336-7600 / 031-338-1460
www.seafood.co.kr
kmshin@seafood.co.kr
냉동새우류, 갑각류, 패류, 연체류, 
어류, 가공식품, 초밥재료 등

(주)영남코프레이션 4D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성근
(07528)
서울 강서구 양천로 401 (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B-412
02-385-7225 / 02-2647-7226
yncorp.co.kr
feelgoodk@yncorp.co.kr
초콜릿, 제과, 캔디, 젤리, 잼, 음료, 소스, 
오일, 병조림, 파스타

영농조합법인 예천어무이참기름 3F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재근
(36815)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86 (미호리), 
예천어무이참기름
054-652-0069 / 054-652-0677
omui.co.kr
momsoil0069@naver.com
참기름, 생들기름, 들기름, 생들깨가루

영농조합법인엔자임팜 4A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주호
(59512)
전남 고흥군 과역면 외로길 37-19 (노일리), 엔자임팜

061-835-0864 / 061-834-7216
fathers-hill.shop
hoju330@naver.com
무설탕잼류, 곡물시럽류, 소스류, 스무디류, 라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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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산업(주) 3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성표
(17145)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504번길 42 
(마평동, 영미산업), 영미산업(주)
02-2292-2233 / 02-2293-8793
ymfoodmall.com
hiy1027@ymfood.com
유지류 및 소스

(주)영의정 3E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덕식
(14558)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411번길 40 
(원미동, (주)영의정 HACCP 공장), (주)영의정
032-656-9700 / 032-657-7755
www.younguijung.com
jeong_sb@naver.com
찰밥바
견과찰떡
꿀호떡 호박인절미

영화식품(주) 3C7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왕학보
(10013)
경기 김포시 하성면 봉성로 116 (봉성리), 영화식품

031-984-5724 / 031-984-5726
www.yeonghwafood.co.kr
imsk0505@gmail.com
냉동 수산류
딤섬류
소비자용 딤섬 
멘보샤 및 간편식(불고기, 짜장면)

영흥식품(주) 4C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일숙
(27674)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산내로 147-31 (내산리), 
영흥식품(주)
02-429-8888 / 02-429-3030
www.yhotto.co.kr
yhotto@naver.com
전분, 향신료, 소스

농업회사법인 예당식품(주) 3D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동복
(32446)
충남 예산군 응봉면 장구미길 17-7 
(지석리, 농업회사법인 예당식품 주식회사), 예당식품
041-333-0749 / 041-333-0746
www.yedangfood.co.kr
admin@yedangfood.com
착즙주스 및 혼합주스

(주)오가닉위드 4A2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희정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금락리,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요한관 B105호
070-4114-5766 / 0504-083-8151
organicwith.com
owith7979@naver.com
흑도라지 스틱 
생도라지청 
도라지생강청 
은행도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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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 3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수진
(42601)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5 (신당동, 계명문화대학교), 
7206호 (신당동, 복지관)
053-261-9288 / 054-602-2229
www.ongi.kr
sjk0513@ongi.kr
발열도시락 용기

(주)올곧 3D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양현구
(39173)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로 69-9 (봉산리), 
제 제이동 호
070-5100-1892 / 070-8677-3786
allgot.co.kr
allgotfood@allgot.co.kr@allgot.co.kr
냉동 김밥 8종 야채, 참치 마요네즈, 제육볶음,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매운 닭, 미친 매운 닭

(주)올랩 4B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 재수
(14001)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안양동, BYC안양 비스타 오피스텔), B동 1717호
070-8823-8088 / 070-8823-8088
준비중
mgarden38@daum.net
국내외 고품질 유산균 
국내외 각종 유용미생물 
유기농프락토올리고당 
유기농 기능성 소재
개별인정형 완제품

올바름 4A5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염정호
(57242)
전남 장성군 동화면 금강산로 236 (남산리), 올바름

02-1566-6023 / 061-392-3470
allbarm.kr
allbarm@naver.com
소프트 롱킥
고소한 롱킥
딸기팡

와이앤제이푸드(주) 3E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근명
(11160)
경기 포천시 해룡로 83-111 (설운동), (설운동)

031-9923-9923 / 031-541-9932
www.sauce.o.kr
alfekd5399@naver.com
떡볶이제품
떡볶이소스
요리소스

완도군청 3B2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우철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군내리,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061-550-5661 / 061-550-5649
www.wando.go.kr
park0112@korea.kr
바이어-완도 업체간 상담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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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다어업회사법인(주) 3B2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유선
(59108)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2길 9 (죽청리)

061-553-2424 / 061-553-1402
-
woohyun1472@hanmail.net
전복차우더
전복감바스
통전복장조림

(주)완도사랑에스앤에프(S&F) 3B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소성범
(59120)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0-10 (군내리), 
완도사랑에스앤에프
061-555-2810 / 061-555-2811
www.wandosarang.com
xoju74@naver.com
활전복
전복죽
전복볶음밥
전복탕수육

(유)완도세계로수산 3B2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민숙
(59146)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61번길 220 
(대곡리, 조선대학교해양연구), 유한회사 완도세계로수산
061-554-9611 / 061-554-7979
세계로수산.com
segaero237@naver.com
모듬해초 8gx7 6가지 해초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웰빙식품입니
다. 물에 5분 담궜다가 건져서 물기를 빼주세요. 불린 해초는 소스와 함께 
샐러드로 즐기셔도 되고 다양한 음식에 곁들이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이미 위생건조된 상품이라 따로 세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듬해초는 식
이섬유, 칼슘, 철분, 미네랄이 풍부한 낮은 칼로리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매일 하나씩 바다의 건강함과 다이어트를 모두 잡으세요

㈜외가집농업회사법인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영숙
(33205)
충남 부여군 옥산면 안골로41번길 21-12 (안서리), 1층

041-834-4706 / -
http://www.jangjoa.co.kr
pyslnh678@hanmail.net
외가집 전통된장
고추장
간장
버섯쌈장

월드인터내셔널(나우푸드) 4B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종민
(34013)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7 (관평동, 비즈센터), 
B동 212호
070-4681-1905 / 070-4681-1905
https://smartstore.naver.com/nowfoodstore
jongmin71@gmail.com
MARMARO 프리미엄 그리스 얼리하비스트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할
키디지 단일품종) 200ml, 500ml LESVOS GOLD 프리미엄 유기농 엑스
트라버진 올리브오일(Kolovi 단일품종) 250ml, 500ml, 750ml LESVOS 
GOLD 프리미엄 발사믹 식초(2종) 100ml, 250ml LESVOS GOLD 올리브
오일 비누(5종: 클래식, 카모마일, 허니, 라벤다, 자스민) AHUACATLAN 
멕시코 HASS 100% 아보카도오일

(주)웰빙엘에스 3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득식
(25451)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24-19 (대전동), 가동, 나동

033-645-2738 / 033-646-2735
https://en.wellbeingls.com
realf1041@gmail.com
1. Veauty-Lac Pro-17 
2.  Veauty-Lac Vegetable-origin probiotics for 

the Bowel 
3. Sool Ae Ta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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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피쉬 4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여울
(53074)
경남 통영시 도남로 195 (도남동, 통영리스타트플랫폼), 
419호
070-8064-8991 / 0504-089-4065
wellfish.co.kr
wellfish_official@naver.com
통영장어포
멸치꾸어랑
명태꾸어랑

유기농부엉이네오솔길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을숙
(32291)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37 (신진리), 1층

041-634-2018 / 0504-443-9803
https://smartstore.naver.com/organicqueen001
suho1130@naver.com
갓볶은 부엉이네오솔길 작두콩차
정말좋은 비트차
가슴이편안해지는 은행차
붓지않아 호박팥차
콩크림파스타 2종

(주)유기농산 3D3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순분
(05269)
서울 강동구 동남로71길 20 (명일동, 청솔빌딩), 
5층 (주)유기농산
031-591-6204 / 031-592-6287
www.organic-story.com
sales.grocery@organic-story.com
유기농/친환경 프리미엄 식품 일체 - 
오일, 과자, 초콜릿, 젤리, 음료 등

㈜유앤미스마트팜농업회사법인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병수
(32915)
충남 논산시 부적면 부황길 73-73 (부황리), 
주식회사 유앤미스마트팜 농업회사법인
010-3726-5271 / 041-734-5271
-
kbs7500@naver.com
올깨유 국산 참기름 
올깨유 국산 생참기름 
올깨유 국산 들기름 
올깨유 국산 생들기름

으뜸복숭아풍경 3E2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길영
(17413)
경기 이천시 설성면 서동대로8185번길 30 (제요리), 
으뜸복숭아풍경
010-9992-1507 / 031-641-1507
-
momomaru7@naver.com
황도복숭아 병조림 등

음양(陰陽)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하진덕
(33309)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 549 (구룡리), 549

010-2296-1442 / -
https://smartstore.naver.com/baekjayne
hajin6422@naver.com
자연그대로 도라지청
건조 슬라이스 청양고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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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장식품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수진
(549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1015-1, 1

063-251-0445 / 063-252-0445
www.lkfood.co.kr
kwy0709@naver.com
신규런칭 실온보관 과일청7종 80g, 치어책 250g

(주)이담 4B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경언
(29043)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387-55 
(구일리, 공장), 이담
043-731-1313 / 043-733-9160
www.edamgoat.co.kr
edam001@naver.com
산양우유
산양바나나
산양블루베리
산양플레인

(주)이디야 3C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창기
(06107)
서울 강남구 논현로 636 (논현동, 이디야빌딩), 
5층 해외사업전략팀
02-728-1764 / 02-728-1987
ediya.com
chanhaeng.lee@ediya.com
커피, 차

(주)이삭뜰농업회사법인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재옥
(12077)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48번길 45 (청학리), 
뜰안에된장
031-846-1653 / 031-846-1675
blog.naver.com/ddle4184
15664184@hanmail.net
전통장류(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

(주)이영권식품 4A5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영권
(18522)
경기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851번길 68-6 (문학리), A동

031-352-8700 / 031-352-0072
www.이영권식품.com
yklee8806@naver.com
아몬드 구운 비스킷, 해바라기씨 구운 비스킷, 
검정깨 구운 비스킷, 현미두부칩, 흑쌀두부칩, 
아몬드토푸칩, 검은깨토푸칩

익산시농업기술센터 3A1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류숙희
(54526)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다송리, 농업기술센터), 2층
063-859-7247 / 063-861-7959
www.iksan.go.kr/farm/index.iksan
happyjje@korea.kr
과채 음료, 잼, 분말, 기름, 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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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쇼켄홀딩스(주) 4B7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타무라카즈아키
(04037)
서울 마포구 양화로 61 (서교동, 두암빌딩), 5F

02-795-0811 / 02-792-0831
www.nihonshokken.co.kr
seoulbranch@nihonshokken.co.kr
1. 함박카츠
(밧타믹스K200, 네오버거믹스, 돈까스소스) 
2. 블랙페퍼치킨
(산조쿠야끼노타레, 야끼니꾸노타레이로도리)

(주)일해 4D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훈
(633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321 (대흘리), 
주식회사 일해
064-784-2890 / 064-784-4181
www.ilhae.co.kr
ih@ilhae.co.kr
감귤주스농축액, 과채농축액, NFC과채주스, 
유기농 과채즙, 원물간식류 등

자연우리 4E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채응병
(12433)
경기 가평군 조종면 보름골길 224-115 (마일리), 
자연우리
031-585-3401 / 031-585-3402
https://jayeonwoorimall.com
2580chb@naver.com
가평잣한과

자연트레이딩 3B3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광열
(21315)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209호
070-4120-9429 / 032-623-5255
www.buensabor.co.kr
mky33@hanmail.net
유기농 콜롬비아 커피, 유기농 에티오피아 커피, 유기농 인도네시니, 
유기농 파푸아뉴기니, 디카페인 에티오피아, 디카페인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시다모, 에티오피아 콰이사 G1, 에티오피아 코체레 G1, 
에티오피아 코케허니, 에티오피아 내추럴 G1, 에티오피아 모모라구지 
G1, 블루마운틴PNG, 브라질 파젠다, 과테말라 안티구아, 코스타리카 
따라주 SHB, 르완다 커피, 온두라스 SHG, 인도네시아 만델링, 플라워블
렌딩, 사보르에스프레소블렌딩, 플라워하우스블렌딩, 너티하우스블렌딩

(주)장가유통 3F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해연
(49457)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748번길 10 (구평동), 2층

051-253-1556 / 051-253-1558
www.zhangjia.kr
zhangjia@korea.com
낙지볶음 외 (밀키트)

제이와이스토리 4A4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지요
(50548)
경남 양산시 평산북1길 11 (평산동), 제이와이스토리

055-385-3444 / 055-384-3444
www.jiyostore.com
jystory1123@naver.com
약천고
약도라지조청
생강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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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이 인터네셔널 4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정결
(50348)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중앙로 241 (예리), 사무실

010-6511-4021 / 0504-476-0941
www.suksungd.com
jjinc20@naver.com
매콤달콤 만능 고추장소스
새콤달콤 맛간장소스
단짠단짠 만능 쌈장 소스

(주)제주마미 4A5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정옥
(633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와로 119-1 (신촌리)

064-723-0318 / 0504-152-7191
https://smartstore.naver.com/jejumami
jejumami153@daum.net
호끌락칩스
호끌락칩스 감귤쌀칩
제주밥씸 누룽지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3D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영화
(27116)
충북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 (왕암동), 
한방생명과학관 2층 재단사무실
043-8478-2693 / 043-647-1022
www.jcbio.or.kr
je0708@jcbio.or.kr
한방천연물산업 안내, 재단소개, 
머물고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소개

제천한약영농조합법인 3D5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구교창
(27112)
충북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5길 16-10 (원박리), 
제천한약영농조합법인
043-642-9000 / 043-644-9000
www.한비오가피술.com
googc@hanmail.net
전통주
한방액상차
한방환

조은이식품 4B2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범규
(17510)
경기 안성시 보개면 진안로 1296-27 (동신리), 
경기 안성시 보개면 진안로 1296-27
031-671-8217 / 031-674-8217
https://smartstore.naver.com/good2food
bamtol58@naver,com
곰보배추농축액

좋은영농조합법인 4E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기선
(58205)
전남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길 87 (양천리), 
좋은영농조합법인
061-335-9630 / 061-335-9680
www.goodfnb.com
sales@goodfnb.com
음료&이너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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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인터내셔날 3F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영준
(14912)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5길 15 (대야동, 은행 프라자), 
601
031-404-6399 / 031-404-6544
www.freshplus.co.kr
jicpark1@naver.com
과일선도유지제
drip coffee
비건 제품

지리산처럼 영농조합법인 4B1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정은
(55717)
전북 남원시 운봉읍 가산화수길 71-13 (화수리), 
지리산처럼
063-636-8788 / 063-636-8789
www.happyjirisan.co.kr
sy.lee@happyjirisan.co.kr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볶음참깨, 들깨가루

지리산항노화협동조합 4E2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철호
(52209)
경남 산청군 차황면 신차로1567번길 110 
(우사리, 지리산곤충연구소농업법인), 우사리183
055-974-0933 / -
www.lidemi.com
ych8001@hanmail.net
오메가9인플러스 
가바고소애누룽지
통큰밀 쉐이크

㈜지산푸드시스템 3E4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재환
(46332)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8번길 26 
(금사동, (주)지산푸드시스템), 지산푸드
051-784-8755 / 051-784-7171
www.jisanfood.co.kr
jisan4500@naver.com
치즈떡볶이
고구마떡볶이
단호박떡볶이

(주)지웰 4A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종숙
(28923)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331 (우진리, 공장), 
지웰
043-543-0027 / 043-543-0028
gwell.co
pil8880518@daum.net
허니버터아몬드 
와사비맛아몬드 
군옥수수맛아몬드 
캬라멜 팝콘 프로틴볼

(주)지이스트 3C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문수
(07803)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47 (마곡동, 퀸즈파크나인), 
A동 13층
02-711-2134 / 02-711-2135
www.geast.co.kr
export@geast.co.kr
한국 농수산 가공식품, 멸치, 수입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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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피코 4E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현정
(17509)
경기 안성시 보개면 한사울길 231 (적가리), 지피코

031-676-3573 / 031-676-3574
gpco.co.kr
hjg@gpco.co.kr
볶은곡물, 볶은커피, 곡물분말, 
유기농 볶은곡물, 유기농 볶은커피

진도군청 4B7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진도군수
(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성내리, 진도군청), 
진도군청 경제산업국 경제마케팅과
061-540-6430 / 061-540-6449
jindoarirangmall.com
jindoarirangmall@naver.com
울금분말, 울금환, 울금홍게간장, 
울금소금, 울금약과, 울금젤리 등

진성식품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성호
(54018)
전북 군산시 내항2길 312 (해망동, 군산어업무선통신국), 
201-202호
063-442-9781 / 063-442-1358
-
ssh5030@naver.com
손질오징어, 손질가자미, 오징어볶음, 
손질통오징어, 손질오징어채, 반건조박대, 
손질갑오징어, 반건조오징어

(사)진안군친환경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 4C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창열
(55422)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 (군상리, 진안홍삼약초
센터), 2층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 / 063-433-8397
www.jroc.or.kr
kjh-1669@naver.com
홍삼, 한방

(주)진한식품 3D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위영배
(10828)
경기 파주시 법원읍 오능골길 40 (대능리), (주)진한식품

031-958-8336 / 031-958-8322
www.jhf.co.kr
jhf8337@hanmail.net
레토르트 전용 파우치에 내용물을 넣어 밀봉한 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멸균(살균)하여 제조한 
국, 탕, 찌개, 볶음 등의 HMR-RTH 제품.

(주)착한떡 4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상호
(50900)
경남 김해시 가야로 199 (삼계동), 착한떡3층

070-4204-7992 / 055-311-8793
www.goodricecake.com
hanjieun@goodricecake.com
냉동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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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식품 3C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숙경
(11942)
경기 구리시 검배로94번길 5 (수택동), 1층

031-552-6608 / 031-552-6604
cheonhae.com
cheonhaefood@hanmail.net
천사채
후리가케 와사비
매운깨
탈염해파리

천호산농원식품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영미
(32910)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2길 27 (천호리), 주택

070-4120-3876 / 041-735-3390
https://smartstore.naver.com/cheonhosan_farm
chenhosanfood@naver.com
도라지정과
도라지청
우슬청
아로니아청

철원내츄럴 영농조합법인 4B1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진세종
(24010)
강원 철원군 동송읍 신대동길 36-1 (오덕리), 철원내츄럴
영농조합법인
033-455-9911 / 033-455-9910
cwcosmetic.shop
info@fermierpapa.com
기타가공품 : 철원고향찹쌀 김찹쌀각(김부각) 
1.프리미엄 강원도 철원 찹쌀 사용 2.청정해역 전라남도 완도
군 김 사용 3.타사 제품에 비해 나트륨, 지방 등 낮은 함유량으
로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 4.전통방식 그대로 만드는 바삭한 
식감 5.후처리 가공으로 다양한 맛을 오랫동안 유지 (Original, 
Onion, Sweet Butter, Extreme Spicy, Pepper Maonnaise) 
6.Haccp, Vegan 인증, FDA FFR 등록 완료 7.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

청년농부협동조합 4E2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우주혁
(26417)
강원 원주시 동진골1길 20-8 (일산동), 1층

033-734-2438 / -
www.youngcoop.com
slayerpk@naver.com
청국장, 간장

청사초롱 3E5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영란
(38422)
경북 경산시 와촌면 용천길 74-1 (용천리), 청사초롱

053-566-6453 / 053-857-6929
www.hanbatang.com
cjdtk6453@naver.com
블루베리찹쌀떡
메론찹쌀떡 
쌀떡볶이밀키트 찰보리쑥떡
망고찹쌀떡
수수떡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 3A20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위지연
(59108)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4길 22-7 (죽청리), 
청산바다
061-555-0150 / 061-553-5901
chungsanbada.com
bestwando@naver.com
1.전복 및 전복 가공품 
2.전복장 
3.전복 식자재 
4.ASC인증 전복 및 전복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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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아굿푸드 3A2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재주
(25209)
강원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38 
(초원리, 청아굿푸드(주)), 청아굿푸드
033-344-0645 / 033-344-0641
cagoodfood.com
cagfood@cagoodfood.com
젓갈류, 반찬류

청오건강농업회사법인(주) 4A4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경순
(12815)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584번길 62-1 (노곡리), 
청오건강
031-761-1050 / 031-763-2220
www.chungo.co.kr
chungo21@naver.com
우리아이 유기농 고운 쌀가루
유기농팝짱자색고구마
유기농발아미숫가루

(주)청하식품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연희
(12182)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17번길 63-98 (창현리), 
청하식품
031-593-7230 / 031-593-7233
www.chongha.co.kr
chonghafood@daum.net
치즈가공품, 육포류

(주)초이스 푸드테크 4A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중환
(05799)
서울 송파구 새말로 152 (문정동), 1-4F

070-8285-0183 / 02-486-6981
www.choicefarm.kr
choicefarm@choicefarm.kr
1. 수입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2.  육가공 HMR상품 - 각종 세절육, 포션육을  

비롯한 소곱창, 대창, 막창, 특양 등 소특수부위 
제품군, 오일 시즈닝 스테이크 및 양념육 제품, 
바베큐 훈제상품

(주)초인당농업회사법인 4A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정년
(36619)
경북 안동시 풍산읍 미질길 6 (매곡리)

010-9367-6161 / -
-
choign7777@naver.com
초인당 세트1호~3호

(주)초코사이버 4F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재기
(0665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서초동, 센츄리오피스텔), 302호
02-597-1090 / 02-597-0130
smartstore.naver.com/chococyber
sales@chococyber.co.kr
스낵 및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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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약초영농조합법인 3D5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남두현
(27159)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2로 16 (왕암동), 
충북약초영농조합법인
043-647-2236 / 043-651-2236
www.jcherb.com
ntt2321@hanmail.net
쌍감티백차
쌍감차
쌍화차재료

칠갑농산(주) 3D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영주
(1042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70 (장항동), 
칠갑농산(주)
031-908-9271 / 031-901-7984
www.chilkab.co.kr
jy_lee@chilkab.co.kr
가정간편식, 떡류, 숙면류, 생면류, 소스류, 가루, 
건면

커퍼스협동조합 4E2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영환
(21354)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16-1 (부평동), 1층

032-513-2334 / 0303-3441-2333
www.cupperscoop.co.kr
coopcuppers@naver.com
커피드립백, 콜드브루, 커피추출장비, 원두커피 등

커피라빈트 4E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상용외 1인
(17162)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7 (제일리), 1~3층, 
커피라빈트
031-337-2219 / 0504-848-0521
coffeelabint.com
kaffee016@naver.com
원두커피, 볶은커피

KAMEE (주)컬러풀솔루션 4B210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준식
(06241)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6, B2

010-5094-8275 / 0504-286-8275
www.kamee.kr
hello@kamee.kr
산양삼꿀단지
오미자콜라겐
홍삼품은견과

(주)케이에스에프 4F7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희성
(11154)
경기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48-55 (용정리), 
케이에스에프
031-531-9920 / 070-8255-7979
ksfintl.com
jang@ksfnb.kr
유기농홍차
쥬스
누룽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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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에프티 3E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영기
(12223)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286번안길 19-3 (평내동), 1층

010-9900-5020 / 055-4405-5020
www.thekftc.com
mannaseller@naver.com
잔기지떡(팥, 카스타드, 딸기)

(주)케이엠에프 4C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용진
(41065)
대구 동구 율암로 12 (율암동), (주)케이엠에프

053-584-6523 / 053-584-6524
http://www.kmfbio.kr
kmf0901@hanmail.net
1. 콤부차 발효액 
2. 유기 인증 콤부차 분말 
3. 저분자 곡물 발효 효소 
4. 수용성 발효 칼슘

(주)코르탈리아 3C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변민수
(14786)
경기 부천시 양지로 237 
(옥길동, 광양프런티어밸리 5차), 935호
02-6959-4810 / 02-6499-0329
www.cortalia.co.kr
info@cortalia.co.kr
버터, 치즈, 스낵류

코코델리스 3E6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경일
(05313)
서울 강동구 천중로35길 66 (천호동), 지층전체

010-2042-3595 / 0505-310-3595
-
ski001@empas.com
코코델리스만의 고유 브랜드인 ‘쌀브라운드’는 순 쌀 100%를 기초로 하여 
13종이 개발 완료 되었으며 이 중 7종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건강한 재료
로 가득한 ‘단호박 쌀브라운드’와 ‘쑥 쌀 소보로 브라운드’, ‘마카다미아 쌀
브라운드’는 어르신들 식사 대용으로, 달콤함과 진한 풍미가 가득한 ‘오리
지널 초코 쌀브라운드’는 어린이들 간식으로, ‘시그니처 크림치즈 브라운드’
는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장점이고 과일향이 풍부한 ‘라즈베리 크림치즈 쌀
브라운드’와 ‘민트 크림치즈 쌀브라운드’는 식사 후 커피 등과 함께 디저트
로 즐기기에 좋다

(주)쿨테이너 4A2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관빈
(54532)
전북 익산시 황등면 도선길 67 (황등리, (주)쿨테이너), 
본관 1층
063-855-5197 / 063-855-5198
www.cooltainer.co.kr
holderk@naver.com
한국형 CA-저장고
저온저장고용 판넬
저장고용 냉동기

태경농산(주) 3D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천영규
(07057)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농심신대방사옥), 도연관 13층
02-827-1734 / 02-811-5775
www.itaekyung.com
sh.lee@itaekyung.com
비건 B2C 제품
비건 B2B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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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통상 4F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재현
(05116)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구의동, 리젠트오피스텔), 
리젠트오피스텔 610호
02-458-0401 / 02-6235-6724
www.fove.co.kr
limeten@daum.net
캔디, 초콜릿, 음료

토당식품영농조합법인 4A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기대
(56055)
전북 순창군 풍산면 향가로 334-4, 
전북 순창군 풍산면 향가로 334-4
063-2259-7480 / 0505-310-4640
WWW. 외갓집. Kr
lkd2259@hanmail.net
딸기소스
팔방미인
딸기고추장

토민 4B2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은경
(05355)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길동, 강동그린타워), 
9층 962호
070-4300-4216 / 02-6305-4216
tomin.kr
tomin@tomin.kr
샤인클링
피치클링
라봉클링
베리클링

(주)토종마을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훈
(12030)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71-40 (입석리), 
토종마을
02-966-3391 / 02-965-2301
www.tojongherb.com
tojongherb@tjfood.kr
토종약초
건강환
건강분말
스틱
타블렛

튤립인터내셔널(주) 4D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영호
(36815)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3-3 
(승본리, 튤립인터내셔널(주)), 튤립인터내셔널
02-6300-2580 / 02-6300-2590
www.tulipint.com
tulip5@tulipint.com
알로에 음료, 코코넛 음료, 탄산 음료 및 
기타 전통 차류, 쌀과자

OU코셔 한국 지부(트렐라이즈) 3F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석화
(04089)
서울 마포구 독막로28길 10 
(신수동, 밤섬경남아너스빌), B109
02-7098-1805 / 02-6463-6469
oukosher.kr
hongs@ou.org
세계 최대 뉴욕소재 유대인 기관 OU(Orthodox 
Union)에서 진행하는 OU코셔인증. 
전 세계 150만 여개의 식품 및 화학 제품에 대한 
코셔인증 진행하며 코셔시장 점유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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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맛(주) 4A1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지현준
(12608)
경기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325-1, 특별한맛 주식회사

070-4232-2500 / 031-882-8614
www.special-mat.com
info@byulmi.co.kr
고맙당 저당불닭소스 당류 2%로 보다 더 건강하게 엄선한 국산 원
재료 가득넣어 고맙당 고추장 당조고춧가루를 사용해 더 특별하
게 국제인증기관 SUGARWISE 인증 획득 고맙당 비법 고추장 한
식 감칠맛의 완성 100g당 당류 1g, 탄수화물 38g! 고맙당 초고추
장 천연 식초 애플사이다비니거로 더욱 새콤하게 100% 국산 원재
료로 믿을 수 있는 제품

티더블유코리아 3C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지정환
(04766)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 17 (성수동1가, 성수파크빌), 
123456
070-7543-6399 / 0505-324-3725
https://smartstore.naver.com/taiwanmall?
danbi@sysforu.co.kr
대만 과일 및 음료 및 첨가물 냉동 냉장식품 등

(주)티엠지홀딩스 3B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재원
(06031)
서울 강남구 논현로163길 9-6 (신사동), 제이앤와이 2층

02-546-0614 / 02-546-0613
smartstore.naver.com/grocery_tmg
tmglobal@naver.com
정새우

평창군농수산식품수출협회 3A1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대영
(25330)
강원 평창군 진부면 땅골길 2-14 (송정리)

070-7954-9609 / -
-
paffea1@gmail.com
평창군 특산품(황태, 나물, 김치 등)

평창청옥산천년초영농조합법인 3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경희
(25380)
강원 평창군 미탄면 수리재길 61-61 (회동리), 73

033-332-3794 / 0505-411-3794
www.ozar12.com
ozar8887@gmail.com
1. 천년초(원산지: 한국산 선인장) 원료 식품 
2. 천년초(원산지: 한국산 선인장) 원료 화장품 
3. 소나무잎(원산지: 한국산) 원료 건강기능식품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3E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진영학
(17819)
경기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숙성리), 
농업기술센터
031-8024-3632 / 031-8024-3699
https://agri.pyeongtaek.go.kr
rud1004@daum.net
슈퍼오닝 농산물
(쌀, 배, 오이, 애호박, 토마토, 가공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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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데이즈코리아(주) 4E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와다 케이코
(13524)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1029호
031-8023-9016 / 0505-995-0651
fordays.kr
infor.kr@fordays.kr
- 수용성핵산음료,캡슐타입&젤리타입 핵산 서플리먼트 
  (DNA.RNA 함유) 
- 수면케어기능식품(라후마 추출물 분말 함유) 
- 뷰티음료 (세라마이드,트리펩티드형 콜라겐 함유) 
- 연어알오일 서플리먼트(오메가3 ▶ DHA, EPA 함유)

푸드가온(주) 4B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류진표
(14531)
경기 부천시 정주로 53 
(약대동, 신중동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211호
032-671-3000 / 0303-0955-6688
http://www.siruon.com
foodgaon@naver.com
흑임자
인절미
찰보리
쑥인절미

(주)푸드마스터그룹 4A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형수
(03076)
서울 종로구 혜화로 8 (혜화동), 3층

02-6925-6363 / 0505-195-9841
foodmastergroup.co.kr
phs6769@efmg.co.kr
비타민C 1000 
곤약젤리 3종
망고 에이드

(주)푸디스 4E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 용 환
(10831)
경기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532 (방축리), (주)푸디스

031-941-1975 / 031-942-0940
www.foodieskorea.com
cacaosy@gmail.com
곡물 과자 『기름제로 현미칩』은 유탕처리가 아닌 열풍으
로 구워 바삭하고 담백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미보
다 19배나 풍부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100% 국내산
(한국) 현미로만 만들어진 제품으로 저지방, 저나트륨, 무
설탕, 무감미료 무화학첨가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푸른가족 4A1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필수
(18326)
경기 화성시 안녕길 66 (안녕동), (주)푸른가족

031-234-7600 / 031-234-7633
http://www.green-family.co.kr
green3@green-family.co.kr
즉석영양컵죽 및 죽프리믹스

(주)푸른원 3D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현길
(17600)
경기 안성시 미양면 농공단지길 18-11 
(구수리, 청학에프엔씨(주)), 청학에프앤씨
02-587-5631 / 02-587-3304
www.chfoods.co.kr
sainthome@chfoods.co.kr
냉동수입식자재야채
참깨류
소분야채
냉동한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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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 4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정환, 김보미
(36045)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1701번길 54 (대촌리), 
김정환홍삼
054-638-2304 / 054-634-7350
www.goldsam.com
pg2304@naver.com
홍삼제품

풍원팜 3E2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승옥
(17415)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설장로 460-19 
(방추리, 풍원농원), 방추리89번지
031-7347-1347 / -
www.jiinsim.com
dongho1211@naver.com@dongho1211@
naver.com
복숭아말랭이
장호원황도잼외4종과일잼
이천쌀로만든 쌀조청

퓨어플러스(주) 4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재용
(21998)
인천 연수구 하모니로 158 (송도동, 송도타임스페이스), 
타임스페이스 A동 506호

070-7730-9007 / 032-508-7756
www.pureplus.co.kr
pureplus@pureplus.co.kr
알로에음료(마이알로에, 온잇)
코코넛음료(마이코코)
곤약젤리(마이젤리)
논알콜 칵테일(모히또, 피나콜라다)
비타민음료, 홍삼음료, 키즈음료 등

(주)하늘바이오 농업회사법인 4C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효미
(50148)
경남 거창군 남상면 홍덕길 11 (대산리), 
(주)하늘바이오 농업회사법인
070-4124-8904 / 055-901-2299
ohs.co.kr
ohsmall@ohs.co.kr
오희숙 전통부각

하이농장 4B1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주한
(40065)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송계3길 24-7, 하이농장

010-9727-0933 / 0303-3441-0933
https://smartstore.naver.com/highfarm
juhanppl@gmail.com
표고버섯진액 순화고스틱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국가산업단지 3B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현찬
(54072)
전북 군산시 궁포1로 24-9 (조촌동, 엔비빌딩), 
5층 한국농어촌공사
063-450-9015 / 063-450-9029
www.smgic.or.kr
2180853@ekr.or.kr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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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라이스바이오 4A4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용수
(10844)
경기 파주시 월롱면 월롱초교길 69-36 (덕은리), 
(주)한국라이스바이오
031-948-2970 / 031-948-2980
http://ricewell.kr
ricewell1@hanmail.net
백미누룽지, 현미누룽지, 찹쌀누룽지, 
현미누룽지쌀과자, 현미누룽지 팝,
현미누룽지 초코팝, 제주감귤 그래놀라

한국마루코메(주) 4A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아오키 토키오
(0416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도화동, 마포 한화 오벨리스크), 제오동 1007호
02-2183-0796 / 02-2183-0798
www.marukomekorea.com
tcho@marukomekorea.com
마루코메 PASTE 미소
마루코메 즉석 식품 
마루코메 영업용 미소 
마루코메 미소 디스펜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 4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상목
(04195)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5층
02-2077-3986 / 02-718-3384
www.bokji.net
stella@ssnkorea.or.kr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탁을 받아 전국푸드뱅크 1개, 광역푸드뱅크 17개, 450여 개의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조직되어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물적 나눔 시스템입니다.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
품을 기부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
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스지에스(주) 3E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인섭
(0432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7 (갈월동, 청룡빌딩), 
11층, 12층
02-709-4500 / 02-709-4511
sgsgroup.kr
helen.yeo@sgs.com
시험분석서비스

한국여행업협동조합 4E2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변영호
(03162)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인사동, 하나로빌딩), 808호
02-722-7070 / 02-6003-0015
https://smartstore.naver.com/travelcomm
rebornggs@gmail.com
제주감귤 초코칩 제주산 감귤을 얇게 썰어 말린 후 
한 면에 초콜릿을 입힌 천연 감귤 초콜릿 스낵. 간편
한 개별 소포장, 감귤의 영양소를 그대로 간직함, 천
연과일 고유의 향과 색상과 상큼하고 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 청정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
귤 사용.

한국제다 4E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민수
(61496)
광주 동구 의재로 106-1 (소태동), 한국제다

062-222-3973 / 062-227-7560
www.hankooktea.co.kr
sales@hankooktea.co.kr
녹차, 황차, 가루녹차, 그린티믹스, 호지차믹스,
얼그레이믹스, 감잎차, 국화차, 뽕잎차, 연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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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에이피인삼영농조합법인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문일
(32743)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와정길 8 (양지리)

041-753-1551 / 0504-005-6161
https://smartstore.naver.com/sminsamfarm
roka6161@naver.com
삼마이스터 홍삼진액 (음료)
삼마이스터 인삼진액 (음료)

한양식품 3E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준기
(10844)
경기 파주시 월롱면 검바위길 144-34 (덕은리), 한양식품

031-943-7248 / 031-943-7443
www.hyfood.kr
jovi1866@hanmail.net
맛과멋 쌀떡볶이
조랭이떡
쌀떡
쫄봉이밀키트

(주)한이식품 3D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영찬
(07201)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30가길 19 
(양평동6가, 동양아파트), 상가동 103호
02-2636-0663 / 02-6008-0663
hanishopping.com
okayhan@naver.com
치즈, 버터, 휘핑크림, 오일, 하몽 등

사단법인 할랄협회 4F2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영찬
(05836)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동, 문정대명벨리온), 
1107호
02-553-7801 / 02-553-0021
www.kohas.or.kr
info@kohas.or.kr
할랄인증, 할랄교육, TLS 동시 할랄인증, 
UAE(ESMA) 할랄인증, 비건인증, 채식인증, 
비건교육

해강물산(주) 3B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 해 동
(17314)
경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435 (내촌리), 해강물산(주)

031-797-4282 / 031-797-4202
smartstore.naver.com/haedongchanga
hk2754@hae-kang.com
멸치, 미역, 다시마, 진미채류

(주)해내음식품 3B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진구
(21005)
인천 계양구 선주로 69 (선주지동), 1,2층

032-515-1987 / 032-515-1977
http://haenaeum.com/default
hfood2002@empas.com
순창홍게간장, 맛간장, 어간장 순창메주된장, 
메주시골집된장, 재래된장, 순창청매실 쌈장, 
양념가득쌈장, 순창청매실 고추장, 
태양초찹쌀고추장, 찰진고추장 들기름(병), 
참기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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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인터내셔널 3B210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지훈
(59115)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45번길 11-8 
(가용리, 씨엔케이빌), 1층
010-8589-8377 / 061-554-3390
smartstore.naver.com/haesung_mall
jihooni00@naver.com
광어죽, 매운 광어죽

(주)해저식품 3A2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기석
(32288)
충남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499-25 (벽계리), 
(주)해저식품
041-642-8886 / 041-642-8887
www.hjgim.co.kr
dongmang@naver.com
1. 조미김 

- 도시락김 (도시락, 미니도시락, 식탁김) 
- 전장김 (3번들, 5번들) 

2. 김밥김, 김가루   
3. 김자반 
4. 김선물세트

(주)해청정 3B2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창숙
(59108)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1길 55 (가용리)

061-554-6500 / 061-554-8899
www.haechomiin.com
laurel9@haechomiin.com
해초미인 슬림 다시마면, 미역면

(주)행복생활F&B 4A4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공보영
(22845)
인천 서구 봉수대로 141 (가좌동, 현광아파트형공장), 
806-2호
032-573-4358 / 032-574-4358
jaljalmall.co.kr
cjttkq2000@naver.com
잘잘미칩, 잘잘블랙쉐이크

행복 앤 거제 천년초 3A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미영
(53308)
경남 거제시 아주1로2길 116 (아주동), 
행복앤거제천년초
010-7256-0757 / -
https://1000a.modoo.at
yong2041@naver.com
천년초 가공품

허브정원 푸실 3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동준
(26493)
강원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89 (매지리), 407호
033-766-0305 / 033-766-0305
https://smartstore.naver.com/herbpusil21
schule27@naver.com
허브는 흙, 햇빛,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자랍니
다. 버림과 채움의 흐름 속에서 순환되는 생명력입
니다. 허브정원 푸실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향
기로 덖어진 생명력 가득한 herb lifestyle을 제안드
리며 생활공간에 활력을 깨울 수 있는 회복의 공간
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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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에프앤비 4D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종규
(17604)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제4산단1로 16 (양변리), 
현대에프앤비
031-677-7844 / 031-676-7844
www.hyundaifnb.com
sd@hdfnbkorea.com
1.솜사탕 
2.100% 착즙주스(한라봉, 천혜향, 청귤) 
3.제주감귤초코칩

현미제분소 3F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수련
(44683)
울산 남구 팔등로 60 (신정동)

010-9818-8689 / 052-268-3789
-
soomin3810@naver.com
쌀도우미, 가루미 제빵용 쌀가루, 
바삭이가루F, 오징어 바삭이 믹스

호산물산(주) 3D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필성
(17395)
경기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263번길 57 (단천리), 
호산물산
070-8250-8939 / 02-564-9943
www.koreanproducts.net
hosan10@koreanproducts.net
구운김, 조미김, 건면, 생우동, 생라면, 쌀과자, 
해초샐러드, 자른미역, 자른 다시마, 
알로에 베라 음료, 빵가루, 튀김가루, 갠김치 등

홀썸 4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원희
(55312)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469 (오산리, 주식회사 홀썸), 
주식회사 홀썸
063-261-0619 / 063-263-0619
https://smartstore.naver.com/wholesome1222
whole1222@naver.com
오징어순대 양념육

화우당 3A2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형국
(54018)
전북 군산시 내항2길 312 (해망동, 군산어업무선통신국), 
연구가공동 301호 (수산물특화단지)
063-443-6112 / 063-443-6113
www.hwawoodang.co.kr
hwawoodang@naver.com
갑오징어볶음
낙지볶음 
오징어볶음

화인푸드(주) 4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다순
(12034)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모꼬지로 277-8 (송천리)

031-591-5868 / 031-592-5868
smartstore.naver.com/heamiwon
finefood11@naver.com
해미원 삶은땅콩
두 번 튀겨 더 고소한 맛뻥
못난이 땅콩 뻥튀기/못난이 아몬드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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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화천와송(해동바이오) 4C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광자
(24108)
강원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길 14 (장촌리), 1층

033-441-8402 / 033-441-8402
wasongmall.com
mj22278402@gmail.com
와송 천연 발효 식초

환동해러번협동조합 4E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대명
(38026)
경북 경주시 안강읍 부곡길 77 (근계리), 1층

054-776-2238 / 761-0238
www.esrurban.com
esrurban@naver.com
금관동충하초
금관산삼배양근달임고
금관차
셀코디

횡성군농업기술센터 3A1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종완
(25208)
강원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 
(학담리, 횡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033-340-5544 / 033-340-5508
www.hsg.go.kr/life/agri.web
cbk4026@korea.kr
1. 횡성굼벵이마을(굼벵이 가공품) 전시품목 : 굼케어진액, 굼케어환, 비트분말, 
    건조굼벵이 
2. 굼스빌(굼벵이 가공품) 전시품목 : 정인력, 락토라바 
3.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발효흑더덕생산) 전시품목 : 흑더덕, 흑도라지, 흑홍삼, 
    흑더덕진액, 홍도라지 진액&분말, 더덕순액&분말, 더덕티백차 
4. 자연마중(유기농 토종다래) 전시품목 : 토종다래잼, 완두다래잼, 토종다래청 
5. 청태산농장(친환경농산물로 만든 나물밥) 나물밥 10종 : 황태시래기, 단호박, 
    무시래기 외 7종 유기농 비빔밥 4종 : 산나물, 더덕, 감자 명란

(주)효성푸드 3D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차근
(10010)
경기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586-38

031-998-7364 / 031-998-7362
www.seaweed.ne.kr
hyosungcorp24@daum.net
조미김, 돌자반김, 김밥김, 자른미역 등

흥림다원 3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정순
(33614)
충남 서천군 판교면 흥림길 289-47 (흥림리), 흥림다원

070-7397-7397 / -
-
goo1833@hanmail.net
흥림다원 연잎밥, 목련차 등

(주)희창유업 4F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창현
(50571)
경남 양산시 신기로 114 (북정동, (주)희창유업)

055-911-3068 / 055-912-1212
https://www.heechang.com
david100@heechang.co.kr
커피, 음료, 카페소재(액상, 파우더), 식물성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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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house Sdn Bh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Joseph E Folloso
(BF1320)
Unit 9, Ground & First Floor, Bunut Commercial 
Simpang 664, Km 8 Jalan Tutong BF1320, NBD
265-5996 / 265-6006
www.bruphar.ccom
admin@bruphar.com
Others (Health Supplement)

Sabli Food Industries(B) Sdn Bh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Syazana Marzuki
(BB1714)
No. 21, Lambak Kanan Industrial Estate, Berakas 
BB1714
+673 2391122 / +673 2391600
www.sablifood.com.bn
marketing@sablifood.com.bn
Processed Food (Pre-cooked Food) 
Others (Spice)

Taurean Bakeshop & Café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POH YEE
(BE1318)
UNIT 11 BANGUNAN MAJID MOHD, JALAN PASAR 
BAHARU KG KIARONG MUKIM GADONG
+673 8732992 / 2456388 / N.A
IG @taureanbakeshop
pohyeetsang@gmail.com 
taureanbakeshop2016@gmail.com
Confectionary (Cookie)

Volco Venture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Mohammad Vol
(BB1714)
No:21, Spg:203, Taman Permata Hijau, Kg Lambak 
B, Jalan, Berakas, Brunei-Muara BB1714, Brunei 
Darussalam
+673 8180299 / N.A
IG:  volcoventure_bn
volcoventureco@gmail.com
Others (Sauce)

Mori Enterprise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LIM JUN HONG
(TB1741)
MORI FARM, SINAUT AGRICULTURE TRAINING CENTRE, 
KG-SINAUT, KERIAM, TUTONG, BRUNEI TB1741
+673 8778988 / N.A
www.mori.farm
junhong@mori.farm
Processed Food (Moringa Powder) 
Beverage (Tea)

Conféirel Co., Lt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HOR Davy
(12405)
#138 Bis. Street 110. Choam Chao, Pur senchey, 
Phnom Penh, Cambodia
(855) 96 98 43 408 / (855) 23 89 00 96
www.comfirel.com
hdavy@confirel.com
Beverage (tea, wine) 
Fruit (puree, dried, fresh) 
Others (spice, sauce, sugar, health food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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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L Enterprise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Song Khenglean
(120802)
#50. Plauv Lorm. Sangkat Thoeuktla. Kan Sensok. 
Phnom Penh
+85512663899 / N.A
www.cslsnack.com
khcslenterprise@gmail.com
Fruit (Dried)

MISOTA FOOD IMPORT EXPORT CO LT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PHAL Rattana
(02359)
Group 5, Phum Prey Konsek, Sangkat O’char, 
Battambang City, 02359 Cambodia
+855 12 989 266 / N.A
www.misotagroup.com
rattana@misotagroup.com
Fruit (Dried)

PHKA DOUNG Handicrafét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
(040209)
No. D.026, Snay Village, Taches Commune, 
Kampong Tralach District, Kampong Chhnang 
Province, Cambodia
017 330040 / N.A
https://sites.google.com
phkadounghandicraft
divichra@gmail.com
Others (Virgin Coconut oil, Virgin black 
sesame oil)

SCW3PS Co.,LT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SON DYPONG
(12352)
F17-F19, St 19, Sangkat Stoeng Meanchey, Khan 
Meanchey, Phnom Penh
+855313333031 / N.A
www.scw3ps.com.kh
dypong@scw3ps.com
Processed Food (Natural Cambodia Honey)

PT. Rezeki Shaina Shakila Utama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Thomas Manihuruk
(40294)
Grand Villas IV no.16 Pinus Regency Bandung Jawa 
Barat 40294 Indonesia
+62 (87785585972) / N.A
www.indouniversalspice.com
marketing@indouniversalspice.com
Beverage Fruit (Puree, Dried)

PT. Niramas Utama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Abdul Awet
(17510)
Jalan Raya Bekasi Tambun KM 39.5 Bekasi 17510 
Indonesia
+6282114638249 / N.A
www.inacofood.com
abdul.awet@inacofood.com
Confectionart (Pudding) 
Beverage (Nata de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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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Paciféic Food Indonesia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Cynthia Utami Dewi
(16413)
Jalan Manis III No. 6 Kawasan Industri Manis, 
Jatake, Tangerang, Indonesia
+62-21-5918629 / +62-21-5918628
www.mamee.com
cynthia@smax.co.id
Confectionary (potato crisps, snacks)

PT. Jagad Kelapa Nusantara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Agung Firdaus Almuchtadillah
(16413)
Jl. Boulevard GDC Puri Insani 2 Blok B2/10 kota 
Depok, Jawa Barat 16413
+62 (811363535) / N.A
nusako.com
agung@nusako.com
Beverage (Fruit juice) 
Others (Coconut cream)

Art Classic International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Sutrisno Tri Widodo
(59429)
Jalan Ngasirah, Desa Kecapi, Tahunan, Jepara, 
Central Java
+62-81.225.714.555 / N.A
www.arts-classic.com
info@arts-classic.com
Cookware (cutting board, others) 
Tableware (Spoon, folk, chopstickss, tablemat, 
tray)

Mekonglao Export-Import Co.,Ltd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Latsamy Vetsaphong
(43130)
2f thatlaung plaza , thatlaungtay village , Seysetha 
district , Vientiane Lao P.D.R
+85621413455 +8562058555666 / 
+85621413455
N.A
mlexim.lao@gmail.com
Coffee (Roasted Bean) 
Beverage (Fruit Juice, Tea) 
Fruit (Puree) 
Others (Spice, Sauce, Nut)

Sangsanh Handicrafét Individual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Somphayvone VILAYPHONE
(43130)
2f thatlaung plaza, thatlaungtay village, Seysetha 
district, Vientiane Lao P.D.R
+85620 7777 6537 / +85621413455
N.A
Ing_somphayvone@hotmail.com
Coffee (Instant Coffee) 
Others (Bag made from banana)

Cold Pressed Coconut oil Vilavong Individual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Manykeo VILAVONG
(43130)
2f thatlaung plaza, thatlaungtay village, Seysetha 
district, Vientiane Lao P.D.R
+85620 5555 5929 / +85621413455
N.A
v.somphayvone@kkumail.com
Coffee (Instant Coffee) 
Confectionary (Dessert - Ginger candy) 
Beverage (Tea - Ginger powder, bale, finger 
root tea) 
Others (Honey, coconut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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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ND FOOD MANUFACTURING SDN BHD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Branden Kuan
(75260)
Lot 80 & 81, Jalan TTC 2, Taman Teknologi Cheng, 
75260 Melaka, Malaysia
+60 6 335 3794 / +60 6 335 3794
www.abrandfood.com
info@abrandfood.com
Beverage (Functional prebiotic vegan rice 
milk)

BASEFOOD SDN BHD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Nesamalar Satkunanasingam
(42100)
Lot35790, Jalan Sungai Batu 32/KU6, Kawasan 
Perindustrian Klang Utama, 42100 Kland Selangor
+6012 2070786 / +03 88888288
thebasefood.com
info@thebasefood.com
Processed Food (vegan burger) 
Beveage (zero sugar energy drink) 
Others (vegan honey, zero sugar syrups)

GANDA KOTA SDN BHD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AMY MOK
(70200)
304, JALAN INDUSTRI GALLA 15, GALLA 
INDUSTRIAL PARK, 70200, SEREMBAN, NEGERI 
SEMBILAN.
06-762 3278 / 06-763 1823
www.gandakota.com.my
sales@gandakota.com azizi@gandakota.com
Confectionary (Bakery, Cookie, Chocolate, 
Dessert, others) 
Processed foods Fruit (Dried - roasted 
coconut(vegan))

JAD SOLUTIONS SDN BHD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AHMAD SYAFIK BIN JAAFAR
(47500)
22, JALAN NILAM 1/6, TAMAN TEKNOLOGI 
TINGGI SUBANG, 47500 SUBANG JAYA, 
SELANGOR
+6011-11913130 / N.A
N.A
syafik@jadsolutions.org
Processed Food (Pre-cooked Food, Vegan 
meat from jackfruit)

MALEX PAPER PRODUCTS SDN BHD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Wern Tian
(81400)
No 55, Jalan Murni 4, Tamian Perindustrian Murni, 
81400 Senai, Johor, Malaysia
+07-5959 888 / +07-5959 666
www.malex.com.my
wernt@mallex.com.my
Tableware (Paper packaging)

Salay Shae Saung Co.,Ltd.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Aye Aye Naing
(04172)
Ywar Thit Quarter Salay Town Chauk Township 
Magway Region
+959401564976 +959771370435 / N.A
www.salayshaesaung.com
salayshaesaung@gmail.com
Beverage (Fruit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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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Fram Fresh Myanmar Co.,Ltd.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Nay Oo Kyi
(11091)
No. 74, Hanthawaddy 22nd Street, 6th Block, South 
Okkalapa Township 11091, Yangon, Myanmar.
+9595011836 / N.A
www.naturalfarmfreshmyanmar.com
nfarmfreshmde@gmail.com
Vegetable (Dried) 
Others (Spice)

Golden Myanmar Honey Co.,Ltd.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Thet Mar Nyo
(11401)
No.(69),Conner of Thanlwin Street and 
Malikha Street,Zone(5),Hlaing Thar Yar Twon 
Ship,Yangon,Myanmar
+959 4217 44300 / +959 688 426
www.goldenmyanmarhoney.com
tm.nyonyo@gmail.com
Others (Honey)

Shwe Zee Kwet Food Manuféacturing and International Export Co.,Ltd.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Ei Peo Phyu
(11031)
1231 yandar kyunr Avenue, North Oakkalar Tsp, 
Yangon
09.43097599 / N.A
www.golenbubo.com
shwezeekwetjuice@gmail.com
Beverage (Fruit juice) 
Fruit (Puree, dried) 
Vegetable (Dried) 
Cookware (Cutting board)

Aung Nay Lin Htun Co.,Ltd.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Ngwe TUN
(11091)
168-1, Myin Thar (10) Street, 14/1 Quarter, South 
Okkalapa Township, Yangon
+959422444403 / N.A
www.geniuscoffee.info
ngwetun@geniuscoffee.info
Coffee (Roasted bean) 
Beverage (Tea)

Innovative Packaging Industry Corp.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Ms. Almay Gaw-See
(1440)
271 T. SANTIAGO ST. VEINTE REALES, CITY OF 
VALENZUELA, 3RD DISTRICT 1440
(632) 8294 1276 / (63) 917 140 1279  
639.17.140.1279 63.917.526.1727 / N.A
www.imohsohealthy.com
info@imohsohealthy.com  
Krisjd@imohsohealthy.com - jdevera@
innovativepkg.com.ph almay_gaw@yahoo.com
Fruit (Dried) Vegetable (Dried)

SL Agriféood Corporation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Liza P. Guinto
(1231)
Sterling Place 2302 Pasong Tamo Ext. Makati City 
1231, Philippines
+632 8 813-7828 loc 232  63.917.565.1718 
Direct Line: 632 503.6950 
Mobile nos 63 917.817.4808 63 917.636.2490 / +632 
8 888-4791 Office Telefax:  632 813.7828 loc. 533
www.sl-agritech.com
lizaguinto@gmail.com
Confectionary (Dona Maria Coco sugar, 
Banana Flour) Fruit (Fresh Cavendish Banana) 
Others (Dona Maria Brown rice p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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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melt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Grace L. Demdam
(1607)
M. Eusebio Avenue, Brgy. Maybunga, Pas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1607
63.920.655.6429 63.995.237.2669 / N.A
www.magicmeltfoodsinc.com
gld2019magic@gmail.com gracedti2012@gmail.com
Confectionery (Biscuits: Toasted Bun, Puff 
Cookies, Round Egg Cookies, Toasted Cake, 
Buttered Toast)  
Others (Mango Flour, Banana Flour)

JNRM Corporation(Instayum)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Nerissa C. Larrobis
(3004)
Block 3, Lot 5, Grand Industrial Estate, Plaridel, 
Bulacan, Philippines 3004
63.921.417.7034 63.915.286.0809 
63.925.656.7269 / N.A
www.jnrmcorp.com www:instayumph.com 
www.tropikel.com
nlarrobis@gmail.com nerie@jnrmcorp.com
Confectionary (Bakery, Dessert) 
Processed Food (Pre-cooked Food) 
Beverage (Fruit juice, others) 
Vegetable Others (Spice)

B&C Healthy Snack Foods, Inc 4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Benson Tanoja
(1770)
L6 B5 Jasmin St.m Don Juan Bayview, Sucat, 
Muntinlupa City
63.920.920.4263 / N.A
www.bandchealthysnackfoods.com
benson@bandchealthysnackfoods.com 
Fruit (Cooked/Chewy)

Hiap Giap Food Manuféacture Pte Ltd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Karen Nah
(539200)
Blk 19 Defu Lane 10 #01-308 Singapore 539200

+65 62800361 / +65 62838698
www.hiapgiapfood.com.sg
karen@hiapgiapfood.com.sg
Processed Food (Noodle with Sauce Kit)

SIN MUI HENG FOOD INDUSTRIES PTE LTD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Auguste Hoe
(486121)
3017 Bedok North Street 5 #05-06

+65 6442 7677 / +65 6442 7577
www.smhfood.com
auguste@smhfood.com
Processed food (Pre-cooked Food)

CHC FOOD INDUSTRIES Co., LTD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Lim Yee Yee
(15115)
336, Gongdan 2-daero (Jeongwang-dong)                                                                
Siheung-si, Gyeonggi-do, Korea 15115
82-31-433-3265 / 82-31-433-3262
www.foodyo.com.sg
yee_lim@chcfi.com.sg
Others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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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ba Pte Ltd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Ivan Hasaka Yuga Gunawan
(787805)
421 Tagore Industrial Avenue #01-22 Singapore 
787805
+6593533620 / N.A
N.A
ivan@eatirvins.com
Others (Pre-packed Snacks, Salted egg snacks, 
Chips, Cracker)

Aegis Packaging Pte Ltd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Kailiang Ong
(309116)
78 Gilstead Road, Singapore 309116

+64406633 / N.A
https://www.aegispackaging.com
kailiang.ong@regentech.sg
Cookware (Packaging)

CYBERPRINT GROUP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Yuttana Penkuson
(74000)
30/91,100 Moo 1 Sinsakorn Industrial Estate, 
Chasadavithee Rd., Tumbol Kaokkham, Amphur 
Muang, Samutsakhon 74000
+66-2641-9135 to8 +66-8-5072-4216 / 
+66-2641-9139
www.cyberprintgroup.com
yuttana.p@cyberprint.co.th info@cyberprint.co.th 
Coffee, Confectionary, Beverage, Vegetable

SUNSEA PLASTICS P.S.co.,LT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Sangserm Panutaiwat
(10260)
192,194,196 LASAKKE 24, SUKHUMVIT ROAD, 
BANGNA TAI, BANGNA, BANGKOK 10260
+66 2 398 0021-2  / +66 2 398 5425
www.sunsea.co.th
info@sunsea.co.th
Beverage (Fruit Juice, Tea, Others) 
Fruit (Dried, Others) Others

THAIPAPER CO., LT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Salinda Ratanasanguavongs
(10800)
1 Stam Cement RD, Bangsue, Bangkok 10800, 
Thailand
+66 2586 1000 +66 63 202 0677 / N.A
festforfood.com
salindar@sog.com
Tableware (Tray - Plate, bowl, lunch box)

UNION INTA CO.,LT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Methawin Shahi
(10200)
306/2-3 CHAKPHET ROAD  WANGBURAPAPIROM 
PHANAKORN BANGKOK 10200
662-6238161 / 662-2212389
www.alufoilstar.com
methawin@unioninta.com
Cookware - Food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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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APAC CO., LT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Saranyawat  Chaiwangsri
(20000)
700/135 Moo 5 Tambol Klongtumru  Amphur 
Muang Chonburi 20000
+662 312 4147 / +662 312 4151
www.vandapac.com
saranyawat.c@vandapac.com
Tableware (Composable drink & food 
packaging)

SAKY FOODS COMPANY LIMITIE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NGUYEN KIM THANH
(725060)
ROOM 3.22, 3RD FLOOR, AREA 1, PRINCE 
BUILDING, 17-19-21 NGUYEN VAN TROI STREET, 
WARD 12, PHU NHUAN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0084(28)39952995 / 0084(28)39952995
www.sakifoods.com
kim@sakyfoods.com
Processed Food (Pre-cooked Food) 
Fruit (Fresh, Frozen fruit)

G.C FOOD JOINT STOCK COMPANY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Nguyen Diep Phap (Frank)
(76000)
Lot V-2E, No. 11 Street, Ho Nai Industrial, Ho Nai 3 
Commune, Trang Bom District, Dong Nai Province, 
Viet Nam.
(+84) 89 892 0468, (+84) 98 442 3454 / N.A
https://gcfood.com.vn
info@gcfood.com.vn  phapnguyen@gcfood.com.vn
Beverage (Aloe Vera, Nata de Coco)

VINAKA Co.,Lt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Tran Anh Tai
(04522)
Room 305, 3 Floor, 16, Mugyo-ro, Jung-gu, Seoul, 
Korea
+822-558-6002 / +822-554-6002
www.vinaka.kr
anhtaivinaka@gmail.com
Coffee (Roasted Bean, Instant Coffee, others) 
Fruit (Dried) Others

Hanoféood Import Export company Limite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Nguyen Thi Thu
(34000)
47 Chuong Duong street, Tran Phu District, Hai 
Duong city, Hai Duong Province, Vietnam
+84-904-292-555 / N.A
N.A
Tccb842@yahoo.com
Coffee (Roasted Bean) 
Beverage (Fruit Juice) 
Others (Spice)

Good Farmers / Quoc Anh AGRI CO., LTD 4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Nguyen Van Thao
(930000)
157 Le Lai, KP2, Mo Cay, Ben Tre, Vietnam

010 5276 0419 / +84 96 9914 110 / N.A
www.goodfarmers.co
jacksentut@gmail.com
Coffee (Roasted Bean) 
Beverage (Fruit Juice) 
Others (Sp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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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Korea Centre 4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H.E. Kim Hae-yong
(04520)
8th Floor of the Press Center Building, 124 Sejong-
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2)2287-1115 / (02)-2287-1160
www.aseankorea.org
info@aseankorea.org
Information Desk for ASEAN Pavillion

ASEAN Lounge 4D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H.E. Kim Hae-yong
(04520)
8th Floor of the Press Center Building, 124 Sejong-
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2)2287-1115 / (02)-2287-1160
www.aseankorea.org
info@aseankorea.org
ASEAN Lounge & Ev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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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Jacks Creek

5A3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eon Zagel
2340
Suite 1A, 4 bligh st Tamworth, PO BOX 316

 / 

leon.zagel@jackscreek.com.au
Jack’s Creek is a leading company in Australian premium beef, our grain 
fed Wagyu and Black Angus beef production have made us consecutive 
winners of the ‘World’s Best Steak Producer’ World’s Best Grain fed steak, 
World’s Best Fillet Steak and World’s Best Ribeye Steak in 2021. 

AUSTRALIA

New South Wales Government Australia

5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unah Kim
03153
1-Jongro 1 ga, Jongrogu

+ 82 2 398 2810 / +82 2 734 5085
www.investment.nsw.gov.au
sunah.kim@investment.nsw.gov.au
New South Wales where Sydney is the capital is leading the trend at the 
center of Australian F&B Industry. NSW exporters with great product 
capabilities are currently looking for Korean Partners. Please visit our 
booth and experience Australian F&B Products.
 [List of NSW exporters] 
#Supreme PoultryFood Service - Chickens for ingredient /
#Koala Black Garlic - Roasted Black Garlic/
#Pearl Seafoods Pty Ltd - Seafood wholesaler & supplier/
#Provenance Flour and Malt - High protein flours/
#Ananda Food - Hemp food products/
#Pacificblue Health - Probiotics/ 
#Hawkesbury Brewing Co - Beers, including zero Alcohol /
#Mountain Culture - Craft beer/
#Tyrrell's Vineyards - Wines / #Briar Ridge Vineyard - Wines/
#Brokenwood Wines - Wines / #First Creek Wines - Wines

AUSTRALIA

Swift & Co

5A3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en Im
4000
3/15 Astor Terrace, Spring Hill, QLD, Australia

+61419315751 / 
https://swifttrade.com.au
KIm@swifttrade.com.au
Swift & Company Trade Group is an international meat and pet food 
trading company based in Australia. Swift & Company is the trading 
division of JBS, the world largest protein producer. We are dedicated to 
finding and delivering protein solutions for your business. With established 
suppliers located across the globe, our extensive supply network means 
we can provide you with the best quality product at the best price. We 
source Beef, Lamb, Pork, Poultry, Fish and Game. When you buy or sell 
with Swift Trade, you will have a global range of protein solutions without 
the risk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We specialize in managing the 
procurement process, offering market access and completing financial 
transactions as well as organising the logistic components of international 
trade. To get in contact, email one of our knowledgeable and experienced 
international traders at semailinfo@swifttrade.com.au Let’s talk about 
your procurement needs!

KOREA

Advantage Austria / Austrian Embassy 
Commercial Section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Wolfgang Köstinger
03154
21 Fl., Kyobo Bildg., Jongno 1, Jongno-Gu, Seoul

+82 2 732 7330 / +82 2 732 4337
https://www.advantageaustria.org/kr
seoul@advantageaustria.org
ADVANTAGE AUSTRIA is the trade promotion organisation of the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With around 100 offices in over 70 countries, 
we provides a broad range of intelligence and business development 
services for both Austrian companies and their international business 
partners. Around 800 employees around the world we can assist you 
in locating Austrian suppliers and business partners. We organize 
about 1,200 events every year to bring business contacts together. 
Other services provided by ADVANTAGE AUSTRIA offices range from 
introductions to Austrian companies looking for importers, distributors or 
agents to providing in-depth information on Austria as a business location 
and assistance in entering the Austri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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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Almi GmbH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Wook-Jin, Jeong
05836
Munjeong-Dong, Songpa-Gu, Seoul, Korea

02-993-5680 / 
www.jungwookr.com
jungwookr@jungwookr.com
For nine decades, Almi has been a successful, reliable partner for the 
international food industry. Almi is a leading international company which 
specialises in the individual production of high quality spice preparations, 
seasoning blends, additives and functionalities for sausage, meat, ham, 
convenience foods, vegan and vegetarian products and fish processing 
industries.

KOREA

Almdudler Limonade A. & S. Klein GmbH 
& Co KG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ignon Yang
04627
Samildaero 2 Gil 50, 5F, Jung Gu

010-8425-8773 / 
www.almdudler.com
myang@mylondontrade.com
Almdudller is a sparkling drink made of Alpine water and Alpine herbs. It's 
meticulous production process begins with collecting and drying alpine 
herbs. One of the first, important quality tests involves determining the 
amount of essential oils in the herbs and evaluating them. These herbs 
include lemon balm, sage, gentian, elderflower and coneflower; those 
which meet Almdudler’s strict criteria go through a mixing process and the 
high quality aroma is carefully extracted. This extract is allowed to mature 
over several weeks, creating the unmistakable Almdudler aroma. To make 
Almdudler, this alpine herb extract is then mixed with fresh spring water, 
natural beet sugar and citric acid, carbonated and poured into the original 
Almdudler bottle. That’s how our Almdudler gets its unique, refreshing, 
sweet-tangy taste; without preservatives or artificial flavours. Almdudler is 
certified as suitable for vegans with the European vegan label.

KOREA

Alpdrinks/ Upsynth GmbH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oon Hadong
16076
320-ho, 30, Bandal-ro 35beon-gil,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 
www.alpdrinks.at
hd.yoon@withyoutd.com
The Alpen Rosé - non alcoholic sparkling wine, was developed by the 
company Alpdrinks for Champagne Lovers who want to enjoy alcohol 
free. The Alpen Rosé - BIO Organic is an elegant, fresh rosé sparkling wine, 
made from Pinot Gris, Muscat and Dornfeld grapes (from Bio/Organic 
controlled Origine). The wine was carefully dealcoholized and sterile drawn 
into the bottle. The Alpen Rosé is finely sparkling and convinces with its 
exotic, spicy fruit and aromas of apricots, nutmeg and ripe grapes. It is 
characterized by its fruitiness and elegance.

KOREA

Weingut Alois Höllerer GmbH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ejin Shin
0728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하우스디 비즈 506호

 / 
http://well-green.com
yejin.shin@well-green.com
Wellgreen Radler Co., Ltd. not only manufactures, imports, and distributes 
food and beverage, but is also a company specializing in daily distribution. 
They distribute a variety of products, including non-food products, such 
as electronic devices and medical supplies throughout customers' 
lives. In addition, they have a branch office in Vienna, Austria, and have 
a smooth im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European products. Currently, 
the representative beer of Austria, Egger, is imported and distributed 
exclusively by Wellgreen Radl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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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inzer Krems eG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ejin Shin
0728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하우스디 비즈 506호

 / 
http://well-green.com
yejin.shin@well-green.com
Wellgreen Radler Co., Ltd. not only manufactures, imports, and distributes 
food and beverage, but is also a company specializing in daily distribution. 
They distribute a variety of products, including non-food products, such 
as electronic devices and medical supplies throughout customers' 
lives. In addition, they have a branch office in Vienna, Austria, and have 
a smooth im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European products. Currently, 
the representative beer of Austria, Egger, is imported and distributed 
exclusively by Wellgreen Radler in Korea.

AUSTRIA

Eggenberger International 
Getränkehandels-und Beteiligungs GmbH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arl Stoehr
4643
Ranklleiten 8

00436643079586 / 

international@eggenberger.at
Beer specialties, strongest beer in the world, beer mix "Radler" and 
alcoholfree beer, wine, icewine and grapjuice from Austria

AUSTRIA

Rudolf FRIERSS & Söhne Fleisch- und 
Wurstspezialitäten Gesellschaft m.b.H.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Sungchan Suh
A-9500
Gewerbezeile 4, Villach

82 2 533 1105 / 

sungchan.suh@snsbglobal.com
Frierss, which is a traditional family-run company in Austria, is one of 
the leading producers of premium quality meat, bacon and sausages. 
Established in 1898, Frierss is currently managed by the fifth generation of 
Frierss family. Frierss specialties are manufactured in Carinthia which is 
Austria's southernmost province. Carinthia is known as a beautiful region 
and popular as a wonderful tourist destination. Untouched nature, small-
sized family farms, beautiful mountains, lakes with drinking water quality, 
pure mountain air and mild climate not only characterize the beautiful 
landscape of Carinthia but also give the best conditions for delicate Frierss 
specialties to develop their unique taste. Another important factor for 
Frierss specialties’ quality and taste is enough time for maturing. With their 
unique taste, Frierss specialties have been awarded many times. Already 
in 1910 at the World Exhibition in Paris Frierss specialties were honored 
with the Gold Medal for their great taste and quality.

AUSTRIA

Schalk Mühle GmbH & Co KG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ranz Schalk
8262
Kalsdorf 18 8262 Ilz Austria

 / 

franzschalk@schalk-muehle.at
The answers to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lie i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such as CO2. By nature, the cultivation and growth of 
nuts, seeds, seeds and kernels leave a very small carbon footprint. Thanks 
to environmentally friendly hydropower, we produce a wide range of 
organic food from these staple foods in a CO2-neutra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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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Starzinger Getränkegruppe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nfred Vogl
4890
Bahnhofstraße 1

00436648505859 / 00437684644419
www.starzinger.at
manfred.vogl@starzinger.at
No matter if energy drink, functional or mixed beverages of all kinds in 
PET, can or glass - there are virtually no limits to your ideas. We work on 
the best bottling solutions for you! With our international know-how and 
long-term experience as a beverage bottler, we are the ideal co-packing 
partner for you. State of the art technology and customer support at 
the highest level is a matter of course. We are a strong partner for food-
retailers and our product range comprises 3 mineral water springs under 
the brand names FRANKENMARKTER, JUVINA and LONG LIFE, providing 
pure natural mineral water from Austria, flavoured and enhanced waters, 
regular and sugar-free CSDs under the brands SCHARTNER BOMBE and 
FRANKENMARKTER and CLUE Energy-drinks. BRÄU AM BERG beer, 
HARD2OHH hard seltzer and our brand new an highly innovative ALPINE 
BREEZE, natural mountain water from Austria in cans, are completing our 
product range. 

AUSTRIA

Staud's GmbH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ico Perz
1160
Hubergasse, 3, 3

 / 

perz@stauds.com
Tradition, passion and timeless quality elevate STAUD'S to the rank of a 
Viennese cultural asset. What initially began with apricot compote and 
cucumbers has become a success story with over 230 varieties of sweet 
and slightly sour delicacies. From fruity jams, fruit spreads and compotes 
to wine jellies and chutneys to pickled vegetables, each individual 
variety corresponds to the top quality segment and the highest purity 
requirement. Quality you can taste. For over 50 years.

AUSTRIA

Stiegl Getränke & Service GmbH & Co. 
KG

5C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Thomas Necker
04111
A-5017 Salzburg, Kendlerstrasse 1

+43 50 1492 2042 / 
www.stiegl.at
thomas.necker@stiegl.at
We are a private brewery with a long tradition in beer culture. For around 
530 years, sustainability, regional focus, local added value, and above all 
the quality of our beers and services have come first. However, this quality 
is only possible if we exclusively use the best domestic ingredients at our 
brewery. The values we feel obligated to fulfill since the brewery’s founding 
in 1492 have made us Austria’s leading private brewer.

BELGIUM

Belgian Meat Office

5B6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ris Coenen
1030
Koning Albert II-laan 35/50

 / 
www.europeanpork.eu
meatinfo@vlam.be
Belgian Meat Office is your first point of contact if you are interested in 
pork from Belgium. Since more than 20 years, Belgian pork suppliers offer 
excellent pork tailored to the needs of their Korean partners. At Seoul 
Food&Hotel six Belgian pork suppliers are present. Meet them all at once 
at our booth!



SEOUL FOOD & HOTEL 2022

89SEOUL FOOD 2022

BELGIUM

Mydibel nv

5A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aura Morel
7700
Rue Piro Lannoy 30

+32(0)56 33 48 50 / +32(0)56 33 49 45
https://www.mydibel.be/en
laura.morel@mydibel.be
Mydibel is a family business specializing since 1988 in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potato products: including fresh 
(fries), frozen (fries and puree specialities) and dehydrated (flakes and 
granules) products. It processes daily approximately 2,000 tons of 
potatoes and sells about 255,000 tons of finished products per year. 
Mydibel invests both in their own branding and in private label supplying 
companies from a variety of customer segments: food service, retail and 
industry. The 100% family-owned business employs more than 650 people 
and exports its wide range of potato products to more than 120 countries 
worldwide.

BRAZIL

ABRAFRUTAS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rge Luis Raymundo de Souza
13101-664
Rua Prof. Dea Carvalho 100 - Campinas SP

11 99983-8173 / 
www.frutasdobrasil.org
waldyr.promicia@itacitrus.com
Fresh mangoes, açaí pulp, table grapes, avocados.

BRAZIL

AMAZON EXPORT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eoncio Yoshio Yamaguchi da Costa
66623-155
Rod augusto montenegro 320

91 991382400 / 
www.amazonexport.com.br
export@amazonexport.com.br
Frozen fish (croaker, stingray, ribbon fish)

BRAZIL

APIÁRIO FLOR DE MEL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ulia Romualdo Carnevalli
37470-000
Rua Julieta de Oliveira Junqueira 160 Bela Vista - São 
Lourenço Minas Gerais
35 992412462 / 
www.apiarioflordemel.com.br
comercial@apiarioflordemel.com.br
Green Propolis Extract, Honey, Bee Po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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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APISBRASIL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u Hyun Sung
12411-330
Rua José Bastos Junior,173 Pindamonhangaba -SP

12 3645-4431 / 
www.apisbrasil.com.br
apis@apisbrasil.com.br
Green Propolis Extract, Propolis Spray , Raw Propolis

BRAZIL

BRMILL ALIMENTOS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hatina Said Salles
75180-000
Rodovia GO 010 KM 125 - Area 01 - Silvânia - Goiás

62 3636 8307 / 
www.brmill.com.br
export@brmillalimentos.com.br
Non GMO Whole Corn; Corn Grits, Corn Flour, Cornmeal; Flaking Grits, 
Whole Degermed Corn, Corn Bran

BRAZIL

EFX INTERNATIONAL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abio Correa de Oliveira

11 99980 3685 / 
http://www.efxinternational.com.br
fabio.oliveira@efxinternational.com.br
Coconut water, Yerba Mate Tea, Peppers

BRAZIL

GARRA INTERNATIONAL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izandra Mayumi Aoki
85812-001
Condomínio do Edifício Covisa, Av. Brasil, 5102 - Centro, 
Cascavel - PR
45 3096-1850 / 
https://www.garrainternational.com
lizandra.aoki@garrainternational.com
Frozen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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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GREENFISH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ucas de Oliva Martins
66063-033
Av. Conselheiro Furtado, 2865. São Brás - Belém, Pará.

91 984494646 / 
www.greenfishbr.com
lucas@greenfishbr.com
Frozen Fish

BRAZIL

JALLES MACHADO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ernanda Castro
76388-899
Fazenda São Pedro, Rod GO-080 km 185

62 985623783 / 
www.jallesmachado.com
fernanda.mendonca@jallesmachado.com
Organic Sugar | Hand Sanitizer (gel)

BRAZIL

LKJ FRIGORÍFICO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iago de Oliveira Ravazzi
09751-000
Av. Pereira Barreto, 1479. São Bernardo do Campo. SP

11 94342-1261 / 
lkjfrigorifico.com.br
export@lkjfrigorifico.com.br
Beef

BRAZIL

PETRUZ AÇAÍ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manda Dias da Paz Veloso
68741-360
Av. Duque de Caxias 250

91 37215562 / 
http://petruz.com/en
marketing@petruz.com
Açaí Powder, Organic Açaí Pulps, Assorted Tropical Fruit Pu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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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PHARMANECTAR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sé Alexandre Silva de Abreu
30130-151
Rua Pernambuco 1070, Bairro Funcionários, Belo 
Horizonte-MG
31 988145978 / 
www.pharmanectar.com.br
abreu@pharmanectar.com.br
Green Propolis Dried Extract, Green Propolis Liquid Extract, Cytopropolis, 
Ox. Free, Propocaps, Bee Polen, Honey, Comb Honey

BRAZIL

SAMBA FOODS

5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iana de Bruns Barretta
88034-000
Rua Admar Gonzaga 1669, Florianópolis, SC

47 992927833 / 
https://sambafoods.com.br
mariana@sambaintl.com
Green mung beans, adzuki beans, red bamboo beans, black matpe, 
popcorn, sesame seeds, peanuts, black pepper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5B3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en Berry
K1A 0C5
1341 Baseline Road, Tower 5, Floor 3 Ottawa

1 613 668 0311 / 
https://agriculture.canada.ca/en
ben.berry@agr.gc.c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provides information and services to 
promote a secure food system, healthy environment and an innovative 
food production and processing sector. We facilitate business-to-business 
contacts and trade opportunities for Canadian exporters of high-quality 
food and beverage products.

CANADA

AGT Foods

5B3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ared Durston
S4V 3L7
6200 E. Primrose Green Dr. Regina, SK

1 306 525 4490 / 
www.agtfoods.com
seoulfah@agtfoods.com
AGT Food and Ingredients (AGT Foods) is a global leader in value-added 
processing of pulses, grains, staple foods and ingredients for export 
and domestic markets. AGT Foods was founded on the principle ‘From 
Producer to the World’, buying pulses, grains and specialty crops from 
farmers around its facilities in Canada, Turkey, the U.S., Australia, China 
and South Africa and processing and exporting its non-GMO, gluten-free 
and nonallergenic pulses and milled durum wheat products to over 1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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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Alliance Zone Inc.

5C1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del Bennani
J4J 2Z3
370 Boulevard Nobert, Suite 260

+14509990025 / +14509990045
www.AllianceZone.ca
adel.bennani@alliancezone.ca
Alliance Zone Inc. is a Canadian customer-oriented Agri-Food sourcing 
firm. We source, trade and export the highest quality grains and seeds, 
including Lentils, Peas, Beans, Chickpeas, Soybeans, Mustard Seeds, Flax 
Seeds, Canola, Millet, Oat, Canary Seeds, Barley, Buckwheat and Sunflower 
seeds. We offer both Conventional and Organic products.

CANADA

Atlantic Resources Partnership

5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ang Zhao

 / 

yang@atlantic-resources.ca

CANADA

Atlantic Sea Cucumber Ltd

5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incoln Ellsworth
B3Z3K7
212 Paul's Point Road Hacketts Cove

1 902 823 9998 / 
www.atlanticseacucumber.ca
info@atlanticseacucumber.ca
Leading producer and exporter of dried sea cucumber.

CANADA

AZMABIOTECH LTD

5C1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OJTABA AZMA
V8B0E5
114 - 39012 Discovery way Squamish, BC.

1 604 363 0144 / 
https://azmabiotech.com
Azma@Azmabiotech.ca
Azmabiotech is a GMP certified and FDA registered manufacturer of 
natural health products located in Squamish, British Columbia, Canada, 
with more than 30 unique products combinations of probiotics and 
medicinal herbals licensed as Synbiotics by Health Canada in the global 
market. Azmabiotech unique patented four layers of probiotics with 
selected veggies capsules made Azmabiotech probiotics for 24 months 
of shelf-life stability. Moreover, Azmabiotech is a contract manufacturer for 
many brands outside and inside Canada and consulting other companies 
for formulation and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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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Baie Ste-Anne Seafoods

5C2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ean-Paul Richard

 / 

jp@bsaseafoods.com

JAPAN

Canada Beef International Institute

5C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Ichiro Kiyotomi
103-0027
3F 1-13-1, Nihonbashi, Chuo-ku Tokyo

81 3 6665 6452 / 
https://canadabeef.kr
ikiyotomi@canadabeef.ca
CBII provides market development and promotion services for the 
Canadian beef and veal industry.

KOREA

Canoe Global Trading Compamy

5C1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o Seok Hant Kim
59503
59502, 13 Jukam-ro, Donggang-myeon, Goheung-gun

61 830 1000 / 
www.canoetrading.com
Hantceo@naver.com
Canoe Trading has been sharing truly Canadian goodness with the world 
since 1986. We provide quality Canadian food and drinks to importers and 
distributors in dozens of markets around the world at the lowest price and 
best service available. Visit www.canoetrading.com to learn more.

CANADA

Clever Fruit Products

5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ean Sears
B4V1B4
724 King Street Bridgewater

902-240-0833 / 
www.cleverfruitproducts.com
info@cleverfruitproducts.com
Clever's mission is to enhance the health of society by increasing the 
potency of antioxidant-rich fruit through fermentation. We develop 
fermented fruit ingredients for consumer brands who make functional 
foods and beverages, supplements, and nutra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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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Coldfish Seafood Company Inc.

5C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ergey Samotaenkov
V5P 2S7
1670 East Kent Ave. South Vancouver

1 888 989 8789 / 
www.coldfish.ca
sergey@coldfish.ca
Coldfish Seafood is a boutique fishing company located in Vancouver, 
BC, Canada. After years of experience, customers worldwide recognize 
Coldfish as a top leader in the industry for live, fresh, and frozen seafood. 
The company strives to be consistent with its superior customer service 
and products, as well as its comprehensive in-house quality control 
program. Coldfish is committed to providing clients with exceptional 
products and is therefore certified by the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and registered with Trace Register. Coldfish Seafood Co. provides 
a variety of products and packaging services to the food service and 
retail industry. Our distribution channel is designed to continually exceed 
the unique requirements of the market and match the global demand for 
seafood products.

CANADA

Dare Foods Limited

5C2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d Pearson
N3H 4R7
25 Cherry Blossom Road Cambridge

1 519 893 5500 / 
www.darefoods.com
international@darefoods.com
Since it started baking cookies in 1892, Dare Foods has remained a 
solid, Canadian and family-owned based business, continuing to build a 
legacy rich in innovative and high-quality products that meet the changing 
needs of consumers. Their range of cookies, crackers, fine breads, candy, 
foodservice and custom products are available throughout North America 
and are exported to more than 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CANADA

East Coast Wild Blueberry Limited

5B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ouez Abderrahman
B0M 1L0
80 Little Dyke Road Great Village

1 902 662 3848 / 

Mouez@polproduct.nl
East Coast Wild Blueberry Limited is a fresh to frozen processing 
company based out of Sackville, New Brunswick.

CANADA

Evolved Meats

5A5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appuccitti John
N2G1H6
151 Charles Street West, Suite #199, Kitchener, ON

1 647-282-5659 / 

john@caromea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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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Maison Beau Soleil

5C2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médée Savoie
E9G 4H3
42 Otho Street

506 776 4545 / 
https://maisonbeausoleil.ca
info@maisonbeausoleil.ca
In less than a decade, Maison BeauSoleil’s oysters have established the 
North American standard in achievement for quality and taste. Whether 
in Canad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ven in Europe, fine enthusiasts 
around the world recognize our products. Eating a BeauSoleil oyster is not 
only the pleasure of savouring a seafood product, it is also a fine dining 
experience. Each oyster from Maison BeauSoleil offers both salty and 
sweet tastes with hints of hazelnut, while offering a full and firm flesh. To 
serve BeauSoleil oysters when dining with friends, colleagues or family is 
to serve nothing but the best.

CANADA

Muwin Estate Wines Ltd. 
(Bulwark Craft Ciders)

5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Germain Germain
B0J 2M0
7155 HWY 12 New Ross

902 681 1545 / 
bulwarkcider.com
info@muwinestate.com
Bulwark Craft Ciders is an award winning owner-operated craft cider 
and fruit wine producer based in New Ross, Nova Scotia. Awarded best 
product of the year 2016 in its category by the Nova Scotia Liquor Board, 
Bulwark Ciders has also over the years won several gold medals at various 
Cider Competitions. To celebrate its 10th year anniversary, Bulwark Ciders 
successfully launched its first non-alcoholic cider in the Fall of 2021.

CANADA

Natural immix Health Ltd.

5C1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ason Park
V3C 6P4
1368 Kingsway Ave., Vancouver

604 941 5448 / 
www.naturalimmix.com
business@naturalimmix.com
True wealth is good health.

KOREA

Natures Best Foods Co., Ltd

5C2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ony Kim
27658
115 Daecheong-Ro, Samsung-Myun, Eumsung-Gun, 
Chungcheongbuk-Do
82 43 881 0287 / 
www.charmoats.com
glosocanada@hotmail.com
Natures Best Food Co., Ltd., which provides the best quality products, is a 
company specialized in producing oat products. Our company mills and 
processes fresh oats directly imported from Alberta, Canada, and also 
domestically grown oats, in our factory in Eumseong, Chungcheongbuk-
do to supply fresh products to our customers. We are also exporting our 
products to numer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ats are a 
healthy food that is enjoyed by consumers all over the world, and it was 
even selected as one of the 10 superfoods in the world by the Times 
magazine. We strive to produce the best quality products that are not only 
good for your health but also delicious. Quick Oatmeal, one of our leading 
products, is a No. 1 selling product on Coupang, the biggest online sales 
network in Korea. As we prioritize consumer safety, we obtained HACCP, 
a food quality certification, and international foo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ISO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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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New Brunswick Department of 
Agriculture, Aquaculture and Fisheries

5C2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xime Breau
E3C 2G6
1350 Regent Street

1 506 453 3826 / 
https://nbdeliciouslycanadian.com
NBFoodExport@gnb.ca
New Brunswick Department of Agriculture, Aquaculture and Fisheries 
promotes New Brunswick’s top seafood, agri-food and beverage products 
in international markets, driving awareness of our wildly delicious food and 
beverage exports through retail and foodservice promotions, marketing 
collateral, overseas trade and press missions and advertising.

CANADA

Notaboo Corp.

5C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essie Ou
L6G 1B5
120 Duffield Dr. Markham ON

437 778 8866 / 
www.notaboo.ca
sales@notaboo.ca
Notaboo Corp. is multi-award winning producer of E.T.51 Premium 
Whisky, Rum, and Vodka. Currently available in more than 22 USA states, 
Canada, and Singapore International Airport. It is known for premium 
quality, renowned design, and proud Canadian heritage. Our retail partners 
world-wide includes Lotte Duty Free, Total Wine & More, and Air Rianta 
International. E.T.51 is a global brand with prestigious recognition, 
including Double Gold, Platinum, and Gold winner at the International 
Spirits Competition in San Francisco, California.

CANADA

Nova Scotia Food and Beverage

5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Omaira Ospino
B3J 3E4
1800 Argyle St. Suite 701 Halifax

1 902 220 2185 / 
https://www.nsfoodbeverageexports.com
oospino@nsbi.ca
Nova Scotia is home of premium quality producers of wild blueberries, 
apples, strawberries and many more products ranging from greenhouse 
vegetables to value added nutritional supplements, natural health products 
and award-winning wines, distilleries, craft breweries. The following 
companies will be represented in the booth #5C206 
1. Atlantic Resources Partnership Inc.: https://www.steinhartdistillery.com/ 
2. Atlantic Sea Cucumber Ltd.: https://www.atlanticseacucumber.ca/ 
3. Bulwark Craft Ciders: https://bulwarkciderhouse.ca/ 
4. Clever Fruits Ltd: https://cleverfermentation.com/ 
5. Shivani's Kitchen Ltd.: https://shivaniskitchen.ca/ 
6. Sun Under the Sea: https://www.sununderthesea.com/

CANADA

Oneday Core Enterprises Ltd.

5C2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J Park
V6P 6G5
1200 73RD AVE W Unit No. 1100

604 716 7751 / 
www.onedaycore.com
jj@onedaycore.com
Health supplement products sourced from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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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Pacific Rim Shellfish Corp.

5C1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helsea Sang
V6H 3X7
1807 Mast Tower Road Vancouver

604 687 4228 / 
www.pacrimshellfish.com
sales@pacrimshellfish.com
Established in 1977, Pacific Rim Shellfish D.B.A. The Lobster Man is one 
of the first live shellfish markets in Vancouver and an original tenant of 
Granville Island. Today, they have grown into an established major exporter 
for live shellfish in a variety of international markets including China, Hong 
Kong, Korea, Singapore, Malaysia, Vietnam, Thailand, the USA, and Europe. 
They work directly with fishermen, fishing boats and farms to source the 
finest quality of shellfish available. Registered with th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Pacific Rim Shellfish works closely with them to ensure 
food safety by implementing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and quality management programs in their processing plant. 
Pacific Rim Shellfish is committed to supplying and sourcing sustainable 
products for the premium marketplace and are a proud partner of the 
Ocean Wise program.

CANADA

Prime Health Ltd. (프라임 헬스)

5C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harmesh Chauhan
V2X 0Y4
11450, 201a St Maple Ridge, BC

1 604 945 6744 / 
https://www.primehealth.ca
sales@primehealth.ca
We are an OEM manufacturer of nutritional supplements such as Vitamin 
C, CoQ10, and MSM located in BC, Canada. We are supplying products 
to many customers around the world. It is produced at a GMP-certified 
facility certified by the Canadian government and is a Made In Canada 
product. What we are confident about is that we can supply certain quality 
products at the lowest price. 
저희는 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OEM제조사로서 한국으로 가장 많은 제품을 수출하
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OEM제조가 가능하며, 한국인 
직원을 통해서 편하고 빠르게 고객님의 영양제를 Made In Canada 제품으로 제조해 
보세요. 한국어로 원하시는 제품을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ANADA

Sun Under the Sea Nutrition Inc.

5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eremy Moule
B0J1J0
4171 Hwy 3

1 902 273 2325 / 
https://www.sununderthesea.com
jmoule@sununderthesea.com
We manufacture a powdered dairy-free collagen creamer. Using the 
highest quality wild-caught North Atlantic marine collagen and MCT Oil 
powder. Vision - To nurture the health and wellness of dairy-conscious 
human beings, anywhere - one serving at a time. Mission - To create 
the best dairy-free creamer globally through science, education, and 
consumer needs. Customize your daily collagen experience quickly and 
conveniently with our highly versatile superfood.

CANADA

Shivani's Kitchen

5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hivani Dhamija
B0N2T0
1989 wentworth road newport station

902 482 7714 / 
shivaniskitchen.ca
shivani@shivaniskitchen.ca
Food manufactur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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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The Ministry of Alberta Agriculture, 
Forestry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5B3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ee-Young Chang
4518
Jeong-dong Jeong-dong, Seoul

82 2 3783 6143 / 
https://www.alberta.ca/index.aspx
kee-young.chang@international.gc.ca
Supports the growth, diversification and sustainability of Alberta’s 
agriculture and forest industries and rural communities.

CANADA

Westmorland Fisheries

5C2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ussel Jacob
E4N 1V3
94 Gautreau Street

506 577 4325 / 
www.westmorlandfisheries.ca
info@westmorlandfisheries.ca
As a leading North American lobster processor, we are committed to 
consistently delivering high-quality frozen lobster products such as 
Whole Cooked / Whole Raw Lobsters, Cooked Lobster Meat and Raw 
Lobster Tails. We supply customers in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in 
multiple industry segments, from major grocery chains and food service 
distributors to large restaurant chains, seafood distributors and food 
manufacturers.

CHINA

ANQIU HUATAO FOOD CO.,LTD

5E3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i wei
262100
Chengxi Industrial Park, Jinshan North Road, Xin 'an Street, 
Anqiu City, Weifang City, Shandong Province, China
86+15662585859 / 0536-4338278
http://www.huataofood.com
anqiuhuatao@163.com
Anqiu Huatao Food Co., Ltd. was established in 2015, is an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enterprise, which mainly produces and sells Vermicelli.

CHINA

Rongcheng City He Shun Aquatic 
Products Co.,Ltd

5E3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ongsong Li
264300
Rongcheng City Shangzhuang Town Dongshangzhuang 
Village shandong
0631-7415888 / 0631-7411500
www.whheshun.com
rcheshunshipin@163.com
Rongcheng Heshun aquatic products Co., Ltd., established in June 2016, 
is located in No. 17Industrial Park, Shangzhuang Town, Rongcheng City, 
Weihai City, Shandong Province, with a total investment of 60 million yuan, 
covering an area of 30000 square meters, with a production workshop 
of more than 3500 square meters, a raw material cold storage capacity 
of 10000 tons,  a quick freezing energy of 3 tons / hour in the production 
workshop. It has more than 200 employees, 10 professional  technical 
personnel,  technical force of the company Abundant quantity, excellent 
equipment, all kinds of facilities  equipment can meet the producti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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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HANDONG CAIYANGZI SALT FACTORY 
CO., LTD.

5E3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ack Lee
262714
YANGKOU TOWN,SHOUGUANG CITY, SHANDONG

13583678225 / 无
www.sdcyzsalt.com
153972302@qq.com
SHANDONG CAIYANGZI SALT FACTORY CO., LTD. located in the north of 
Shouguang City Shandong Province, was established in 1959. It is the No. 
1 supplier of table salt and de-icing salt products in Shandong P.R. China. 
Our products are mainly exported to Japan, the South Korea, Hong Kong, 
the Africa, the USA, the Southeast Asia Nations etc.

DENMARK

ATLAS FOOD A/S

5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esper Hyldig Nielsen
9310
Industrivej 20G, Vester Hassing

+4542800487 / 
www.atlasfood.dk
jhn@atlasfood.dk
Atlas Food A/S is striving to be your preferred trader for all frozen foodstuff 
items. We're able to suit your needs for Pork, Poultry, Beef, Mutton & Lamb, 
Seafood, Vegetables, Cheese, French fries and much more. We're sourcing 
from all corners of the world to find you the best deal possible, and our 
focus is adding value to every deal we do - Both for the supplier and 
customer. In short, WE SERVE YOU!

DENMARK

Danpo A/S + PLEMAX CO.LTD

5B4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aja Gregersen/Samuel W. Lee
7323
Tykhøjetvej 44

+4520404190 / 
www.danpo.com
kaja.gregersen@scandistandard.com
Production of wellfare chicken - slow-growing chicken. Scandistandard 
is the largest producer of chicken within Scandinavia. Danpo is offering 
chilled, frozen and processed chicken under the brand name Danpo and 
Great Hill Farms

CHINA

Inner Mongolia Shudu Kaida Food 
Co.,Ltd

5F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inna Yoon, Kyung Sook Wu
102433
No.38 Jiuan Road, Doudian Town, Fangshan District

86.10.60332885 / 
www.bjkdhy.com
lionminna@gmail.com
Frozen French Fries, VF Fruits and Vegetable C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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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HKScan Corporation

5A3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etri Haaparanta

Mikael Juslin' PL 652 TURKU

 / 
www.hkscan.com
petri.haaparanta@hkscan.com
HKScan is the leading Nordic Meat Expert with production facilities 
in Finland, Sweden, Denmark, Estonia and Poland. HKScan produces, 
markets and sells high quality pork, beef, poultry, processed meats and 
convenience foods under strong own brand names and customer brands. 
The superior food safety and flavour of our products is highly valued 
by our customers and consumers. HKScan’s standard assortment is 
all-natural and Nordic. Most of our products are tailored to our customers’ 
wishes. Our experience enables us to take responsibility at every step of 
the process - From farm to fork. We are committed to being the world’s 
best in animal care, reducing our environmental impact and helping you to 
make more sustainable and healthier choices.

GREECE

DelicEUs Fruits

5B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hristos Giannakakis
GR59131
Thessalonikis 60

+30 23310 76478 / 
https://deliciousfruits.eu
info@asiac.gr
“DelicEUs Fruits” is a -three-year- European project. It started on 
September 1st, 2020 and it will last until August 31st 2023. “DelicEUs 
Fruits” aims to improve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the merits of 
the Union’s agri-food products &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and 
consumption, in three selected target countries: Japan, South Korea 
and Vietnam. The products of the project are fresh fruits, specifically 
apples and kiwis. The project is promoted by the Association of Imathia’s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is the consortium of the eight largest Fruit 
Producer Organizations, officially recognized by Greece.

GREECE

NATURAL EUROPE

5A4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ONSTANTINOS APOSTOLOU
P.O.BOX 5 , 59035
KOPANOS ANTHEMION

0030 23320 43237 / 0030 23320 43006
www.naturaleurope.eu
sales@delcof.gr
The NATURAL EUROPE program project is a multi programe under 
the 2019 Call for Proposals for the promo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ccording to Regulation (EU) 1144/2014. The program joins together 
2 proposing organizations from Greece (Delcof S.A.) and Cyprus 
(Panagrotikos Farmers Union). The promoted products are European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Canned Peach (Greece) and Fruit Juices 
and Extra Virgin Olive Oil (Cyprus)). The promoted target area is South and 
South East Asia (Japan, Taiwan, South Korea, Malaysia and Philippines).

DENMARK

Tomex Danmark A/S

5F2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asper Pedersen
DK9000
Hasserisvej 139

004531421352 / 
www.tomex.com
ksp@tomex.dk
Tomex establishes the essential connections on the global market for 
primary food products and makes it just as easy to do business globally 
as locally. Dealing in following product groups: Pork, Beef, Poultry, French 
Fries, Vegetables, Seafood, Retail products, Cheese & Da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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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UMALAXMI ORGANICS PVT. LTD

5F1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UMALAXMI ORGANICS PVT. LTD.
342012
F- 245-249, Agro Food Park, Boranada Industrial Area

+91 265 2326019 / 
www.umalaxmi-organics.com
info@umalaxmi-organics.com
UMALAXMI Organics Pvt. Ltd. is a giant, quality-driven direct manufacturer 
of Botanical and Herbal Extracts from the NORTHEN part of INDIA. 
Innovation is the key to our recognition among the largest producers 
of aqueous extracts & CO2 extracted SCFE technology in SOUTHEAST 
ASIAN REGION with wide-ranging areas of 3 mfg. plants covering a 
massive 750,000 sqft of production and warehousing areas. Pioneers 
for over two decades UMALAXMI has been on a mission to serve 
Pharmaceutical, Health Functional Foods, Cosmetics, Nutraceutical, 
Sports Nutrition, Dietary Supplements & Animal Feed Industries. Our 
facility is certified by KFDA, USFDA, HALAL, KOSHER, BRC, HACCP, RFA, 
ISO, and WHO-GMP. Our forte products are Amla, Bamboo, Black Pepper, 
Boswellia, Bromelain, Coenzyme Q10, Curcumin, Garcinia, Konjac, Lemon 
Peel, Saw Palmetto, Sophora Japonica, Stevia, and many more herbal 
products. We serve more than 35+ countries. We serve on a mission 
toward making a Healthier World.

INDIA

UNICORN NATURAL PRODUCTS PVT 
LTD

5A2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K Venkat Ramana
500009
Unicorn House no. 3, Balaji Enclave, Near Gunrock 
Diamond point, Transport Road, Hyderabad,
 / 
https://www.unicornnature.com/
herbal@unicornnature.com
Unicorn is a leading manufacturer and exporter of herbal and botanical 
extracts based in Hyderabad, India with over 21 years of expertise in 
plant extraction and an innovative approach. Unicorn provides the highest 
quality natural products that enable people to lead healthier lives. Our 
wide range of products are used in nutraceuticals, dietary supplements, 
functional food, animal nutrition, cosmetics etc.

INDONESIA

CV. Java Gedeg

5D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nisa Oka
63285
Jl. Waduk Sangiran KM 1.5 Sumberbening, Bringin, Ngawi, 
East Java
+62 859 75356796 / 
www.semasaliving.com
javagedeg@gmail.com / anisaoka@semasaliving.com
Kitchenware and Tableware of Wood.

INDIA

Athos Collagen Pvt. Ltd.

5A3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Satish Sutaria
394410
B-19,Gujrat agro mega food park

 / 

Satish@athoscollagen.com
We are manufacturer and exporter of Fish Collagen Peptide and Fish 
Gelatin.our average Molecular Weight is 300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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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OT Group (PT Ultra Prima Abadi)

5D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enji Gunadi
11740
Jl. Lingkar Luar Barat Kav. 35-36, Cengkareng, Jakarta

+62 21 5839 7788 / +62 21 5839 7797
www.OT.id
internationalsales@ot.id
Tango wafer, Tango waffle, Fullo Blasto chocolate, Fullo Stick, Oops 
biscuit, MintZ candy, Kiranti herbal drink, Tango milk, Vita Jelly drink, Teh 
Gelas ready to drink tea, Formula toothbrush, Formula toothpaste, Prost 
beer, Singaraja beer, Mix Max vodka, Black Jack whisky cola.

INDONESIA

PT INDORASA UTAMA

5D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UTANTO HARTONO
61257
JL. ABDURAHMAN NO.155, ALAS TIPIS, PABEAN, SEDATI, 
SIDOARJO, JAWA TIMUR, INDONESIA
 / 
www.indorasautama.com
inakor88@naver.com
CASSAVA CHIPS 카사바 칩

INDONESIA

PT Maxindo Karya Anugerah

5D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immy Novanda 
16810
Sentul Industrial Estate, Jl. Cahaya Raya Kav H5, Bogor - 
West Java. Indonesia 
 / 
www.maxisnacks.com
jimmynovanda.mka@gmail.com
Pellets, chips and crackers made from Cassava, purple sweet potato, 
orange sweet potato, taro, dan cauliflower(plant based pellets and snacks) 

INDONESIA

Green Rebel

5A5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Zymelka Ania
12210
Ruko Permata Senayan, Blok H1 - 2, Jl. Tentara Pelajar 
No.21, RT.1/RW.7, Grogol Utara, Kec. Kby. Lama,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62 813 8275 3592 / 

anna@greenrebelfoo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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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PT. Gandum Mas Kencana

5D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enny Rianto
15113
Jl. Moch Toha KM 3 Tangerang 15113 Indonesia

+62 8111 209101 / 
 www.gandummas.co.id
export@gandummas.co.id
Colatta Compound Chocolate Series - Produced with best ingredients 
from selected source, our compound series famous with its signature 
flavor & super-shiny finish look. This superior quality compound 
chocolates series delivers high flexibility & versatility in usage for various 
pastry, bakery & manufacturing applications. In addition to that, various 
shapes & ready to use chocolate products enable user to make limitless 
creations

INDONESIA

PT. Serena Indopangan Industri

5D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ngellina K
16910
Jl. H.M. Asyari No. 35, Cibinong, Bogor, Indonesia

+62 858 9007 7518 / (62-21) 521-3131
serena.id
export01@khongguan.co.id
Assorted, Cookies, Crackers, Biscuits, Wafers, Wafer Rolls/Sticks, 
Sandwiches, Pie Biscuits, and Snacks

INDONESIA

PT. United Family Food (UNIFAM)

5D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tella Claudia / Shinwoo Kim
11520
Perkantoran Sunrise Garden Blok A3 no.1, Jl.Panjang, 
Jakarta Barat
 / 
www.unitedfamilyfood.co.id
stella.c@unitedfamilyfood.com / shinwoo@msfgo.co.kr
confectionery & snack

INDONESIA

PT MAYORA INDAH TBK

5D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ulie LImiaty
11840
Jl Daanmogot KM 18, Cengkareng Jakarta, Indonesia

+62 21 8063 7700 / 
www.mayora.com
yulie.lim@mayora.co.id
biscuit, candy, beverages, coffee mixes, wafer, chocolate, instant noodle, 
cereals, and hom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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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LAND

EU Beef and Lamb programme - 
managed by Bord Bia - Irish Food Board

5C6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eirdre Aylward
D04 NV34
140 Pembroke Road, Dublin 4, Ireland

 / 
https://www.bordbia.ie
deirdre.aylward3@gmail.com
European Beef-Ireland, working with nature is Bord Bia – the Irish 
Food Board’s latest promotional campaign which is co-funded by the 
European Union. This campaign seeks to raise awareness of high-quality, 
sustainably produced European Beef from Ireland. Ireland is an island 
nation on the edge of western Europe, it is the largest net exporter of beef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has a global reputation for producing high 
quality grass fed beef in harmony with nature. If you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sustainable grass fed beef please visit our stand.

ITALY

Accademia Casa Puddu Srl

5C5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a Ryum Cheun
09090
Via Santa Margherita 17, Baradili, Italy

39 3899670122 / 

haryum@coiaccademia.com

ITALY

RAYTEC VISION SpA

5F3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icola Avanzini
43122
Via Paradigna 94/A

+390521303427 / +390521339325
www.raytecvision.com
nicola.avanzini@raytecvision.com
Raytec Vision SpA was established in 2001 in Parma, by merging 
three industrial sectors in a single passion: quality control in the food 
sector. From the beginning of our business, we marketed a vast range 
of innovative machines, such as the optical sorting machines for raw 
materials (e.g. tomatoes, potatoes and peppers) and for processed 
products (such as lettuce, diced fruit or jam); x-ray inspection machines 
for packaged and unpackaged products. All the machines produced by 
Raytec Vision adopt the most advanced technologies and preserve the 
characteristics of food products. 

INDONESIA

Zanada Corporation

5D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ede Sudianto
40292
Jl Cibiru Hilir DD 5 No 7 Cileunyi Bandung West Java 
Indonesia
+62 811 210 5136 / 
www.kizztempe.com
rumahtempezanada@gmail.com
These delicious and healthy tempeh chips use the best soybeans and are 
processed hygienically. Tempe-based snacks that are highly nutritious 
and rich in antioxidants that are good for the body are perfect for 
accompanying all your activities. Crispy tempeh chips WITHOUT MSG are 
pocket friendly and good fo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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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주식회사 휴닉 HUENIC

5A5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박진아

34219
대전 유성구 대정로28번길20 3층 303호

 / 
www.huenic.com
fkdepqn14@nate.com
Food Tech Startup HUENIC. We make vegan foods. It's more delicious 
Plant based meat!

KOREA

Austrade, Australian Embassy Seoul

5C3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llen Lee (Haerim Lee)
03154
19th Floor, Kyobo Building, 1 Jongro, Jongno-gu, Seoul

+82 2 398 2800 / 
http://austrade.gov.au/korea
ellen.lee@austrade.gov.au
The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Austrade) is the 
Australian Government’s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and investment 
attraction agency. We deliver quality trade and investment services to 
businesses to grow Australia’s prosperity. We do this by generating and 
providing market information and insights, promoting Australian capability, 
and facilitating connections through our extensive global network. 

KOREA

FMK Dairy

5A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unji Byeon
10023
42, Gunha-ro 77beon-gil, Wolgot-myeon, Gimpo-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82 31-987-7121 / 82 31-988-7121
https://www.fmkdairy.kr/
fmkd@fmkdairy.kr
Cheese, Machine

KOREA

(주)씨위드 SeaWith, Inc.

5A5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eejae Lee
14353
17, Deogan-ro 104beon-gil, Gwangmy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minion@seawith.net
Seawith is a start-up company developing the cultivated meat based 
on algae technology. we use unique materials, seaweed, which is not 
considered as important source for biotechnology to innovate the 
cultivated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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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WASE COSFA KOREA CO., LTD.

5B3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unmi Lee
07255
1211, 130 Seonyu-ro, Yeungdeungpo-gu

+82-10-4228-0089 / 
www.cosfa.co.kr
ymlee@cosfa.co.kr
「H&B Total Solution Service Provider」This is a mission of Iwase Cosfa 
Korea. We introduce food and cosmetic ingredients worldwide to Korea 
with the entire Iwase Cosfa Group in 8 countries.  The 1st ingredient to 
introduce is vegan gelatin called Agar which can replace conventional 
animal gelatin. We have been using Agar just for YangGaeng/Yokan in 
Korea, but actually the application of Agar is very widely. For example, 
gelling agent·Ice crystal supression·Dispersion stabilization·Glaze·Texture 
improvement·Peelability, etc.  After a long wait, finally, we can introduce 
the company to succeed in commercializing Agar for the 1st time in the 
world. INA FOOD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Agar for over 65 
years. The 2nd ingredient is Tremella Polysaccharide known as the secret 
of Yang Guifei. It grows in clean areas over 1,000 meters above sea level, 
and the Magical Mucopolysaccharide is extracted from 200kg Tremella 
Fuciformis to only 1kg. 

MALAYSIA

AIM Food Manufacturing Sdn Bhd

5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hew Wing Shai
75250
No23, Jalan TTC 29, Taman Teknologi Cheng, 75250 
Melaka
01111371750 / 
www.aimfood.com
aimtdg@gmail.com
Good Lady specialises in powder-based wholegrain beverage products 
with international hygiene and safety standards since 1983. Starting from 
brown rice products and with constant innovation and improvement, Good 
Lady diversified to the current core product, 22 Complete Nutrimix. 22 
Complete Nutrimix consists of 22 kinds of premium grains, beans, oats 
and seeds that are premixed into this healthier wholegrain beverage, to 
fulfil our daily wholegrain requirement. Awarded with the Healthier Choice 
Symbol (HCS) from Singapore Health Promotion Board, 22 Complete 
Nutrimix is certified low in sugar and trans fat free. 22 Complete Nutrimix 
is produced in a fully automated large-scale factory with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including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SO 9001 
Quality Management, 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and HACCP 
Food Production Processing. The factory is also certified to produce halal 
food products.

MALAYSIA

Bionutricia Manufacturing Sdn Bhd

5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HAM BEE GEOK
47000
No. 37, 39 & 41, Jalan TSB 1, Taman Perindustrian Sg. 
Buloh
012-6618157 / 
https://bionutriciaextract.com
business@bionutricia.com
Bionutricia was founded in year 2006 and we are now the Top 3 Pioneer 
BioTechnology Manufacturer in Malaysia that specialized in Nutraceutical, 
Foods, Beverages and Traditional Herbs manufacturing. Our Mission is 
to deliver the essence of natural heritage in enriching health and beauty. 
Bionutricia have expertise in plants & technical knowledge with our own 
patented extraction technology using green biotech assisted by ultrasonic 
& enzyme, which enable us to develop and produce standardized plant 
extracts with phytosome technology. Furthermore, our R&D team who 
has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and is passionate about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hytonutrient & nutraceutical in the health & 
beauty supplement and brings technical solutions supported by scientific 
tests.

KOREA

I.L CO.,LTD.

5E 3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ungbeom Park
13403
Room 1111, 388, Dunchon-daero, Jungwon-gu, Seongnam-
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82-31-777-8833 / 82-31-777-8836
www.iltrad.com
Sbpark@iltrad.com
Sodium Phosphate for Food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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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Erat Empayar Sdn Bhd

5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AJAH SITI ROZIAH BINTI HAJI ADAM
43000
SUITE 3, SENTRAL BUSINESS SUITES @ KOMPLEKS 
SENTRAL POINT, JLN TKS 1, TAMAN KAJANG SENTRAL, 
SELANGOR
60387413666 / 60387413683
https://www.misselwani.com
sitiroziahadam@gmail.com
Erat Empayar Sdn Bhd is passionate in delivering high quality F & B, Health 
& Beauty and Personal Care products that are safe and Halal under the 
brand of Miss Elwani.

MALAYSIA

Halal Development Corporation Berhad 
(HDC)

5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Nurazlin Kamarudin
47800
5.02, Level 5, KPMG Tower, First Avenue, Persiaran Bandar 
Utama, Petaling Jaya, Selangor
+60379655555 / +60379655500
www.hdcglobal.com
nurazlin@hdcglobal.com
The Halal Development Corporation (HDC) is a central coordinating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established with the objective of coordinating the overall Halal ecosystem 
development in Malaysia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HDC is Malaysia's holistic response to the worldwide demand for better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as industry players and consumers gain 
confidence in the Halal ecosystem. As a focal point agency, HDC’s key 
vision and mission are to make Halal the first choice in business ventures 
and to provide solutions for businesses to excel in the multi-trillion-dollar 
Halal market spaces. HDC facilitates integrated services and offerings 
to unlock your halal market potentials through Halal Training Institute; 
Halal Consultancy & Advisory; Halal Knowledge Center; Halal Parks; 
Halal Integrated Platform and Thought Leadership Platform (World Halal 
Business Conferenc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HDC at www.
hdcglobal.com.

MALAYSIA

Hernan Corporation Sdn Bhd

5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aylie Chan
42300
No 15, Jalan TIAJ 2/5, Taman Industri Alam Jaya, Bandar 
Puncak Alam, Selangor.
/ 

caylie@hernan.com.my
Hernan is Malaysia’s largest and leading manufacturer and exporter 
of Malaysian durians and delectable durian-inspired products. These 
products come from our very own plantations where only the highest 
premium grade of durian species and tropical fruits are cultivated. The 
company was incorporated in 1996 and since then has expanded beyond 
Malaysian shores to fulfil the demand for durians in countries such as 
Australia, China, Canada, Indonesia, Japan, Netherlands, UK and USA. 
Whether it’s distribution to businesses or providing products directly to the 
consumer market Hernan offers the freshest of durian whole fruits, durian 
pulps and downstream packaged products through advanced refrigeration 
techniques, creative innovation and sustainable product handling 
practices. We make it our priority to ensure that fresh and premium quality 
delicacies that successfully meet the demands of an ever-growing market 
of durian lovers far and wide.

MALAYSIA

Dr Aishah Solution Sdn Bhd

5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ISHAH TUL RADZIAH BINTI LEBAI HUSSIN
08000
LOT B2-1, KEDAH HALAL PARK, SUNGAI PETANI, KEDAH 
DARUL AMAN, MALAYSIA
+60 19 458 6921 / 
https://dasto.usahawan.store
dasshoppe@gmail.com
All our products are personally formulated by our founder, Dr. Aishah 
Tul Radziah. All DASTO and Dr Aisha products are certified Halal and 
manufactured by Dr Aishah Solution Sdn Bhd in Malaysia. The formulation 
are designed to have reduced sugar and calorie, free from cholesterol and 
trans-fat but high in fiber and protein to keep the consumer full for longer 
time. These products are suitable for all walks of life. especially those with 
tight schedule and busy life. No added preservatives or artificial colors in 
the products. Better and healthier choice of meals and snacks then the 
fast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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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Malay Spices Entreprise

5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usniza Rusli
53100
NO. 29A, FRIST FLOOR, JALAN BANDAR 3, TAMAN 
MELAWATI
+60162002086 / 
http://dapurspices.com
enquiry.malayspies@gmail.com
Malay Spices Enterprise was officially established on 20 April 2012. Malay 
Spices Enterprise produced ready to cook premix spices. Our products 
are powdered, durable and easy to use. Menu can be ready in 30 mins.
Suitable for busy working people. Simply add raw ingredients, oil, water or 
coconut milk according to the recipe. It is also suitable for a wide variety of 
recipes based on consumer creativity. We also have Ready to Eat 4 types 
of chili flakes i.e. Anchovies Chili Flakes, Shrimp Chili Flakes, Garlic and 
Crunchy Onions. It can be eaten alone or as a sprinkle on your food. On top 
of that we also produced 3 types of seasoning i.e. BBQ, Black Pepper and 
Satay. Our premix seasoning is suitable for frying, grilling and marination.
We believed our products are well accepted in your country because 
Korean and Malaysia share the same taste buds. 

MALAYSIA

TOP FRUITS MARKETING SDN BHD

5D3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IRIS TAN
43300
M1, JALAN ML16,ML16 INDUSTRIAL PARK, SERI 
KEMBANGAN,SELANGOR, MALAYSIA
+60389641833 / 5733 / +60389645633
www.topfruits.com.my
export@topfruits.com.my
Top Fruits is a fast growing frozen fruit manufacturer specialized in 
frozen and fresh Durian export. We also export other tropical fruits like 
Mangosteen which is known as “Queen of Fruits”, recognized for its high 
value in antioxidant features, while Honey Jackfruit is well-known for its 
sweet-honey taste. Top Fruits factory is well equipped with hi-tech state-of-
art facilities; which obtained FSSC, HACCP, GMP & HALAL certification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demand standard, this achievement 
propelled us to ensure stringent quality manufacturing standard.

MALAYSIA

Vit Makanan (KL) Sdn Bhd

5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yndi Tee
48000
126, Jln Tmn Industri Integrasi Rawang 1/2, Tmn Industri 
Integrasi Rawang, Tmn Industri Integrasi
+60177334098 / 

export@vit.com.my
Vit's Italian Mi Goreng Instant Noodles series is inspired by Italian classics. 
It is a creation which combines local instant noodle flavour and Italian 
flavour. Definitely an extraordinary bowl of mi goreng your tastebuds find 
satisfying. Every creation from Vit’s is easy to prepare and perfect for a 
quick meal or even parties.

MALAYSIA

Koon Brothers Sdn Bhd

5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BU THIAN HOCK
84400
MTK 83, BATU 4 3/4, RAWANG, SUNGAI SENDOK

+60125226595 / 
www.koonbrothers.com
indosales@koonbrothers.com
Koon Brothers Company has now surreptitiously evolved to one of a 
leading confectionery producer in Malaysia. We have over 70 years of 
biscuit experiences and currently exporting our products to more than 
15 countries which included Australia, Canada, China, Indonesia, Ireland, 
Japan, Korea, Netherlands, Singapore, Thailand, USA, Dubai and etc.  We 
are now supplying 3 Brands - My Bizcuit, Mas Cookies and Snazk Bites. 
We do have various series of products and also pack in different kinds 
of packaging like boxes, tins, plastic bags, buckets, gift box and etc. to 
suit customers’ needs.  Koon Brothers Company always aims to produce 
quality products on par with international brands but reflecting a typical 
Malaysian identity. On top of that, our products do have certificates such 
as HACCP, ISO22000, MAJELIS ULAMA INDONESIA, HALAL and Me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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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ERLANDS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5F4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 Jung
04518
Jeongdong Blgd. 10Fl. #21-15 J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 

NETHERLANDS

FRIESLAND CAMPINA

5F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an Busscher

 / 

daan@exportpartner.com

NETHERLANDS

Royal A-ware Food Group

5F4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Wimke Kleinhout
3411 HA
Rembrandtsplein 1, Lopik

+31 6 57 44 25 44 / 
www.royal-aware.com
wimke.kleinhout@royal-aware.com
Company description: Royal A-ware Food Group is a Dutch family-owned 
business with more than 100 years of experience in cheese. It’s our 
mission to be the most valuable supply-chain partner, from consumer to 
cow. Product description: Royal A-ware offers a wide range of cheeses, 
that we produce, mature, and pack ourselves according to the market 
needs. Our main export assortment consists of Gouda blocks and wheels, 
Smoked cheeses, Edam Balls and dried grated cheeses. 

MOLDOVA

ORHEI-VIT LLC

5F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lena Prodan
MD-2023
Independentei 40

 / 
https://orhei-vit.com
elena.prodan@orhei-vit.com
Orhei –Vit LLC is an important manufacturer and the Moldovan market 
leader in production and processing, with an experience of over 75 years 
in juices, nectars, baby food, canned fruits, and vegetable production 
industry. The major activity directions of the Orhei-Vit LLC are focused 
on two main markets: the market of consumer-finished goods and the 
industrial market of concentrated fruit juices and purees. Our products : 
Juices &Nectars VITA is the option for buyers who are looking for high-
quality juices with no added sugar; Juices &Nectars VITA PREMIUM has a 
wide range of traditional, exotic, and unique mixes of carrot, pumpkin, and 
cranberry juices is a perfect addition to healthy eating Nectars NATURALIS 
is the best combination of price, design, and product range; Under the 
trademark VITA BABY, we have juices and purees made only from the 
healthy ingredients, DO NOT contain: preservatives, colorants, flavorings, 
starc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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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ES Korea

5D3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hano Yoo
16837
6-4, 129beon-gil, Pungdeokcheon-ro,

01054714031 / 

chanoyoo@naver.com
Butter, Whipping Cream, Whey protein, Dairy products

PERU

AMAZON ANDES EXPORT S.A.C.

5D4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OMAR SANCHEZ
LIMA36
Av. Los Alamos 518, Urb. Canto Rey, San Juan de 
Lurigancho, Lima-Peru
51 1 4135377 / 
http://www.amazon-andes.com/
omar@amazon-andes.com
Gelatinized and Raw Maca Powder(Yellow, Red and Black), Sacha Inchi(Oil, 
Powder and nuts), Camu Camu Powder, Aguaje Powder and oil, Cacao 
derivatives(powder, nibs, paste, butter), Cat's Claw bark and Powder, 
Lucuma powder, Yacon Syrup, Dried Goldenberries, Graviola Powder, 
Dragon's Blood, Copaiba Oil, Palo Santo Sticks, superfood blends in 
powder and sexual enhancing supplments in capsules.

PERU

CANDELA PERU

5D4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Guadalupe Lanao Flores
15819
Parque Industrial Mz. F Lote 9, Villa EL Salvador - Lima

51 2880019 / 
www.candelaperu.net
glanao@candelaperu.net
Organic products, line of oils, nuts, dehydrated, powders, cocoa and 
derivatives

NETHERLANDS

Van Rooi Meat B.V

5F3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c Van Rooi and Armen Meserlian
5704 RH
Roggedijk 4,5704 RH Helmond, Netherlands

0035724669202 / 

sales@vrcmeatmed.com
Van Rooi enjoys world-renown for top-quality meat. The company is 
specialized in pork exports for manufacture, retail and catering across 
Europe, The CIS and Asia. Our slaughterhouse is officially the second-
largest slaughterhouse in Holland killing 60-70 thousand pigs per week. 
We have been active in the Korean market for many years but also in Asia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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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

FLO TRADING S.A.C.

5D4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se Labra

Calle Germán Schreiber 276 Int. E405, San Isidro, Lima, 
PERU
969908170 / 
www.flotrading.com
jlabra@flotrading.com
Superfoods: Sacha inchi oil, Brazil nuts, Maca powder, Lucuma powder, 
Quinoa

PERU

GANDULES INC SAC

5D4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Octavia Barturen

Av. Javier Prado Este Nro. 6210 (Oficina 402 Edificio Park 
Office)
5116270300  / 
obarturen@gandules.com.pe
www.gandules.com.pe
Preserved Vegetables & Fruits, Frozen Vegetables & Fruits, 
Fresh Avocado & Mango

PERU

PERUVIAN NATURE S & S S.A.C.

5D4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mian Silva

Gyunggido, Hanamsi, Misa Gangbeonbuk-ro 65

51 1 7149756 / 
www.peruviannature.com
dsilva@peruviannature.com
Ingredients for food industry, best quality, we currently sale to Korea . 
Our Main products are: Maca, Blueberries, Lucuma, Yacon, Golden Berry, 
Tara protein, Camu Camu. We also been launching new formulations at 
the show.

PERU

ECOSAC AGRICOLA S.A.C

5D4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éctor Rubina Gastañeta
2007
Car. Chapaira Nro. S-N Cas. Chapaira, Piura, Peru

51 73 628605 / 
www.ecosac.com.pe
emersonsanchez@ecosac.com.pe
Jalapeno pepper, bell pepper, piquillo pepper, cherry pepper, drop pepper, 
green chili, blueberry, goldenberry, dolmas, pepper for stuffing, pepper as a 
pizza topping, mango and pine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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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Bahaghari Global Food Inc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Westley Paylago
5208
Barangay Guinhawa, Pinamalay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Mobile +639178544563 / 
www.bahaghariph.com
wbahaghari2015@gmail.com, wpaylago@bahaghariph.com
BAHAGHARI BANANA CHIPS ,BAHAGHARI TARO CHIPS SWEETENED , 
BARBEQUE AND TRUFFLE

PHILIPPINE

C. O. P. Pili Sweets and Pastries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Erika O. Pereña, Marketing Manager
4501
Doña Paquita Subd., Bañag, Daraga, Albay

+63 917 632 9821, +63 52 204 0038 / 
http://www.wrapsodypilinut.com
cindyspecialties@yahoo.com 
Y-Nut! Roasted Pili Nut Salt and Pepper, Y-Nut! Roasted Pili Nut with Sea 
Salt, Y-Nut! Glazed Pili Nut with Honey, Plain Roasted Pili Nuts 

PHILIPPINE

Cocoplus Aquarian Development 
Corporation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Jeraldine Bautista
4000
Barangay San Bartolome San Pablo City Laguna, 
Philippines
(63)9178378537 / 
www.kokosorganic.com.ph
cocoplus2005@gmail.com
Organic Virgin Coconut Oil, Organic Coconut Milk, Organc Coconut Sugar, 
Organic RBD Coconut Oil, Coco soap, Aromatherapy Body Massage oils

PHILIPPINE

AVANTE Agri-Products Phils.., Inc.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Lalaine F. Lam
8000
SJDRC Bldg. Insular Village, Lanang, Davao City, Philippines

+63 9285592820, +63 9177018525 / 
+63 9328488826, +63 823056122 / 
www.avanteagri.com
lalainelam@avanteagri.com
Fresh Cavendish Banana, fresh Fresh Cardava/Saba, coco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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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Eng Seng Food Products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Jean Mendoza/Ruby Bernales
8000
575 E. Quirino Avenue, Davao City, Philippines

Tel: (+6382) 3052263 / Mobile: +639177179855 / 

toweryema@yahoo.com
Fresh and Frozen durian, Fresh young coconut/ Frozen Coconut meat

PHILIPPINE

Fisher Farms, Incorporated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Amy De Ramos - Export Officer
1605
16th Floor, Unit 1610, West Tower, Philippine Stock 
Exchange Center, Exchange Road, Ortigas Center, Pasig 
City, Philippines; Factory: Dampol 2nd-A, Pulilan, Bulacan, 
Philippines
Mobile +63 917 841 5461 / 
www.fisherfarms.ph
amy.deramos@fisherfarms.ph, rgrivero@fisherfarms.ph
MILKFISH SMOKED PURE BELLY, FISHER FARMS ALL NATURAL FISH 
SAUSAGE SAMPLER PACK, FISHERFARMS SHRIMP COCKTAIL WITH 
MANGO SRIRACHA SAUCE

PHILIPPINE

Fruits of Life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Maria Phoebe Dela Cruz
1105
No. 8 Sto Niño St. Brgy San Antonio SFDM QC

(63)9178555975 / 
www.lipa.com.ph
pdelacruz@lipa.com.ph
Lipa Coconut Water in Can - 520ml & 330ml

PHILIPPINE

Destileria LImtuaco & Co., Inc.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Brandon Jon L. Aw
1106
1830 Destileria Limtuaco Bldg., EDSA Balintawak, Quezon 
City, Philippines
+632 8 361 7491/ Mobile No. +639175837419 / 
www.limtuaco.com
 bjlaw@limtuaco.com
PARADISE MANGO RUM LIQUEUR, AMADEO COFFEE LIQUEUR,
 MANILLE LIQUEUR DE CALAM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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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Hi-Las Marketing Corporation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Nina Amores

Avocado Road, Special Economic Zone, FTI, Taguig City, 
Philippine
Tel: (+632) 8384941 to 42 / (+632) 8384940
hilasmc.com
ram.amores@hilasmc.com
Fresh carabao mango, dried mango, IQF mango halves, IQF mango bar, 
IQF mango dice, frozen mango puree, dried pineapple, dried papaya, fresh 
and frozen okra, fresh cut fruits (green mango with shrimp paste, pomelo, 
guava, honey dew melon, banana)

PHILIPPINE

JELFARM FRESH PRODUCE 
ENTERPRISE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Jonathan Xavier Fernandez
2009
Rm 8A Philexcel Business Center 1, Philexcel Business 
Park MA Roxas H-way, Clarkfreeport Zone, Clark Field 
Pampanga, Philippines
639175425156 / 
www.jelfarm.com
lsf@jelfarm.com
Greennie Okra (Hibiscus esculentus)

PHILIPPINE

Limketkai Manufacturing Corporation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Carol Gaw
1502
Rm. 201, Limketkai Building, Ortigas Ave., Greenhills, San 
Juan MM, Philippines
(63)998-5911778 / 
https:/marcaleon.com
exportsales@marcaleon.com
Refined Bleached Deodorized Coconut Cooking Oil

PHILIPPINE

Good Sense Food and Juices Corp.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Fernando R. Esguerra, President
4118
Blk. 1 Lot 1, Paper Trend Drive, Sterling Techno Park, Brgy. 
Maguyam, Silang, Cavite
(632) 8703-3400 or +632 917-8143338 / 
http://www.goodsense-juices.com
 sales@goodsense-juices.com
Sweetened Calamansi, Dalandan Fruit Juices, Real Squeezed Calamansi 
Extracts (frozen & pasteurized), Ready-to-Drink Fruit Juices, Condiments 
andLemon Essential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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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Martsons Food Corporation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Rodalyn Dangel
8025
Tambacan, Lizada, Toril Davao City, Philippines

082 2910161; +6382-291-0161 / 
+639228894972 / +639253220906 / 
www.philippineislandsdriedfruits.com/
sales@philippineislandsdriedfruits.com
Dried Mangoes, Dried Pineapples, Banana Chips

PHILIPPINE

Oleo-Fats, Incorporated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Abbie Lim, Mr. Lance Ferrer
1110
5 Mercury Avenue, Bagumbayan, Quezon City 1110, 
Philippines
(632)8-7096536 / (63) 9499927985 / 
oleofats.com
lcferrer@oleofats.com
RBD Coconut Oil , Low MOSH MOAH Coconut Oil, NBD Coconut Oil, Virgin 
Coconut Oil, Organic Coconut Oil (USDA, EU, JAS), Coconut Oil Spray, 
Vegan Butter, Vegan Beverage Mixes, Bakery Mixes, Seasoning Powders, 
CBS, Dressings, Coating Dips, LCT/MCT

PHILIPPINE

Pasciolco Agri Ventures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Maureen Pasciolco
4325
1358 Capistrano St., Lusacan, Tiaong, Quezon, Philippines

Telefax: (+6342) 5456173 / Mobile: +639273071884
www.quezonsbest.com
maureenpasciolco@gmail.com
ORGANIC COCONUT SWEETENER, ORGANIC COCONUT VINEGAR, 
Organic Coconut Syrup

PHILIPPINE

Lionheart Farms (Philippines) 
Corporation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Abigail Chang
5323
Brgy. Punta-baja, Rizal, Palawan

09175267580/09636081009 / 
https//lionheartfarms.com.ph
abigail.chang@lionheartagrotech.com
1. Cocoes Organic Dark Coconut Flower Syrup 
2. Cocoes Organic Light Coconut Flower Syrup 
3. Cocoes Organic Coconut Sugar 
4. Cocoes Organic Coconut Aminos 
5. Cocoes Organic Coconut Aminos Teriy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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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Pilipino Banana Grow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Stephen Antig
8000
DANA CORPORATE OFFICES, Ladislawa Avenue Road, 
Buhangin, Davao City, Davao del Sur, Philippines
+63822279113 / 
www.pbgea.org
stephen.antig@yahoo.com, pbgea.beifbanana@gmail.com 
fresh bananas and fresh pineapples

PHILIPPINE

SAMANCE Agro Products, Inc.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Samantha B. Grajo, Managing Director
5000
Unit -2F 15 The Galleria, Jalondoni St., Jaro Iloilo City, 
Philippines
(033) -3277812 / (63)917-1480833 / 0915-6089754 / 

grajodeo@gmail.com / grajosam@gmail.com
Guimaras dried mangoes, crisypy veggie chips, banana pops

PHILIPPINE

Sangkutsa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Jayme Jamal G. Pedro
1103
#19 champaca St Roxas District Quezon City, Philippines
63-917-5165085, +63-925-516508, 63-2-82556361 / 
+63-2-84007861 / 
www.pikapikel.com
jay.pedro@sangkutsafoods.com, 

Tony.nola@sangkutsafoods.com
Pickled Mango(other picked fruits and vegetables), Mango Salsa, Mango 
in Light Syrup

PHILIPPINE

Peter Paul Philippine Corporation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Gloria Morales
1720
No.26 Cabellon St. cor Batac NSHA BF Executive 
Parañaque City, Philippines
8095430; 09178338011 / 

fredglo1127@yahoo.com.ph, glopeterpaul@gmail.com
Organic and Conventional Coconut products such as virgin coconut oil, 
RBD coconut oil, coconut flour, desiccated coconut, toasted desiccated 
coconut, coconut butter, coconut water, coconut water concentrate, 
coconut cream, coconut milk and coconut milk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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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Shelfmates Food Inc.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Allan Tuazon  
1107
5th flr, Richville Corporate Tower, Madrigal Business Park, 
Alabang, Muntinlupa City
+639178119107 / 

shelfmatesfood@gmail.com
calamansi extract, cocomansi, pure coco vinegar

PHILIPPINE

Yamang Bukid Healthy Products, Inc.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Alma B. Buyacao 
2600
79 Morning Star, Brgy. Lourdes Proper Subd., Baguio City, 
Philippines
(63) 9998089978 / 09178773353 / 
www.yamangbukid.com
almabuyacao@gmail.com 
Turmeric 10 in 1 Tea and Insulin Plant Tea

POLAND

Balviten Glutenfree sp. z o.o. Sp. K.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ONIKA KREKORA-ANSORGE
41-100
5 Fabryczna Str.

+48 506 390 807 / 
www.balviten.com
monika.ansorge@balviten.com
Balviten Glutenfree is the leading Polish producer of gluten-free and low 
protein (PKU) food. We are the biggest gluten-free bakery in Poland and 
one of the biggest in Europe. Our mission is to improve the lives of people 
who have to or want to follow gluten-free or low protein diet. With products 
comparable to conventional foods when it comes to the taste and texture 
we bring more enjoyment and normality into their lives. We offer a full 
range of excellent breads, healthy and nutritious sweets, confectionery 
products, tasty pastas, concentrates and flour blends for home-made 
breads and patisseries. The health of our customers is our priority. We 
use the latest technologies to preserve all nutritional values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innovative products of 
the best quality and with a unique taste. Our products meet the highest 
quality standards set by IFS and BRC.

PHILIPPINE

See's International Food Manufacturing 
Corp.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Helen See, General Manager
1008
Unit 405 K Plaza, Bldg, Lot 3, Blk 5, Mindanao Ave, Brgy. 
Tandang Sora, Quezon City< Philippines
632-89118024, 63928-5047031 / 
www.bananachips.com.ph
sales@seeintl.com,
Banana C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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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BIO POLAND- Organic and Natural 
Juices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aulina Balcerak
62-023
Drukarska 59, Koninko

 / 
www.thinkhealthy.bio
p.balcerak@biopoland.pl
Our goal is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the highest quality, certified 
organic food. We add no sugar, preservatives or artificial additives. Our 
company mission is to promote conscious eating and introduce healthy 
food into the daily nutrition. We offer organic cold pressed juices, jam and 
honey. In addition, we offer natural NFC juices, smoothies and freshly 
frozen food.

POLAND

KOWR-National Support Centre for 
Agriculture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inga Meresinska
01-207
Karolkowa 30

+48 22 376 7226 / +48 22 376 71 42
www.kowr.gov.pl
KOWR-events@kowr.gov.pl
The National Support Centr for Agriculture supports the development of 
Polish agri food sector by organizing the national stand under "POLAND 
TASES GOOD" slogan in hall 5 stand no 5C401.

POLAND

LACTEX SP. ZO.O.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obert Chmielewski
20-832
Skowronkowa 17e, Lublin

+48 814420698 / +48 814420697

info@lactex.pl
Lactex a Polish company,well-known on the dairy market. We are 
specializing in sales and export of milk products to all over the world. Our 
main products are: Sweet Whey Powder, Demineralised Whey Powder, 
Whey Permeate Powder, Skimmed Milk Powder, Full Cream Milk Powder , 
Fat-Filled Milk Powder, Lactose, Cheese, Butter 

POLAND

Bartex Sp. z o.o.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ta Jachec
14-400
Dworcowa 4A

55 2499930 / 
www.bart-ex.pl
export@bart-ex.pl
BARTEX Sp. z o.o. was established in 1995 and specializes in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milk powders. We offer a full range of milk 
powders: FCMP, SMP, IFFMP, SWP, DWP, WPC, MPC, Lactose, Permeate. 
We also offer milk powder blends: Full Cream Milk Powder with various 
parameters of fat and proteins, e.g. FCMP 26/20, FCMP 26/14, FCMP 
26/10; Fat Filled Milk Powders with various levels of fat and proteins, e.g. 
FFMP 26/24, FFMP 26/20, FFMP 26/14, FFMP 26/10. We also produce 
Skimmed Milk Powder blends, e.g. SMP 32, SMP 30, SMP 25, SMP 20, 
SMP 15. The products are adjusted to customers’ specific needs and 
requirements, which increases the attractiveness of the products in terms 
of economy and specific application. Our main customers are chocolate 
producers, ice-cream industry, confectionery, bakery and dair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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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Lotte Wedel Sp. Z o.o.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gda Paszkowska
03-801
28/30 Zamoyskiego

+48 697 893 217 / 
www.wedel.com
magda.paszkowska@wedel.pl
E. Wedel is a legend. A brand associated with chocolate of exceptional 
quality and a pleasure to taste. Its history dates back to 1851 and is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three Wedel generations that built one of the 
most powerful Polish companies. The original Wedel chocolate owes its 
characteristic taste to the carefully selected cocoa beans from Ghana. The 
milk that makes our products melt in the mouth meets the highest quality 
requirements and comes mostly from Polish producers. The nuts that give 
our products their unique character come from the best crops scattered 
around the world. Some of them do not grow anywhere else and can only 
be found in one place on the globe.

POLAND

Maspex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gdalena Pitala
34-100
Legionow 37 str

 / 

m.pitala@maspex.com
Maspex is the largest Polish company in the food products segment and 
one of the largest such compan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We offer 
a wide range of confectionery goods such as dragges, nuts, toppings, 
decorative sugar, salty snack, instant powders, fruit&vegetable powders 
and many more. We are a global and convenience food supplier. Products 
of Maspex are sold to over 50 countries worldwide. In our B2B cooperation 
with corporate customers we do our best to suit our offer to your needs or 
create a product to meet your special requirements.

POLAND

NEWTRITION SP ZOO SP.K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iotr Rorat
01-231
Plocka 5A

 / 
www.feel-fit.pl/en
info@feel-fit.pl
Newtrition company is developing a new generation of innovative, unique 
and healthy sweets, snacks and small meals under brand feel FIT. The 
brand is aimed at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from around the world, 
who are looking for products that match their healthy lifestyle. The 
mission of feel FIT brand is to deliver products that are not only healthy 
and of high quality, but also taste delicious. Main benefits of products 
are: rich in protein, no added sugar, gluten free, vegan, clean label, guilt 
free snack. One of our bestseller are Protein balls with almonds no added 
sugar(similar to Raffaello).  We get rewards for innovative products: SIAL 
Innovation Paris 2020 in France and we are the winner of the 7th Yummex 
2021 Middle East Innovation Awards in Dubai UAE(an independent 
specializes jury selected our Protein peanut butter pralines as BEST 
CHOCOLATE PRODUCT 2021). 

POLAND

LACTIMA Spółka z o.o.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cin Jablonski
14-300
Kaszubska 6

+48 89 7574065 / + 48 89 7574224
www.lactima.com
export@lactima.pl
LACTIMA Spółka z o.o. established in 1989 in Morąg in ecologically clean 
region in northern Poland (Warmia i Mazury), specializes in processed 
cheese production. The product range includes processed cheese slices, 
portions, bars, spreads in cups and in pouches. LACTIMA produces also 
butter, margarine in 10 g cups and cream cheese. We produce Cheddar, 
Emmentaler, Gouda, Mozzarella, Toast, with olives, with porcini, with Blue 
Cheese and other kind of processed cheeses. The company emphasizes 
superior quality and work to meet the customer’s needs. The company 
works according to quality management systems BRC, ISO 9001:2015, 
ISO 22000:2006, Halal We sell our products in Poland and worldwide, 
mainly in Europe, Middle East and Far East and looks for importer and 
distributors in new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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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Rene Café

5A3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obert Ksok
64-920 Piła
Jana Dlugosza street no 11

+48 67 213 44 14 / +48 67 213 44 14
www.rene.cafe
r.ksok@celmar.pl
We offer variety of coffees and teas under the brand René, Vertuzzi , Senso 
Nocturno, Königs Café, Nohmall and Celmar. We have been a coffee & 
tea producer since 1991. Most of all we offer coffees packed in several 
kinds of universal single dosing systems like well know coffee PADS, 
Nespresso* and Dolce Gusto** compatible coffee & tea CAPSULES. 
We also offer bean coffees as well ground coffee as cappuccino pads.  
Our activity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tarting from purchasing 
of green coffee beans after roasting through grinding , packaging and 
distribution. Our export covers supply to over 25 countries. Rene represent 
the traditional continental French & Italian coffee culture standards. We 
are ready & look forward to do business with you. Visit our stand! Rene 
Coffee Pads MAGMAR Sp. z o.o. Adress: ul. Jana Długosza 11 64-920 Piła 
Poland, EU www.cafe.rene r.ksok@celmar.pl Contact person Robert Ksok 
(Export Manager) 

POLAND

SWEET-BRANDS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WEET BRANDS
05-250
RUNA LESNEGO 7, LAKI, RADZYMIN

0048 512297697 / 0048 222012379
WWW.SWEET-BRANDS.COM
ADRIANNA@SWEET-BRANDS.COM
SWEET BRANDS offers high quality cookies, roll wafers, waffles, no added 
sugar cookies and chocolat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2 as an 
answer to growing market demand for high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From the very beginning, the company’s operations were oriented on 
international market. SWEET&JOY is young, dynamic brand loved by 
people who are looking for unique, sophisticated, high quality products. 
SWEET BRANDS is the owner of SWEET&JOY brand. All our products are 
produced according to the highest quality standards like IFS and BRC. 
SWEET BRANDS knows, how to do export and how to provide to our 
customers not only the best Polish products but also the best service. 

SINGAPORE

Big Idea Ventures

5A5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enjamin Pippin
017979
23 Marina Way

 / 

lbenjamin.pippin@bigideaventures.com
Big Idea Ventures (BIV) is solving the world's greatest challenges by 
supporting the world's best entrepreneurs. Its first fund, the New Protein 
Fund ($50M+AUM) invests in global alternative protein companies at the 
pre-seed stage via its accelerator program and seed to series A via direct 
investment. New Protein Fund I is backed by leading food corporations 
including AAK, Avril, Bel Group, Buhler Group, Givaudan, NR Instant 
Produce, Meiji, Tyson Ventures, and Temasek Holdings. To date, Big Idea 
Ventures has invested in more than 70 alternative protein companies 
across 17 countries.

POLAND

POKÓJ

5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artosz Gołębiowski
43-302
Legionów 52, Bielsko-Biala

 / 
www.sp-pokoj.com.pl
b.golebiowski@sp-pokoj.com.pl
POKÓJ has been the producer of high quality caramel sweets since 1949. 
We are proud to be the leading caramel company in many markets of the 
world. Our world-wide presence includes Eastern Asian markets, recently 
South Korean market. During the show we would like to present all the 
goodness of our products: fudge, toffee, caramel sauces and oth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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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GOLD KILI TRADING

5A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ENNIS SOON
738723
9, WOODLANDS LINK

68542775 / 68542558
www.goldkili.com
gkexport@goldkili.com
Gold Kili began in 1985 as a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for local coffee 
powder. Through constant innovation, we have since grown to be a leading 
manufacturer and supplier of not only traditional Nanyang-style coffees, 
but also lifestyle beverages including instant coffee, tea, chocolate, cereal, 
Asian brews, lattes retailed in more than 30 countries worldwide. In 
Singapore, we are known for our range of traditional Nanyang-style coffees 
made with in-house roasted coffee beans. We strongly believe in delivering 
high quality beverages that are great-tasting and convenient. With Just 
Gold Kili & Water, enjoy a satisfying cup of beverage without hassle.

SINGAPORE

HOCK SENG FOOD PTE LTD

5A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egathesan Ramasamy
128439
267 Pandan Loop

+6597963816 / +6567790186
https://www.hosengroup.com
jegathesan@hosengroup.com
Hosen Group, a wholly-owned subsidiaries in Singapore, Malaysia and 
China. We provide a leading brand of quality canned food, offering 
freshly picked and packed fruits and vegetables. We expanded the range 
from tropical fruits to deciduous fruits, beans and peas to mushroom 
and corn. To widen the range, we launched Mediterranean products 
for different cooking needs. From salad to cocktails drinks, we provide 
one-stop solution to your culinary needs. Hosen Chocolate,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Hosen Group manufactures retail chocolates and 
industrial chocolates under our House Brands (Sincero, Cocoa Grande 
and Calbuco). We also provide our chocolates under private label to suit 
our clients’ requirements. We pride ourselves on being FSSC, HACCP 
and Halal Certified and hence, you can be rest assured that our products 
adhere to stringent quality controls and approved specifications.

SINGAPORE

LEK LIM NONYA CAKE TRADING PTE 
LTD

5A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Gavan Sing Chor Ngee
486121
3017 Bedok North Street 5 #04-29

64490815/ 90476412 / 
kuehkueh.com.sg
gavansing@gmail.com
Lek Lim Nonya Cake is a traditional Singaporean kueh confectionary 
known for handcrafted delicious goodness.It was founded by my Ah Gong 
(grandfather), Leck Peng Kwan, in his home kitchen in Kampong Chai 
Chee, Singapore back in 1968. Over the years, the business grew and we 
shifted to Bedok North with a full-fledged kitchen and retail front. During 
a trip to Europe, we brought along a huge assortment of kuehs for my 
friends upon their request. Unfortunately, many of the kuehs had turned 
bad after the 14 hour journey. Everyone was disappointed. we created 
Chufa (出发is a Chinese word for to proceed) with the mission to share 
the taste of home with the world with Soon Kueh as the first product 
launched. Today, we continue to preserve our Strait-Chinese founder’s 
recipes & techniques with a combination of latest food technologies for 
everyone around the world to enjoy

SINGAPORE

FT GLOBAL PTE LTD

5A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alex Fan
637127
27 Tuas Bay Walk #01-07 Westview Food Factory

87828595 / 63391295

sjsmgmtaccs@gmail.com
Everyone loves the flavor of Black Tauru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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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SHANDI GLOBAL PTE LTD

5A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Gaurav Sharma
619860
9 Chin Bee Drive, # 301 Innovate 360, Singapore

65 9058 3686 / 
www.shandiglobal.com
gaurav@shandiglobal.com
Whole muscle plant based meat alternative, which coo look and taste 
like meat.

SINGAPORE

Shiok Meats

5A5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aw Pei Wen
654291
block 291e bukit batok st 24 #04-09

 / 

peiwen.l@shiokmeats.com
Shiok Meats is a cultivated meat and seafood company-the first of its kind 
in Singapore and South-East Asia. “Shiok” in Singapore and Malay slang 
means fantastic, delicious, and simply, pleasure. Shiok Meats also owns 
SEA’s first cultivated red meat company, Gaia Foods. Our mission is to 
bring delicious, sustainable, and healthy seafood to your table, using our 
technology to grow meat from healthy cells instead of animals. Currently, 
we produce crustaceans like shrimps, crabs, lobsters and are the first in 
the world to do so using cellular agriculture technology. Our meats are 
real meat, delicious and nutritious. Our meats are animal-, health- and 
environment-friendly. Same great taste, better for the planet! We are 
currently in the R&D phase and target to commercialise in 2023.

SINGAPORE

SINGAPORE FOOD MANUFACTURERS' 
ASSOCIATION

5A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ddie Wong
609431
9 Jurong Town Hall Road, #04-13

62212438 / 
www.sfma.org.sg
eddiewong@sfma.org.sg
Established in 1967, the Singapore Food Manufacturers’ Association 
(SFMA) is a professional and active trade association with more than 
460 members. Today, SFMA organises more than 60 industry activities 
annually such as monthly capabilities workshops, overseas Tasty 
Singapore tradeshows and supermarket promotions, overseas study and 
trade missions, networking and business matching sessions. SFMA has 
also championed several industry initiatives that are aligned to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Transformation Map, such as Food Innovation 
Product Award, Singapore Food Gifts Initiative, the Singapore Food 
Expo and Asia Pacific Food Expo to help food manufacturers innovate, 
internationalise and create new channels for business growth.

SINGAPORE

PRIMA FOOD PTE LTD

5A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ileen Teo
099419
201 Keppel Road

 / 
www.primataste.com
aileen.teo@prima.com.sg
A division of Prima Food, Prima Taste is Prima Group’s flagship B2C 
brand, and was launched in 1998. It was the culmination of our passion 
to preserve the heritage and tradition of Singapore food, and to offer 
authentic, easy-to-make Singapore cuisine to the world, without 
compromise. Today, Prima Taste offers a wide range of gourmet 
Singapore dishes through its Best Singapore Favourites meal sauce kits, 
Authentic Asia cooking sauces and pastes, LaMians and Ready Meals. 
Prima Taste products are widely distributed to major supermarkets 
and online stores in more than 40 global markets, and its Laksa/Laksa 
Wholegrain LaMian have been consistently crowned the “No. 1 Instant 
Noodle of All Time” by The Ramen Rater si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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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Aceitunas Cazorla

5D7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lejandro Borrega
03007
Ctra Madrid, 69

+34965109090 / +34965109091
www.aceitunascazorla.com
aborrega@accazorla.com
Since 1958, the olives and pickles of Cazorla Group have made a 
difference as appetizers. Today, Cazorla has reinvented its range of 
products, adding new flavors and unique textures. Products of exceptional 
quality, elaborated with traditional recipes and the finest selection of raw 
material. The Cazorla Group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benchmark 
for quality and innovation. Its commitment to quality, tradition and 
innovation has made each of the products of its extensive range unique 
and has permitted us to fulfill the expectations of the most demanding 
of palates.

SPAIN

AGRÍCOLA DE BAILÉN VIRGEN DE 
ZOCUECA SCA

5B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iwon K
23710
Carretera Madrid-Cadiz km. 298(salida 299 A-4), Jaén, 
BAILÉN
34 654065241 / 
www.picualia.com
marketing@picualia.com

SPAIN

AIRES DE JAEN SL

5B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ICHUN LIN LIN, MR.
23712
CTRA JV-3002 KM 8. JABALQUINTO,JAEN

+34 620262054 / +34953050460
www.airesdejaen.com
export@airesdejaen.com
AIRES DE JAEN is located in an olive grove of 1.000 hectares, in Jaén 
area, the richest one for olive oil in the world. State of the art technology 
integrated with the tradition of the earth and the olive oil where it is 
located.Deep knowledge of the bottling process and commercialization of 
olive oil. Three generations devoted to olive oil, first as producers and later 
as bottlers and sellers. Bottling capacity of 25 million litres per year always 
looking to the quality and food safety of our product as a priority. Flexibility 
and experience in both , own brands an private supply. Availability of olive 
oil in different formats : pet, tin, glass, bulk.. 

SPAIN

ACEITES ABRIL S.L

5D7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na Ponce de León
32901
Polígono industrial San Cibrao Das Viñas, Calle 6, 18

+34 988 38 37 47 / 
www.aceitesabril.com/en/export-ready
info@aceitesabril.com
Aceites Abril, S.L. is a family firm that was created in 1962 by Manuel 
Pérez Delgado, in Ourense (Spain), dedicated to selling a wide variety of 
vegetable oils adapted to our customers’ needs: virgin and extra virgin 
olive oil, ecological oils, single-variety oils, olive-pomace oil, sunflower oil, 
seed oils and special oils for frying, in bottled or bulk for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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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Congelados de Navarra S.A.U

5C7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ouen Ayari
31510
poligono industrial santos justo y pastor

948830563 / 
www.congeladosnavarra.com
marouen.ayari@congeladosnavarra.com
We are a market leading frozen food company offering a wide range 
os high quality frozen vegetables. Our core product ranges consist of 
blanched, grilled, pre-fried and BBQ vegetables, as well as a wide range 
os mixed (vegetables blended with frozen poultry, meat, seafood rice, 
pasta, dressings our flavorings). We make an effort day by day to meet 
our customers needs in the retail sector, food service and food industry. 
With the help of the best farmers and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we 
look after every detail in every product to achieve top quality, managing to 
retain practically all the nutritional properties of our greens. At congelados 
de Navarra we have one clear aim: to be the best company specialising in 
frozen vegetable solutions in Europe

SPAIN

DELIBREADS EUROPE S.L.

5D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ristina Escriche Graña
46160, Llíria, Valencia (España)
Delibreads Europe, S.L. Pol. Ind. Les Carrases, Parcela D

0034692552312 / 
http://www.delibreads.com/?l=2
cristina.escriche@delibreads.com
At Delibreads, we produce and distribute wheat tortillas and specialty 
breads. Our catalogue contains tasty, versatile products that are suitable 
for numerous recipes. Delibreads products adapt to different eating habits, 
and always conform to our high standards of quality and food safety.  

SPAIN

ELPOZO ALIMENTACIÓN

5B5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HN HICKIN
30840
AVENIDA ANTONIO FUERTES, 1

 / 

john.hickin@elpozo.com
ELPOZO ALIMENTACIÓN IS A SPANISH LEADING COMPANY IN THE 
PRODUCTION OF CURED SERRANO HAM, IBERIAN HAM AND COOCKED 
MEATS, AS WELL AS FROZEN AND FRESH MEAT BOTH IN IBERIAN PIG 
AND WHITE.

SPAIN

CANPIPORK, S.L.

5C7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uymán Santana
37770
POLÍGONO AGROALIMENTARIO P18

+34923158029 / 
www.ibericoscanpipork.es
exportacion@ibericoscanpipork.es
Iberian pork meat and meat products (cured iberico ham, cured loin, 
chorizo, salchi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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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EXPLOTACIONES INTERNACIONALES 
ACUIFERAS, S.A.

5B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NTONIO PEREZ BECEDILLAS
28935
AV. DE LAS NIEVES 37 EDIFICIO 1 ESCALERA IZQDA 
PLANTA 2
+34916493750 / 
www.aguasierracazorla.com
antonio@aguasierracazorla.com
Sierra Cazorla Natural Mineral Water is bottled in a modern bottling 
facility, located in the biggest natural park in Europe. It is a very special 
water due to its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synonym of purity and 
health. Sierra Cazorla has a very balanced composition. Its PH is very 
close to neutrality, its very low Sodium content and the high contents of 
Bicarbonates, Calcium and Magnesium makes us nº1 in quality with no 
competitor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Our range makes us capable to fit 
in any kind of market (hotels, restaurants, wholesale, etc…)

SPAIN

EXTENDA

5B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VIRGINIA GARCÍA PONCE
41011
Avenida Marie Curie 5. Sevilla (Spain)

034 954280227 / 
www.extenda.es
vgp@extenda.es
EXTENDA is the Trade Promotion Agency of Andalusia (Spain), a 
company owned by Andalusia’s Regional Government in conjunction 
with the Andalusian Chambers of Commerce which is dedicated to the 
international promotion of Andalusian products and the expansion of 
Andalusian business in foreign markets. With offices all over the world to: - 
Identify the companies that produce the goods and services that you may 
require. – Track down potential partners in Andalusia. – Find information 
on Andalusian global commerce, international fairs and other promotional 
activities carried out in Andalusia.

SPAIN

FABRICA, MATADERO Y DESPIECE S.A.

5B5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aúl Andrés Saz
29590
Camino de Santa Inés, 71

+34 952 433 050 / +34 952 626 471
www.famadesa.es
raul.andres@famadesa.es
Famadesa is a leading Company of the international pork meat sector. We 
control the feed, owns fattening farms, slaughterhouse and cutting plant.

SPAIN

Emilio Vallejo, S.A.

5C7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ceites Vallejo
23650
Carretera de Martos, S/N

+34 953571282 / 
https://aceitesvallejo.com
info@aceitesvallejo.com
Aceites Vallejo is a private company with more than 50 years of 
experience in Olive Oil market and exporting to more than 42 countries 
abroad from Spain. We are producers and bottlers of Olive Oil. Products: 
Extra Virgin Olive Oil, Virgin, Pure Olive Oil, Pomace Olive Oil, Organic Extra 
Virgin Olive Oil, Grape seed oil and Blended Oil. We can offer bottling 
in different formats (PET, Glass and Tins) and also in bulk (Flexitank, 
IBC 1000L and Drum 200 kg). We can do PRIVATE LABEL. Quality 
Certifications: ISO 9001; ISO 14001; ISO 22000; BRC, IFS, Halal, Kosher 
and Organic certification. Our main clients experience: Retail Chains, Food 
Services, Importers and Dis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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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Frigoríficos Andaluces de Conservas de 
Carne S.A

5B5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IGUEL ÁLVAREZ
29580
PLAZA PROLONGO 2

(+34)952420000 / 
www.faccsa.es
faccsa@faccsa.es
Our industrial complex FACCSA PROLONGO was established in 1820 
and currently has a pig slaughterhouse, cutting plant, cold store, cured 
sausage factory and hams and shoulders dryer.

SPAIN

INDUSTRIAS CÁRNICAS LORIENTE 
PIQUERAS, S.A.(INCARLOPSA)

5B5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AURA PREVOSTI
16400
Ctra. N400 – Km. 95,4

 / 
https://www.incarlopsa.es/?lang=en
LAURA.PREVOSTI@LORFOOD.CH
When describing ham this is one of the mos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The meat, and mainly the way in which the fat appears, 
enable differentiating the breed of pig. At Incarlopsa we work with white 
pigs and from them we obtain Serrano ham.A very lean meat, the fat 
remaining on the exterior part. The ham from this breed is called Serrano 
Ham. The white Pig is one of the main breeds that Incarlopsa works with: 
• Duroc • Pietrain • Landrace • Large white Incarlopsa produces a wide 
variety of fresh or frozen products such as ham, loin, bacon or trowel with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of flavour, taste and textures. All the products 
have been elaborated following innovative processes, using the best raw 
materials and always conform to the quality

SPAIN

INDUSTRIAS MADRILEÑAS DE LA 
CARNE S.A.

5B5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Ivan Fernandez Huelamo
28914
CALLE REY PASTOR 22

670785102 / 
www.imacsa.es
ivan@imacsa.es
Imacsa, expertos en despiece de porcino garantizamos la más alta 
calidad y seguridad Alimentaria de nuestros productos. Desde nuestros 
inicios, en 1974, estamos en constante crecimiento y actualmente 
producimos más de 50 millones de kilos anuales para cliente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de Asia, África, América y Europa. Nuestra experiencia 
y dedicación, así como nuestra apuesta por la Seguridad Alimentaria, la 
mejora continua de nuestros estándares y la innovación de productos nos 
han convertido en referentes a nivel nacional. El modelo de producción de 
cada cliente es el nuestro, y sus expectativas, también. Las garantizamos 
con una distribución rápida y eficiente.

SPAIN

FIAB

5C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orja Fernandez
28001
Velazquez 64, 3 floor

 / 
www.fiab.es
fiab@fiab.es
Since 1977, the Spanish Federation of Food and Beverage Industries 
(FIAB) has represented the Spanish food and beverage industry, the 
country's leading industrial sector with almost half a million workers and 
close to 30,000 companies. FIAB's objective is to defend the interests 
of the sector before the Administration and the differ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cision-making bodies, as well as to anticipate future 
challenge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it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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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JORGE PORK MEAT, SL.

5B5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SE LUIS DE DIEGO
50015
AVDA. ACADEMIA GRAL MILITAR 52

 / 
www.jorgesl.com
joseluisdediego@jorgesl.com
Grupo Jor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roups in the European meat 
industry today. With 80 years of history. We are a vertical integrated 
company from farm to fork. We control all processes to assure the highest 
quality in all our products, which export to more than 100 countries. 
Products: Chilled and frozen Primal pork cuts like loins, shoulders or 
bellies. We can also produce cuts focused on horeca and retail sector 
including sliced products; Iberian Pork products: Iberian Top Loin, Iberian 
Secreto or Iberian Rib Finger. Cured pork products: Serrano Pork hams and 
shoulders in whole pieces, bone-in, boneless and sliced Iberian Pork hams 
and shoulders in whole pieces: bone-in, boneless such as Jamon Iberico 
de Cebo Mafresa o Jamon Iberico de Bellota Azuaga Also specialised in 
the processing of offals, casings and the by-products of pork production, 
such as trimmings or fats. Heart, Pancreas, Liver, Fats, Rectum.

SPAIN

MORENO RUIZ HERMANOS SL

5B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se Carlos Villegas
41560
Avenida de La Canela 40

639520058 / 
https://eosnutrisolutions.com
jcvillegas@nutriexperience.com
We are a Spanish company with international reach that designs, develops 
and manufactures a range of 100% natural, healthy and functional snacks 
in several formats and presentations. 

SPAIN

NORTINDAL SEA PRODUCTS SL

5C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NUEL RUBIO
20490
PG IRUNZUBI, 4-5; LIZARTZA

 / 
www.nortindal.com
norcomercial@nortindal.com
Nortindal Sea Products is the leading company in the world at cuttlefish 
ink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We can also offer a wide range of 
ready to use sauces, such us "paella" stock. We are granted with IFS, FDA 
and DIPOA certifications, what guarantees our commitment with quality 
and safety of our products.

SPAIN

Interporc Spain

5B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xinting Yao
28035
calle marqué de urquijo, 10, 2 izq

34911610059 / 
WWW.INTERPORC.COM
teci@interporc.com
The Spanish Inter-professional Agri-Food Organization for White Pork 
(INTERPORC) is a non-profit entity representing all the activies in the white 
pork sector value chain: production, prcessing, and marketing. It is the 
most important Inter-professional organisation in the spanish meat sector 
given the volume of pork production i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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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ROENCAR SL

5D7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rancisco
30180
C. José M de Lara Carvajal, 1338

(34) 617093799 / 
https://smooy.com
francisco@brandsxpansion.com
Smöoy is a company founded in Murcia, a 4th generation family of 
artesanian ice cream makers with more than 100 years of experience. 
In 2010 we developed a new concept of functional ice cream: low in fat, 
rich in fiber and gluten-free, and also 100% personalizable with any kind 
of topping. Based on a quality product we develop a franchise model 
with continuously innovation. We are focus on our clients and we provide 
training and expertise to the franchise to develop long term business. 
Our catalog is develop to supply any meal in any country, to any kind of 
demand. From the top frozen yogurt with more than 400 combinations, 
to waffles, crepes, smoothies… Even the best craft made ice cream with 
recipes that has more than 80 years of history. We work with 3 franchises 
models and Retail products!

SPAIN

TELLO FOOD GROUP

5B5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avier Briones Tena
45163
Crta. Navalpino km 27.8

925 400 205 / 
www.tello.es
jbriones@tello.es
Frozen Pork Meat. IQF Solutions

SPAIN

X37 GRADOS NORTE, S.L.

5B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IVAN AGUILERA
14800
Calle Obispo Caballero, 10

 / 

ivanaguilerajurado@gmail.com
Several brands of Premium, EVOO, Pomace, and any kind of Olive Oil, Olive 
oil potato chips.

SPAIN

OLEOFORFAIT, S.A.

5B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ACHO SERRANO
28008
CALLE ALTAMIRANO 50

+34916667875 / 
www.rafaelsalgado.com
export@rafaelsalgado.com
For five generations the Salgado family has developed a line of high 
quality olive oils. Since 1875, we have acquired an in-depth knowledge 
of the consumer habits in every country, which has allowed us to the 
most appropriate type of oil in more than 125 countries. We are market 
leaders in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Our family has more 
than 100 years of experience in the selection of olive oils, which together 
with a strict quality control, allows us to package a product that is always 
fresh and very consistent, key to our international success. The company 
also enjoys an OIM division dedicated to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private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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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GEM CROWN ENTERPRISE CO., LTD.

5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enry Wang
10489
5F., No.172, Sec. 2, Nanjing E. Rd., Zhongshan Dist., Taipei 
City 10489, Taiwan (R.O.C.)
+886 2 2609 1582 / +886 2 2609 2590
https://gce18.en.taiwantrade.com
sales@gce18.com
a. Mini Set of Bee Honey 40gx3pcs (Green Pack) b. DB 
Brewery:DB Pineapple Apple Cider , Kumquat Lemon Apple 
Cider c. Hometown: Hometown Taiwan Black Tea Liquor 28°                                                                                               
d. Taiwan Yes: Sea Salt

TAIWAN

GRANOLA HOUSE CORP.

5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ilian Yang
11148
Zhong Cheng Rd., Sec. 1 #99, 7F, Taipei Taiwan 11148

+886 2 2831 6864 / +886 2 2831 2447
http://www.granola-house.com
monica.chang@granola-house.com
Crunchy Oat Bar: Matcha Latte, Plum Berry, Sea Salt Chocolate, Earl Grey 
Milk Tea Granola Pops: French Chocolate Granola: Blackcurrant Cranberry, 
Maple Pecan

TAIWAN

HUNG CHAN FOOD BIOTECH CO.,LTD

5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akura
248016
6F., No. 13, Wuquan Rd., Wugu Dist., New Taipei City 
248016 , Taiwan (R.O.C.)
+886 2 2298 8677#21 / +886 2 2298 8727
https://www.hungchan-food.com
sakura@hungchan-food.com
Scallops Chicken Soup, Pumpkin and Walnut Soup, Black Truffle and 
Mushroom Soup, Laksa, Chinese Casserole

TAIWAN

CREATION FOOD CO., LTD.

5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ichael Wang
11494
7F., No. 83, Minshan St., Neihu Dist., Taipei City 114063, 
Taiwan(R.O.C.)
+886 8 791 2288 #328 / +886 8 791 0899
https://www.creation.com.tw/index_en.php
michael.wang@creation.com.tw
Milk Tea (Powder), Thai Styled Milk Tea (Powder), Rose Tisane Drip Coffee, 
Osmanthus Tisane Drip Coffee, Lian Cofé C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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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KINMEN KAOLIANG LIQUOR INC.

5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ate Chen
89248
No.1, Taoyuan Rd., JinningTownship, Kinmen County 892, 
Taiwan
+886 82325628 / +886 313726
http://www.kkl.gov.tw
nikocat@mail.kkl.gov.tw
1.0.5L-58% Original Distilled Kinmen Kaoliang Liquor 2.0.6L-38% Kinmen 
Kaoliang Liquor 3.0.6L-56% V.S.O Kinmen Kaoliang Liquor (5 Years) 4.0.6L-
58% Superior Kinmen Kaoliang Liquor 5.0.6L-58% Kinmen Kaoliang Liquor 
6.0.75L-56% Premium Kaoliang Liquor

TAIWAN

PULY CO., LTD.

5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Vivian Ma
324018
14F., No. 132, Wenxin Rd. Pingzhen Dist., Taoyuan City 
324018 , Taiwan
+886 3 4191261 / +886 3 4191260
https://www.pulyfood.com
pulyfood@yahoo.com.tw
Non-Frozen Instant Boba Tea(Assam milk tea, Caramel milk tea, Taro milk 
tea, Matcha milk tea, Coffee milk tea, Thai milk tea) Frozen Instant Boba 
Pack(Brown sugar, Black tea, Taro, Matcha, Coffee, Strawberry, Red bean, 
Chocolate, Mango)

TAIWAN

SHIH CHEN FOODS CO., LTD.

5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ummer Yang
40767
15F., No.847, Sec. 4, Taiwan Blvd., Xitun Dist., Taichung City 
407, Taiwan
+886 2 358 7898 / +886 2 358 9678
http://www.pm0315.com.tw
e02@pm0315.com
1.Micron Biotech Extract Tea Si Ji Chun - Free Handy Bottle 2.Micron 
Extract Coffee - Free Handy Bottle 3.3:15pm Brown Sugar Bubble Tea 
Mix Handle Box 4.Hang Out In Taiwan 5.3:15pm Oat Black Tea Soy Milk 
Handle Box

TAIWAN

KING CAR FOOD INDUSTRIAL CO., LTD.

5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iona Lin
10089
No. 230, Sec. 3, Roosevelt Rd., Zhongzheng Dist., Taipei 
City 100, Taiwan
+886 2 23656551 / +886 2 2365 7740
http://www.kingcar.com.tw
fionalin@kingcar.com.tw
Coffee & Milk Tea



SEOUL FOOD & HOTEL 2022

132SEOUL FOOD 2022

TAIWAN

TAIWAN TOBACCO & LIQUOR 
CORPORATION

5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ernice Li
10066
No. 4, Nanchang Rd., Sec. 1, Chung Chen Dist., Taipei

+886 2 2321 4567#570 / +886 2 23415200
http://global.ttl.com.tw/ttlexport/index.html
1091127@mail.ttl.com.tw
1. Pineapple Punch 
2. OMAR Single Malt Whisky-Bourbon Type
3. OMAR Single Malt Whisky-Sherry Type 
4. Dry noodle- Sesame with Shio Koji 
5. TTL Noodle Stand-Brewed black vinegar flavor with Chilli & Shallots 
6. Strawberry Punch 
7. Taiwan Beer Fruit Series- Mango

THAILAND

ALCHEMIST CO., LTD.

5D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Anchalee Kittiaram
10120
1011 Supalai Grand Tower 8th Floor Unit 806, Rama 3 
Road, Chongnonsi, Yannawa, Bangkok Thailand
+669 6414 9425 / +66 2042 9403
www.deliciousthailand.com
anchalee@deliciousthailand.com
Alchemist is the manufacturer and exporter of 100% tropical frozen fruit 
from Thailand under the brand “Delicious Destination”. We have our own 
fruit plantation which is operated by the new technology. With the 5-year 
research and development, you can ensure that all our products have 
standard, quality, freshness and deliciousness.

THAILAND

CHANTHABURI FRUIT PRODUCT 
CO.,LTD.

5D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Witchaya Pruksakit
22120
33/2 M.5, Khaowua, Thamai, Chanthaburi

 / 
www.chanthaburifruits.com
info@chanthaburifruits.com
We are processed fruits manufacturer that we selected quality fruits form 
the best plantation in Chanthaburi bought though new technology such 
as freeze-drying ,Vacuum-frying, Deep-frying and paste under food safety 
standard such as GHPs, HALAL and ISO22000

TAIWAN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TAITRA)

5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IN PEI CHIEH
11012
5 Fl., 333 Keelung Rd., Sec. 1, Taipei 11012, Taiwan

886-2-27255200 / 886-2-27576438
https://www.taitra.org.tw
pclin@taitra.org.tw
The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TAITRA), including the 
Taiwan Trade Center, is the foremost non-profit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organization in Taiwan. It was founded in 1970 to help 
promote foreign trade. Jointly sponsored by the government and various 
commercial and industrial associations, TAITRA offers comprehensive 
services to assist foreign businesses in establishing a wide presence in 
Taiwan. TAITRA has set up more than 60 Taiwan Trade Centers aroun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overseas offices of the MOEA, TAITRA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trade network serving as your first contact 
point of exploring abundant trade opportunities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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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IMG CORPORATION CO.,LTD

5D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ARIYAPORN SANJALEARN
74110
44/12 Moo 7, Suan Luang, Kratum Baen , Samut Sakhon 
Thailand
+66 34 875 851 TO 52 / 
www.chimmafruit.com
info@chimmafruit.com
IMG CORPORATION, A WORLD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We are 
a manufacturer of plant-based foods and processed fruit under our own 
brand, MANTRA Plant-Based, which specializes in plant-based seafood, 
and CHIMMA Thai Fruit Snack, which is served with Coconut Milk Dip. We 
intend to differentiate and outperform the market with our offerings. Don't 
pass up the opportunity to come and explore this for yourself.

THAILAND

K.L. INTERFOOD CO.,LTD.

5D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obkul Luepraphai
11120
58/76 Moo3, Klongkluer, Pakkret, Nonthaburi

+6629817731 / +6629817737#12
www.tamarindkl.com
info@tamarindkl.com
We produce wide range of tamarind products which are fresh tamarind 
both sweet and sour, tamarind paste, tamarind concentrate, processed 
tamarind, pickle tamarind and tamarind powder. Our products are carefully 
made with selected fine ripe tamarind fruit from Petchabun province. 
Our cool room facility can store 4,000 tons of tamarind on yearly basis. 
Ninety percent of tamarind products is exported through K.L. Interfood 
Co., Ltd. and the rest are sold locally. We produce tamarind products with 
fresh tamarind from our Global G.A.P. certified farm. All tamarinds are 
treated with the steaming process before exporting worldwide. In order to 
maintain our uniqueness, we ensure that all of our employees are experts 
in this field. We put effort to inspect the quality of tamarinds before going 
through the high international production process standard GMP and 
HACCP. Our steaming process is used in order to get rid of any fungal 
spoilage and insects.

THAILAND

KANOKWAN FOOD PRODUCTS CO., LTD.

5D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ONUMA SRIPEN [CHANYA]
74130
No. 256 Moo. 6 Soi. Petchkaseam 95, Petchkaseam Rd., 
Omnoi, Krathumbaen, Samutsakorn
+662-813-7655 Ext.# 2 / +662-813-8954
www.kanokwanfood.com
export@kanokwanfood.com
KANOKWAN FOOD PRODUCTS CO., LTD. IS MANUFACTURER, EXPORTER 
& DISTRIBUTOR OF CHILI PASTES, SAUCES, CURRY PASTES, INSTANT 
SEASONINGS, READY-TO-COOK SETS AND VARIOUS OTHER PRODUCTS 
UNDER THE BRAND NAME OF “KANOKWAN”. ALL “KANOKWAN” 
PRODUCTS CREATED WITH SERIOUSLY CARE IN GOOD HEALTH AND 
HYGIENE OF CUSTOMERS. WITH ATTENTION TO EVERY STAGES 
OF PRODUCTION TO DELIVER TOP QUALITY AND GREAT TASTE. 
“KANOKWAN” NOW HAS A WIDE RANGE OF PRODUCTS SUCH AS 
CURRY PASTE, FRESH CURRY PASTE, SEASONING POWDER, SAUCE, 
DIPPING SAUCE, DEEP FRIED, RAW MATERIAL AND PROCESSED OIL 
WITH GROUP OF CONSUMERS IN BOTH DOMESTIC AND OVERSEA.

THAILAND

DUCHESS CO., LTD.

5D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s.Namsai Chalermthanakom
10600
155/2 Ratchadaphisek(Thapra-Taksin) Road., Bukkhalo, 
Thon Buri
+66 02 8788500 / 
www.duchess.co.th
namsai@duchess.co.th
Nespresso Compatible Coffee Capsule Dolce Gusto Compatible Coffee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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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MONKEY KING FOOD COMPANY 
LIMITED

5D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enard Han
10230
388/17-18 Biz Galleria, Nuanchan Road, Nuanchan, Bueng 
Kum, Bangkok
+66 628750705 / 
mokifood.com
renardhan@mokifood.com
We are the leading manufacturer of Konjac Food in the country. Our 
product catalogue includes Konjac Food, Oat Fiber Pasta, RTE Grain Rice, 
Canned Vegan Food, Grass Jelly, RTE Porridge, RTE Bird's Nest Drinks 
and Protein Tofu. We offer flexible OEM services to assist you to explore 
your own private label and achieve your success. As a local brand holder, 
such as MOKI, MOKU, MIKU are all certified by Thailand Trust Mark. We 
are looking for potential distributors and retailers all over the world. More 
than 10 years of export management experience makes us stand out 
in the industry as well. We look forward to a long-term and productive 
cooperation.

THAILAND

MS. ORGANICS CO., LTD.

5D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Soros Leangcharoen
10900
55/121 Kamphaeng Phet 6 Road, Lad Yao, Chatuchak, 
Bangkok
+66929062122 / 
www.bymsorganics.com
sorosl@gmail.com
Fermenthe' Kombucha is a sparkling fermented tea (with a good bacteria 
and yeast) and a hint of honey that make it’s easy to consume, flavorful, 
and of course, beneficial!, it is also considered as a functional beverage 
that contains high-quality black tea, green tea, oolong tea, as well as 
premium honey. We pay attention to all of the processes from plantation 
to consumption. That is from the method of cultivation and harvest to 
an application of flavor with standardized production. Along with well-
supported scientific data, research, and knowledge of experts who have 
been involved in the tea industry that was established over 100 years ago. 

THAILAND

PHIBOONCHAI MAEPRANOM THAICHIL 
PASTE CO.,LTD

5D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Tanit Ketchang
10170
68/10 Moo 12, Boromrajchonnee Rd., Sala Thammasop, 
Thawi Watthana, Bangkok
66 02 4413595 / 

expmarket@maepranom.com

THAILAND

MAJESTIC FOOD INDUSTRY CO., LTD.

5D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Suwadee Nonthongsri
10120
110 Narathiwatratchanakharin Rd

66851277811 / 
www.majesticsweetcorn.com
may@sunlee.com
Welcome to Majestic Food Industry.  Established in Oct 1999, Majestic 
Food Industry (MFI) is the one of the leading canned corn processing 
manufacturers in Thailand. Located in Lampang Province in northern 
Thailand.  our factory is spread across 32 acres, with 35,000 square 
meters of facilities and 700 full time workers. We are able to process 
80,000 metric tons of raw materials and produce over 3,000 containers 
(TUEs) of finished products per year. MFI’s production processes are 
based on Codex, GMP, HACCP and ISO 9001:2015 standards and certified 
by Bureau Veritas Certification (Thailand). Our Customers Delivering high 
quality foods and ingredients across the world While continually looking to 
expand both our portfolio of products and our global presence, Majestic 
Food Industry currently operates in more than 70 countries across the 
world, including the USA, Japan, South Korea, Taiwan,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Australia and Oce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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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PTT OIL AND RETAIL BUSINESS PUBLIC 
CO.,LTD.

5D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ROMPORN SUNGWARN
10900
555/2 Energy Complex Building B, 12th Floor, Vibhavadi 
Rangsit Rd., Chatuchak, Bangkok
/ 
https://www.cafe-amazon.com/index.aspx?Lang=EN
promporn.su@pttor.com
Cafe Amazon is a leading Thai coffeehouse chain, a part of PTT Oil and 
Retail Business Public Company Limited (OR). It has been established 
since 2002 with the goal to bring Green Oasis experience into everyday 
lives by being the destination where people can meet, relax and enjoy its 
high-quality, unique and rich taste of coffee together with variety of drinks 
and snacks in a green natural ambience at affordable price. This has 
become its slogan, Taste of Nature. It has carefully sourced coffee beans 
from selected coffee farms across Thailand and meticulously roasted in 
its own proprietary roasting plant to delivers the best quality in every cup 
of coffee to all customers. Today, it has more than 4,000 stores operating 
across 11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Philippines, Malaysia, Singapore, Oman, China and Japan with an 
effort to continue expanding its global footprint for years to come. 

THAILAND

RAYONG FISH SAUCE INDUSTRY 
CO.,LTD.

5D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Wichan Jantravisut
21000
29 Moo 4 Bangna-Trad (36) HW, Tubma, Muang Rayong 
21000
02 211 5781 / 02 212 4991
www.rayongfishsauce.com
wichan@rayongfishsauce.com
Fish sauce both Abalone brand and Cook & Lobster brand have a salty, 
umami fish sauce flavor and are high in protein and natural amino 
acids. We use extremely fresh anchovy and a natural fermentation 
process uniquely developed from a family recipe and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like GMP, HACCP, as well as BRC.

THAILAND

SRI TRANG GLOVES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5A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eeraya Laomingsri
10330
17th Floor, Park Ventures Ecoplex 57 Wireless Road, 
Lumpini, Pathumwan, Bangkok
+66 2207 4500 / +66 2254 2520
www.sritranggloves.com
peeraya@sritranggroup.com
We offer a wide range of high-quality natural latex and nitrile examination 
gloves as well as general-purpose disposable gloves, both powdered 
and powder-free, catering to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including 
healthcare and medical, food processing, food handling, manufacturing 
and operations where hygiene standards come first. Products / Services: 
1. Nitrile & Latex Non-Sterile Examination Gloves 
2. Nitrile & Latex Sterile Examination Gloves Quality Certification: EN ISO 
13485:2016, ISO 13485: 2016 (MDSAP), ISO 9001:2015, ISO 22000:2018, 
Certificate of CE-Registration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Certificate of Verification of EU Regulation 2017/745 (MDR), EC Certificate 
in Sterile Conditions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Annex V, PPE 
Regulation (EU) 2016/425 Module D, ISO/IEC 17025: 2017, Thai GMP

THAILAND

PRESERVED FOOD SPECIALTY CO.,LTD.

5D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Karnpitcha Ravithithaphut
74000
77 Moo 6, Rama 2 Road, Khok-Kham, Mueang Samut 
Sakhon, Samut Sakhon
+ 6634-812-457 / 
https://www.preservefood.net/en/index
r.karnpitcha@preservefood.net
We are from Preserved Food Specialty Company Limited. We are one of 
the leading manufacturers of dehydrated food processing in Thailand. For 
over 20 years. We are equipped with high technology production line for 
Freeze Dry, Spray Dry, Air Dry, Drum Dry, Frozen, and Extraction Products 
for both industrial and consum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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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Thai Trade Center, Seoul

5D101, 5D1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hananya Punnarugsa
04632
#304-305, Namsan Lotte Castle Iris, Sogong-ro 35, Jung-
Gu, Seoul
+82-2-795-2431 / +82-795-2998
www.ditp.go.th/korea
info@thaitrade.kr
Trade with Thailand begins at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DITP)! DITP is a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ailand. Thailand, as a Kitchen of the world, 
successfully served numerous international traders for 80 years through 
our 58 Thai Trade Center Offices around the World. In the Republic of 
Korea, Thai Trade Center, Seoul is also known as the Office of Commercial 
Affairs, Royal Thai Embassy. We are here to serve Korean companies who 
are interested in doing business with Thailand.

THAILAND

THAI WAH PUBLIC COMPANY LIMITED

5D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iyatida Traikittiwat
10120
21/10, 21/12 Thai Wah tower I 6th floor South Sathorn 
road. Tungmahamek Sathorn Bangkok
6622850031 / 

piyatida.t@thaiwah.com
We, Thai Wah, are a regional leader of starch and starch-related food 
products for almost 70 years under “Double Dragon”, “Phoenix”, and 
“Double Kirin” brands of mung bean vermicelli , Rice Noodles, Rice 
vermicelli “New Grade” Tapioca Starch and Tapioca Pearl. Our products 
can be found in a wide variety of well-known Thai supermarkets, wet 
market, and other Asian cuisines nationwide.

THAILAND

THEPPADUNGPORN COCONUT CO., LTD.

5D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Virunphat Eiammutita
10700
5/895 Borommaratchachonnani Road, Arun Ammarin, 
Bangkok Noi, Bangkok
+6624948989 / +6624948965
www.tcc-chaokoh.com
oh@tcc-chaokoh.com
WE, THEPPPADUNGPORN COCONUT CO.,LTD., ARE LEADER OF 
COOCNUT MILK PRODUCER IN THAILAND. WE OFFERED THE WORLD 
OF COOKING AND CONSUMING WITH VARIETIES OF PROCESSED 
THAI FOOD INGREDIENTS AND PRODUCTS WHICH ARE NEATLY 
PREPARED AND CONVENIENT TO USE UNDER CHAOKOH AND 
MAEPLOY BRAND. OUR PRODUCTS ARE COCONUT MILK, COCONUT 
MILK POWDE, COCONUT WATER, VIRGIN COCONUT OIL, CURRY 
PASTES, SALAD DRESSING, COOKING AND DIPPING SAUCES. WITH 
MORE THAN 50 YEARS OF EXPERIENCE AND EXPORT MORE THAN 70 
COUNTIES AROUND THE WORLD, OUR PRODUCTS ARE PRODUCED 
AND CONTROLLED FOR THE BEST QUALITIES UNDER MODERN 
TECHNOLOGIES AND HI AS PROVING FROM OUR FOOD STANDARD 
SUCH AS GMP, HACCP, BRC, ISO9001, ISO14001 AND HALAL. 
THEREFORE WE CAN GUARUNTEE FOR THE HIGH QUALITY AND 
SAFETY OF OUR PRODUCT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TCC-CHAOKOH.COM

THAILAND

THAI BAKERY GROUP COMPANY 
LIMITED

5D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aksaporn Chayavichitsilp
11110
100/649 Moo.5 BAngrakpattana Bangbuathong 
Nongthaburi 11110
/ 

taksaporn.chaya@gmail.com
Mother recipe of crunchy butter toast has a fragrant sweet smell, fulfil with 
pure butter all over a perfect slice of bread, and bake it a perfect crunchy 
bite. This is the reasons that it became popular unexpectedly among 
friends and bakery lovers. With her long experienced baking techniques 
and quality ingredient selection that mom always look after in every step, 
she intend to bake it good taste, good health, and good quality for her 
beloved customers. We sell products in Thailand and Asia such as Japan, 
Hong Kong, Taiwan, etc.  We love to "bake it the best" as a mother's caring 
and loving. What we have overcome to today. We truly believe that the real 
happiness start from giving a small thing which we called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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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A. Kuartet Gida Pazarlama Ic Ve Dis Tic. 
Ltd. Sti.

5D5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ASAN YALCIN CAKAR
35535
MANSUROGLU MAHALLESI, 1593/1 SOK NO:4 KAT:8 D:88 
BAYRAKLI IZMIR
902324042727 / 902324042728
WWW.QUARTETGLOBAL.COM
CAKAR.Y@QUARTETGLOBAL.COM
WE ARE LEADER EXPORTER COMPANY OF FROZEN VEGETABLES, 
FROZEN FRUITS, FROZEN CAKES AND SEMI DRIED TOMATOES AND 
DRIED FRUITS. OUR DRIED FRUITS ARE SOFT DRIED FRUITS; APRICOTS, 
FIGES, DATES AND PLUMS.

TURKEY

Acarsan Makarna Un Gida Insaat San. Ve 
Tic. A.S.

5E5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akan Berke Subasi

3.Organize Sanayi Bolgesi Kamil Serbetci Blv. No: 44, 
Gaziantep, Gaziantep
90 (342) 337 98 98 / 

export@banetti.com.tr

TURKEY

Aktuna Ltd.

5D6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Sukru AKYUZLU
09100
Ortaklar Mah. Gocmenler Cad. No.57 Germencik/Aydin/
TÜRKİYE
+902565774668 / +902565774473
www.aktunaltd.com
sukru.akgida@mynet.com
Our Company AKTUNA LTD is the manufacter and exporter of * Turkish 
dried figs (organic and coventional) , * Dried apricots, * Raisins * Dried 
Strawberries- Raspberry- Blackberry * Dried tart cherries- sour cherries    
* Prunes * Dried apples, * Dried Watermelon-Melon * Dried Orange- 
Mandarin-Lemon * Dried tomatos * Pinenut Kernels * Sweetened Orange 
peel Strip and Cubes * Freeze Dries Fruits- Freeze Dried Vegetables * Fruit 
Powder These are SUN-OWEN-FREEZE DRIED FRUITS,  Please also visit 
our web-site www.aktunaltd.com to learn more about us and our products 

THAILAND

TROPICANA OIL CO., LTD

5D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attanaphat Chairin
73120
165 M.1 Khunkaew Nakhonchaisri, Nakhonpathom

+66626979461 / 
https://www.tropicanaoil.com
export@tropicanaoil.com
We offer a range of products made from virgin, cold-pressed, organic 
coconut oil with global certificates such as ISO22000, HACCP, Organic 
USDA, EU, Korea organic We also produces Coconut Based Products 
both for Foods and Non-Foods such as Coconut Cooking Oil Coconut 
Flour, Organic Coconut Sugar, Natural Cosmetic and Skin care  Our 
manufacturing process prioritizes quality, environment, famers, local 
communities, customer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This signifies 
our brand vision “Growing Together” - we are determined to grow 
sustainably together with all of our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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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Baktat Zeytin Sanayi Ve Ticaret A.S.

5F5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ugur baklan
45200
Resatbey Mh. 316 Sk. Sonu Serpme Evler No:4/4 Akhisar/ 
Manisa/Turkey
+902364050405 / +902364040446
www.baktatzeytin.com.tr
info@baktatzeytin.com.tr
We have been operating as a producer and exporter in the food industry 
since 1986. Our main products are olives, olive oil and olive oil soaps. We 
export to the whole world and work with very important chain markets 
and companies.

TURKEY

Belkis Sunflower Oil - Pamyag Food And 
Chemical Industry And Trade Co.

5D5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İHAT KADİR OZYURT
27700
E-90 KARAYOLU UZERI SEKILI KAVSAGI NIZIP/GAZIANTEP

+903425452020 / +903425452311
www.belkisyag.com
info@pamyag.com
Pam Yag Gida Ve Kimya San. Tic ltd Sti was established in 1996, and 
started to product the raw cotton oil from the cotton seed and cotton 
pulp. In recent years, we added laboratory, refining, extraction, filling and 
packaging units and now we have refined sunflower oil 300 tons per 
day capacity and 90,000 tons annual capacity. We locate in the refined 
edible oil sector with our brands "BELKIS" Also Our system of Extraction 
has capable of sunflower seeds processing daily 350 tons. Whereby 
we product and sale crude of sunflower seed and raw sunflower oil.Our 
company start to produce vegetable ghee on January 2016. capacity 
of ghee is 150 ton/day. We have BRC Certificate, TS EN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TS EN 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Halal and TSE Certificate. We continue 
to work accordance in our company vision, mission and quality policy to

TURKEY

Ceremony Gida San. Ve Tic. A.S.

5F6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EONG SU LEE
27700
NIZIP O.S.B. DOGRULAR 1. CAD. NO 15

+903422200870 / +903422200871
www.7stick.com.tr
info@ceremonygida.com.tr, asim@ceremonygida.com.tr
Our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3 and manufactured sugar free 
and aspartame free chewing gum. Our company exports our products 
more than 40 contries around the world. We have three brands. 7stick, 
Aimdent, and Justics. Our products 5PCS, 6PCS, 7PCS, 10PCS, 12PCS, 
14PCS, 18PCS

TURKEY

Arden Makarna Gida San. Ve Tic. A.S.

5D6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GUL BILGE ATABEY
27600
BAŞPINAR OSB. MAH.5.ORGANİZE BÖLGESİ 83511 NOLU 
CAD. NO 12
00905321666378 / 

sales@ardenmakarna.com
Our pasta consists of a mixture of semolina and water obtained from 
durum wheat. We have three brands and 12 types of pa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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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Durukan Confectionery Inc.

5D5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LIF KUBRA KUCUKALI
06935
A.S.O. 1. ORGANIZE SANAYI BOLGESI DAGISTAN CADDESI 
NO:11
00903122687171 / 00903122687373
www.durukan.com.tr
export@durukan.com.tr
Durukan Confectionery was established in 1993 and was granted many 
certificates: AIB, BRC, IFS, AIB, Sedex, ISO 9001, ISO 22000; also able to 
make production under Kosher and Halal disciplines. Durukan exports to 
more than 60 countries. Durukan has two main brands U & JOX. U brand 
stands for a promise of cool fun with communication that targets young 
people. Jox is a child's brand that keeps mothers as the guards of their 
health and it refers to childish fun, surprise, and harmless in mother's 
eyes is a trusting brand. We add three new brands which are Sweet 
Route, MOM, and Super Duper into our portfolio. Durukan Confectionery 
is always willing to work with, reliable partners for long-term sustainable 
and successful business partnerships in all countries, with providing high-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DURUKAN created many brands in the light 
of consumer research, with many different products.

TURKEY

Elvan Food Ind. Co.

5E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ilal Uygur
34295
Tevfik Bey Mah. Sehit Erol Olcok Cad. No:26 Sefakoy / 
Kucukcekmece
+902125923200 / +902125928787
www.elvan.com.tr
elvan@elvan.com.tr
Elvan first it has become a production atelier in 1952, then it turned 
into a chain of factories. Elvan produces chocolate, wafer, candy, jelly, 
cakes, croissants, waffle, biscuit, and beverage.  Elvan Group carriers out 
production of a wide range of products and markets these products to 
global markets while continuing its journey with determination to get one 
of the first rankings within the Candy Industry Global 100 list, which lists 
the world’s leading confectionery companies. In 2019, 155 million on the 
basis of tonnage manufactured by ciros is Turkey’s largest confectionary 
exporter. With more than 140 countries on 6 continents. 

TURKEY

Frigo - Pak Gida Maddeleri San. Ve Tic. 
A.S.

5F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urat Cevik
34726
Fenerbahce Mah. Haci Mehmet Efendi Sk. No:24/F D:21 
Kadikoy, Istanbul
902163024023 / 902163025170
www.frigo-pak.com.tr
mcevik@frigo-pak.com.tr
Canned Fruits and Vegetables (Mandarin, Grapefruit, Orange Segments, 
Cherries, Plums, Pomegranate, Figs, Grapes, Plums, Peppers and 
Eggplants), Tomato Products (Whole Peeled and Diced Tomatoes), Frozen 
Fruits and Vegetables (Mandarin, Grapefruit, Orange Segments, Raspberry, 
Blackberry, Mulberry, Cherries, Plums, Pomegranate seeds, Figs, Grapes, 
Plums, Peppers and Eggplant), Non-alcoholic Beverages (Fruit juices, 
smoothies, ice teas,)

TURKEY

Cizmeci Gida Sanayi Ve Ticaret A.S.

5E7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ustafa Kolemen
41400
Guzeller Organize Sanayi Bolgesi Inonu Mah. Ebulfeyz 
Elcibey Sok. No: 11 Gebze / KOCAELI
/ 

sale@cizmecigida.com
Cizmeci Time is a company that manufactures 65 different products 
on roll wafer, wafer and biscuits with its 260 employee. We have widely 
covered Turkish local market(75% available rate at national chain stores) 
- leader in roll wafer segment.  We use 45% of our production capacity 
for local market and 55% for export markets more than 65 countries with 
BRC A+ Grade + FSMA, ISO: 9001 and HACCP: 22000 quality standards. 
Our brands name are Wafer Master, Superroll, Crepe, Rollstick, Klas, 
Hero, Gofrette, Brittle, Hay Hay and Heyo. Our first priority is to supply 
our consumer’s only best quality products to let them enjoy eating our 
delicious products. It is our basic mission to deliver our products to our 
customers and show them the special quality and tast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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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K.F.C. Gida Tekstil Sanayi Ithalat Ihracat 
Yatirim A.S. - Sunny Fruit

5D6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ESET KECECIOGULLARI
35660
Camiikebir Mahallesi Çanakkale Asfalti Caddesi No:479 
Menemen / Izmir
+905335903888 / 
www.kfc.com.tr
neset@kfc.com.tr
WE DO SELL TO THE BLUE CHIP INDUSTRIES WORLD-WIDE, TO THE 
MAIN SUPERMARKET CHAINS AND ALSO TO THE WELL KNOWN FOOD 
SERVICE / RESTAURANT CHAINS. 

TURKEY

Kavukcu Flour Mills

5D6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orukhan Yigit
39780
Eski Istanbul Cad. Buyukkaristiran Kırklareli TURKEY

+90 288 436 27 20 / 
www.kavukcugrubu.com
doruk@kavukcugrubu.com
Established in 1920, Kavukçu is one of the leading wheat flour and pasta 
producers and exporters of Turkey. Kavukçu is a significant player in flour 
milling, pasta production, grain and FMCG trading.

TURKEY

Kirlioglu Tarimsal Urn. Gida Ins. San. Tic. 
A.S.

5D5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URETTIN KIRLIOGLU
09900
OSB.MAH.5.CAD.NO.4

+902563160102 / 
www.kirlioglu.com
info@kirlioglu.com
KIRLIOĞLU FIGS was founded in 1990 as a family company in Nazilli 
which is the biggest fig growing and production centre in Turkey. Till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KIRLIOĞLU family was growing figs in 
their orchards. The family founded KIRLIĞLU FIGS ‘in 1990 thanks to its 
experience in this sector and started dried fig production and marketing 
in its own plant. Since its foundation, the company has expanded rapidly 
thans to the business experience as a grower and a couple of years later 
totaly renewed. the initial factory and machine park in compliance with 
modern food production standards and constantly expanded.

TURKEY

Goymen Food Gida San Ve Tic A.S.

5E5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RAY YALIN
27620
1. ORG SAN BOL 83107 NOLU CAD BASPINAR GAZIANTEP

00903423372433 / 00903423371909
www.goymen.com.tr
export@goymenfood.com
We are one of the biggest pasta manufacturers of Turkey with our 1100 
ton/da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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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Lidya Konservecilik Mut. Ins. Tur.San. Ve 
Tic. Ltd. Sti.

5E6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ASEMİN YILDIRIM
45400
Selvilitepe Mah. Kemalpasa Yolu Cad. No: 18 Turgutlu/
Manisa
 / 
www.lidya.com.tr
yaseminyildirim@lidya.com.tr
Our factory was founded in 1989 in Turgutlu, which is one of the most 
fertile land of the Aegean region in Turkey. We are the leading company 
in Turkey for the production of conserved cucumbers, tomato peppers, 
peppers, mixed pickles, rosted pepper and roasted aubergine. We are able 
to produce according to customer specification and we make private label 
products. Our company holds the IFS, BRC and SMETA certifications. Our 
annual production capacity is 60 million glass jars and approx. 1,5 million 
tins. We produce according to the HACCP system. Our export rate is 
around 75%. Our products are sold in the well-known supermarket chains 
in Europe. We have longterm business relations with all of our customers. 
We are looking forward to finding partners in South Korea as well.

TURKEY

Modern Cikolata Gida San. Tic. A.S.

5E5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TİLLA TAYYAR
70100
Organize sanayi bölgesi 6.caddesi 70000 Merkez / 
Karaman
(0338) 224 15 50 / 
aldiva.com.tr
atilla.tayyar@moderncikolata.com.tr
Aldiva, one of the brands of Modern Chocolate, the "Food" division 
of Tayyar Investment which operates in many different sectors was 
incorparated in Karaman in 2015, upon 40 years of experience and with an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140.000 tones. It has more than 450 SKU's 
under seven main categories: biscuits, chocolates, chocolate coated 
prdoucts, cakes, crackers, wafers and cream chocolate. With its superior 
quality approach, iiit is presnt iin more than 80 countries from US to the 
Far East and from Scandinavia to the Middle East. Aldiva with is dynamic 
approach and universal perspective follows global trends and provides 
delicious tastes to consumers all around the world.

TURKEY

Mutlu Makarnacilik San. Ve Tic. A.S.

5D5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ILMAZ GOYMEN
27260
GAZIANTEP

+903423371884 / +903423371188
www.mutlumakarna.com.tr
export@mutlumakarna.com.tr
we are one of the biggest pasta & semolina company in Turkey, our 
producst spaghetti, vermicelli, pasta, semolina and durum wheat flour

TURKEY

Kozmopolitan Gida San. Ve Tic. A.S.

5E5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OKAN ÖZÇELİK
35663
ULUKENT-MENEMEN-İZMİR/TURKEY

00905432989980 / 
www.cfgoil.com
okan@cfgoil.com
• The Export Leader for packed Olive Oil, Honey, Balsamic Vinegar and 
Salts&Seasoning products, • Annual capacity is more than 20.000 metric 
tons for Olive Oils, • Product Developer Partner and Supplier of Big Chains 
like Walmart, Trader Joe’s, Kroger, BJ’s Wholesale Club, TJX Companies, 
Sprouts Farmer Markets, Restaurant Depot, Big Lots, Dollar General 
from US, Kobe Bussan from Japan, Loblaw from Canada, Woolworths, 
MetCash from Australia… • Having company in USA (New York, Los 
Angeles, Miami), Australia (Sidney, Melbourne), Canada (Toronto), 
Ukraine(Kiev), Sri Lanka • Selling our products more than 60 countries 
• International quality certificates such as A grade BRC, HACCP protocols 
and ISO 22000, FDA, Kosher, Halal Certificate. • Our own production plants 
of Olive Oils and Vinegar, Salt & Spices, Honey, Pickles, Capers & Sun Dried 
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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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Sayinlar Gida Maddeleri Sanayi Ve 
Ticaret A.S.

5E6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AGLAR KAHRAMAN
27700
İstasyon Mahallesi Taşköprü Caddesi No 17 Nizip 
Gaziantep
+905064236113 / 
www.turna.com.tr
export@sayinlar.com.tr
“We are one of the biggest vegatable oils company of Turkey. Our factory 
owns modern and the latest technology plant and thus it produces 300 
tons/day refined vegetable oils in the most hygienic conditions.We have 
been production Refined Sunflower oil, Soybean oil, Canola Oil, Corn oil 
and Cottonseed oil which are packaged in 250ml, 500ml, 1lt, 1.8lt, 2lt, 3lt, 
5lt Pet Bottle, 250ml, 500ml Glass Bottle, 5lt,10lt,16lt,18lt Tin Box. Also we 
have production all kind of olive oils which are packed by 250cc, 500cc, 
1lt glass bottle, 250ml, 500ml, 1lt, 1.8lt, 2lt, 3lt, 5lt Pet Bottle and 5lt, 10lt, 
16lt, 18lt Tin Box

TURKEY

SELTEN ULUSLARARASI FUAR VE 
AKSESUARLARI TIC. LTD. STI

5F5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esibe Selten Hasdal
34394
FULYA MAH. BUYUKDERE CAD. TORUN CENTER

902122124988 / 902122124361
www.selten.com
info@selten.com
Selten International Exhibition Co. was established in 1987 as a basic 
stand construction company and continues to be an international 
exhibition organizer, which is approved by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Trade. The Mission of our company is to contribute to the globalization 
of the Turkish companies and the creation of Turkish trade marks by 
providing innovative, inclusive, creative and highly specific service in the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exhibitions. 

TURKEY

Tekinak Gida Sanayi Ve Ticaret A.S.

5E6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RKAN KARAASLAN
18200
BALLICA MEVKII KUCUK SANAYI SITESI KARSISI, CANKIRI

+903762181376 / 
WWW.BERRAKMAKARNA.COM.TR
erkan@berrakmakarna.com.tr
PASTA, WHEAT FLOUR AND SEMOLINA

TURKEY

Sardes Food Industries Ltd.

5D6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ARDES COMPANY
45300
ORGANIZA SANAYI BOLGESI SALIHLI MANISA

0090-236-7425225 / 0090-236-7425137
http://www.sardes.com.tr
a.demir@sardes.com.tr
Sun Dried Tomatoes (regular humidity / ready to eat / in oil), Bruschetta, 
Roasted Peppers, Grilled Vegetables, Organic sun dried tomatoes, Organic 
Peppers, Peppers in brine (Kardoula, Frenk, Macedonian, Lombardi, 
Peperoncini, Capia, CW, Topa Peppers), Sun Dried Tomatoes and Pepper 
based sauces, vine leaves in b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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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Yayla Agro Gida San. Ve Tic. A.S.

5E6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GOKHAN TUNCER
33310
YALINAYAK MAH. 102099 SK. NO: 1 TOROSLAR, MERSIN/
TURKEY
+90 324 221 62 76 / +90 324 221 62 78
www.legurme.eu
yayla@yaylabakliyat.com.tr
Yayla Agro Gida San. ve Tic. A.S. which has been serving in the food and 
pulses industry for 39 years, born and raised in the territory of Turkey and 
it has taken its place in the world market with its investments and R&D 
activities. Yayla Agro is market leader in pulses industry by a long way, and 
continues its growth with the motto "A better future". Legurme's Ready to 
Eat category, which is ready in 2 minutes by heating in microwave, offers 
to consumers' taste; Vegan, Additive Free, Colorant Free and Preservative 
Free products with special BPA Free packages which can be stored at 
room temperature. Turkey’s natural and cultural wealth have moved to 
packages of Legurme Ready to Eat series contain many different products 
such as Soups, Bulgur Pilafs, Pastas, Bean Salads, Compotes, Ready 
Rice, etc.

USA

Agropur

5A1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Ivan Beck
54915
3500 E Destination Drive

920 944 0990 / 
agropur.com/us/cheese
cheesesolutions@agropur.com
Founded in 1938, Agropur is a top 20 global dairy producer with sales 
of $6 billion USD in 2020. Out of eight US plants, Agropur US Operations 
boast seven cheese-focused, SQF Certified plants located throughout the 
Midwest with international support in Canada, Mexico, Switzerland, China 
and Singapore. Agropur's cheese operations produce more than 1 billion 
pounds of high-quality, award-winning cheese annually and carry the 
expertise of four Wisconsin Master Cheesemakers. Able to produce more 
than 20 different varieties of cheese, Agropur's US cheese operations 
specialize in mozzarella, provolone, cheddar and feta. Exceptional Cheese. 
Expert Solutions. agropur.com/us/cheese | agropur.com/us

USA

Allied International Corp.

5B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William Sirota
21060
101 Dover Rd. NE

1 410 424 4003 / 
www.alliedint.com
shaun@alliedint.com
Founded in 1981, Allied International Corp. is an exporter and producer 
of over 400 SKU's of snacks, confectionery, condiments, and much more. 
Our own brand names Forrelli, Cambridge & Thames, American Valley, and 
Munch King have become known worldwide for quality and value.

TURKEY

Tunay Gida Sanayi Ve Ticaret A.S.

5E7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Gonca KIRTILOĞLU DEMİR
24000
Organize Sanayi Bolgesi 1. Cadde No:12 24000 Erzincan/ 
Turkey
 / 
https://www.tunaygida.com/en-US/HomePage
tunaygida@tunay.com.tr
We, as TUNAY GIDA Fruit Processing Industry, are one of the biggest 
manufacturer of: - Fruit Juice Concentrate - Puree and Puree Concentrates 
- NFC Juices Our products are available in Conventional, Organic and Baby 
food ranges. Located in an area away from industrial pollution, the density 
of wild fruits in our region and the natural organic areas, and Erzincan 
being surrounded by high mountains provide TUNAY GIDA a distinctive 
advantage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Tunay Gıda, among companies 
from USA and EU, is one of the few companies with the most certificates 
in terms of food safety certificates, organic and other certificates, and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memberships. In addition to its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ulations, TUNAY GIDA has adapted the standards and 
IFU application principles and principles accep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AIJN, and has integrated its corporate values with 
its worldwide production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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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American Specialty Foods

5B1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Vijay Anand
10004
26 Broadway, Suite 934

1 469 674 5290 / 
www.asfcousa.com
vijay@asfcousa.com
American Specialty Foods Co (ASFCO), a leading MNC in delivering 
packaged food and beverages, American Specialty has sought to redefine 
American food in millions of households. Backed by modern technology 
and attention to the little details, we create fresh, hygienic, and quality 
food. Housed in New York, we’ve built a unique brand that promises 
tasty delectables anytime you crave it. Endorsed by the highest food 
qualification, our range of fresh packaged foods are packed with nutrients. 
We are shaping the American and Middle East palates with a commitment 
to natural flavors, authentic ingredients, and bold tastes.

USA

Beyond Nature Company

5B2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ay Kim
90248
841 E. Artesia Blvd. Carson

1 310 525 3400 / 
www.bnfoodco.com
info@bnfoodco.com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of variety of nuts, dried fruits and citrus.

USA

Brimhall Foods - USA

5B1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nny Taylor
38133
3045 Bartlett Corporate Drive

1 601 824 3737 / 
www.brimsnacks.com
dannytaylor@brimsnacks.com
US Salty Snack Manufacturer

KOREA

Almond Board of California

5B1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urielle Kim
04539
17FL, Samhwa Tower, 16, Eulji-ro 5-gil, Jung-gu, Seoul, 
Korea
82 2 725 2001 / 
www.almonds.or.kr
Seoulabc@edelman.com
On behalf of the 7,600 almond growers and 99 processors in California, 
the Almond Board of California supports the almond growing community 
by developing global market demand for almonds as well as investing in 
research to help improve our farming and process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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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CraftCadia Distribution

5A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pencer White
98226
2215 Midway Ln

1 360 265 3546 / 
www.craftcadiadistribution.com
info@craftcadiadistribution.com
CraftCadia Distribution is a beer, wine and cider export business focused 
on exporting craft beverages from Washington State to importers located 
throughout Asia. CraftCadia maintains a portfolio of producers that are 
independently owned, of a unique perspective, and whenever possible, 
organically farmed.

USA

Food Export - Midwest & Northeast

5B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emke Bosch
60606
309 W. Washington St

1 312 334 9200 / 
www.foodexport.org
info@foodexport.org
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Midwest USA (Food Export–Midwest) 
and Food Export USA–Northeast (Food Export–Northeast) are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ssist U.S. companies looking to start or expand 
export sales. We aim to maximize their success through programs and 
services in Export Education, Market Entry, and Market Promotion. We’re 
composed of agricultural promotion agencies from 13 Midwestern and 
10 Northeastern states. Our services are administered through the Market 
Access Program (MAP) and Agricultural Trade Promotion Program (ATP) 
funding from the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USA

Kizable

5B1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rian Schroeder
33097
3350 NE 12th Ave

727 600-3469 / 
www.kizable.com
brian@kizable.com
Sugar Free Candies, Cookies, Lip Balm, Chocolates

USA

Cherry Central Cooperative Inc.

5B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k Becker
49685
PO Box 988

1 231 929 5971 / 
www.cherrycentral.com
mbecker@cherrycentral.com
Cherry Central Cooperative Inc. is the world leader in production of the 
unique Montmorency tart cherry. We are owned by our grower/processor 
families, with growing regions in Washington, Idaho, Utah, Michigan, and 
Canada. Cherry Central supplies dried, frozen, puree, concentrate, NFC 
juice and from concentrate juiced Montmorency Cherries. We package 
retail, food service, bulk ingredients and offer private label or co-packing 
services. Cherry Central has supplied international markets since our 
foundation in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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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Prairie Farms Dairy, Inc. - Cheese Division

5A1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eMetria Isabel
52806
247 Research Parkway

563 468 6710 / 
https://prairiefarmscheese.com/
cheesedivision-info@prairiefarms.com
Prairie Farms Dairy Cheese Division, a division of farmer-owned 
cooperative, Prairie Farms Dairy, Inc., is home to the Prairie Farms, Caves 
of Faribault, and Shullsburg Creamery brands of specialty cheeses. 
With cheese production facilities located in Luana, Iowa, Shullsburg and 
Mindoro, Wisconsin, Rochester and Faribault, Minnesota, these plants 
manufacture award-winning Swiss, Baby Swiss, Blue, Gorgonzola, Cream 
Cheese, Neufchatel, Gouda, sweet whey, pasteurized process cheeses, 
cold pack club blends, enzyme-modified cheeses and cheese analogs.

USA

Preferred Popcorn

5A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homas Peace
68827
1132 9th Road Chapman, Nebraska

1 308 986 2526 / 
www.preferredpopcorn.com
info@preferredpopcorn.com
We are the growers and processors of premium bulk popcorn

USA

Ricos Products Co., Inc.

5A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nrico Falanga
78210
830 South Presa St.

1 800 284 0546 / 
www.ricos.com
www.ricos.com
Fun Foods for a Fun World! Ricos offers a variety of nacho cheese & salsa 
sauces, chips, jalapenos that are perfect for any occasion.

USA

Lifebloom Corp.

5B1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vid Kim
92821
970 Challenger St.

1 562 944 6800 / 
www.lifebloomcorp.com
info@lifebloomcorp.com
Dietary supplement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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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Texas Peanuts - American Peanut 
Council

5B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eter Vlazakis
22314
1500 King Street, Suite 301

1 703 838 9500 / 
www.texaspeanuts.com
Info@peanutsusa.com
The Texas Peanut Board was founded back in 1969 and is funded by 
voluntary checkoff money. The Peanut Producers Board is the oldest 
agricultural commodity board in the state of Texas. We have nine directors 
and three staff members who work to support and grow the Texas Peanut 
industry. The American Peanut Council (APC) is the trade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all segments of the peanut industry. Members include 
peanut growers, shellers, brokers, peanut product manufacturers, and 
suppliers of goods and services to the industry. Headquartered in the 
metropolitan Washington, D.C. area, the APC monitors development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and responds with a diverse 
arra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ing, trade servicing, food safety, 
research and issues management programs.

USA

Tradin Organic

5B1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ucero Alvizo
95066
100 Enterprise Way, Suite B101

1 831 685 6565 / 
https://www.tradinorganic.com
usa.info@tradinorganic.com
Tradin is a leading manufacturer, importer/exporter of certified organic 
ingredients and we continually develop new items to meet our customers' 
needs. Our organic portfolio includes: Fruit or vegetable IQF, purees, juices; 
cocoa; nuts; seeds; ancient grains; oils; dried fruit; superfruit powders; 
coconut; alternative sweeteners; plant proteins; nut/seed butters; puffed/
milled seed/grain and Regenerative certified ingredients

USA

US Meat Export Federation

5A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arley Park
03152
Room 303, 42, Jong-ro 1-gilm Jongno-gu

 / 

hpark@usmef.org
US beef, pork and processed pork products

USA

Southern United States Trade 
Association

5B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enney Lawrence
70139
701 Poydras Street, Suite 3845

1 504 568 5968 / 
https://www.susta.org
penney@susta.org
SUSTA helps small companies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promote 
value-added U.S.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to foreig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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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WASHINGTON STATE DEPT. OF 
AGRICULTURE

5A2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nny Kim
98504
1111 Washington ST SE, Natural Resource Building

82 10 7274 9801 / 
https://agr.wa.gov/departments/business-and-marketing-
support/international
dannykim927@gmail.com
WSDA International Marketing Program provides the following services to 
South Korean buyers
-  Matchmaking and communication support between Washington 
companies in the food and agriculture industry and Korean importers 

-  Trade Leads: we will find Washington suppliers for the products you are 
seeking. 

- Support for customs clearance 
- Coordinate buying missions to Washington State 
미국 워싱턴주 농무성 국제 마케팅 팀은 식품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
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워싱턴주 식품 수출 업체와의 매치 메이킹 및 소통 지원 
-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워싱턴주 업체 정보 제공 
- 수입통관 지원 
- 미국 워싱턴주 업체와의 현지 미팅 주선

USA

ZAS International Inc.

5A2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hamsi Mawlaoui
94549
3685 Mt. Diablo Blvd.

1 925 283 1200 / 
www.zasint.com
smawlaoui@zasint.com
Export/Trading

VIETNAM

Bao Hung International JSC

5E2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s. Tran Thi Kim Giang - Deputy General Director

Tan Minh Industrial Park, Vu Thu District, Thai Binh 
Province, Vietnam
+84 2273 618 628 / 
www.bkbaohung.com
bkbaohung@gmail.com
Started in 1992 from a family-owned traditional confectionery and 
distributed directly to stores and agents. To this da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invested and renewed the current equipment and machinery. 
Employees training to improve skills and especially applying quality 
management according to ISO 14001:2015, ISO 22000:2005, HALAL 
standards. With over 30 years experienced brands in baked products 
and confectionary in Vietnam, we aim to bring products with the highest 
quality to our customers. From transferred technology from Meincke 
company of Hass group of Denmark, we are one of the top manufacturers 
of biscuits and chocolate coated pie in Vietnam.

USA

Ventura Food's LLC

5A1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tt Young
92821
40 Pointe Drive

1 714 257 3400 / 
www.venturafoods.com
MYoung@Venturafoods.com
Ventura Food's is a innovation company and manufactures food solutions 
for foodservice & retail businesses. We make exclusive & ready-to-go 
products for the world's most iconic restaurant and retailers. We leverage 
our restaurant industry expertise and our innovation approach to provide 
solutions for our customers. We produce dressings, sauces, mayonnaise, 
bases, butter blends & oils. We leverage our operational capabilities to turn 
early trends into large-scale manufactured products quick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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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Hagimex JSC

5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Nguyen Thuy Linh - Sales Manager

Bien Hoa Industrial Complex, Ngoc Son Commune, Kim 
Bang District, Ha Nam Province, Vietnam
+84 24 3664 9972 / +84 24 3664 9975
www.hagimex.com
info@hagimex.com
Hagimex ISC is a leading producer of pickles, canned fruits and spices 
from Vietnam for over 15 years. Our high-quality products are exported 
to over 50 countries. Our products are pickled cucumber slices, pickled 
mini cucumber, canned pineapple, canned lychee, cinnamon, star anise 
and ginger. Raw materials are produced fresh to ensure their best original 
taste.

VIETNAM

HUNG HAU FOODS

5E1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Nguyen ThuTrang - Business Director

No.86, Highway 2, Tan Phu Trung Commune, Cu Chi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84 28 3860 4999 / +84 28 38602666
www.foods.hunghau.vn
trangnt@hunghau.vn
Hung Hau Foods is one of the leading companies in Vietnam engaged 
in manufacturing and exporting vegetable, fruit products in the forms 
of fresh, frozen, dried, steamed…, different types of noodles, instant 
macaroni, rice straws and seafood products.

VIETNAM

Lavifood JSC

5E1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Thu - Sales Director

Lot D1a, Vertical 2 Road, Phu An Thanh Industrial Zone, 
An Thanh Commune, Ben Luc District, Long An Province, 
Vietnam
+84 730 42999 / 
www.lavifood.com
info@lavifood.com
Lavifood is an experienced enterprise specializing in the preliminary 
manufacturing, processing of high quality Vietnamese fruits, vegetables 
and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 global market. Lavifood is the first 
company in Vietnam to operate a factory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in energy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VIETNAM

Golden Beans coffee JSC

5E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Ho Minh Phu -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13 Nguyen Thiep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84 28 3521 8989 / 
www.shincaphe.com
contact@shincaphe.com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7, based in Ho Chi Minh City, 
Vietnam. The company works in the agriculture and food sector and we 
are specialized in coffee production and export. The company’s main 
products include green coffee beans, instant coffee and roasted coffee 
products such as filter coffee, special espresso blends and drip coffee. 
All our products are made with the finest coffee beans from Vietnam’s 
coffee growing areas. We have products certifications such as ISO 22000, 
HACCP and HALAL to meet all custome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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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Long Uyen Co., Ltd

5E1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Phan Phu Hanh Dung - General Director

B2-12 Pham Thai Buong Street, Nam Thien 1 Area, Tan 
Phong Ward, District 7, Ho Chi Minh City, Vietnam
+84 28 2210 6789 / +84 28 5412 4862
www.louyco.com
info@louyco.com
Long Uyen Co., Ltd is an agricutural products manufacturer and supplier, 
headquartered in Ho Chi Minh City, the factory is in Tien Giang Province. 
As we are continuing to invest, develop and improve operating scale, Long 
Uyen will effectively be able to meet the ever-growing demands for high-
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to satisfy consumers around the world.

VIETNAM

Minh Duong Foodstuff JSC

5E2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Duy Ngoc Linh - Deputy General Director

Di Trach Commune, Hoai Duc District, Ha Noi, Viet Nam

+84 24 3399 9999 / +84 24 3366 1999
www.minhduong.com
minhduongfoodstuff@gmail.com
After more than 25 years of continuous development, Minh Duong has 
become a leading brand in the field of supplying auxiliary materials for 
food production industry and consumer products. Minh Duong's products 
have been exported to many places around the world such as Europe, 
Russia, Korea, Thailand, China, Australia......Featured products such as: 
Products specifically for the Korean market : Sweet potato vermicelli, 
vermicelli for sundae, Jjimdak, Jjapchae ..... ; Traditional products of 
Vietnam: edible canna noodles, rice vermicelli, rice noodles, potato 
vermicelli. Products are auxiliary materials for food production industry 
such as: Syrup Glucose, Syrup Maltose, Malto dextrin.

VIETNAM

PHU THINH FOOD PROCESSING 
EXPORT JSC

5E1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Le Thi Thu Truc - Vice General Director

Tan Phu Thanh Industrial Zone, Chau Thanh A District, Hau 
Giang Province, Vietnam
+84 293 953 565 / +84 293 3953 566
www.phuthinhfood.vn
phuthinhfood@phuthinhfood.vn
Phu Thinh Food Processing Export JSC is one of the best Fruits & 
Vegetables manufacturers and exporters in the Mekong Delta. We're 
focused on the quality criteria by adopting the modern technology and 
never stop improving. We succeeded to achieve the BRC, HACCP, Kosher, 
Halal Certificate and continue to maintain the management according to 
these quality management systems.

VIETNAM

Long Son JSC

5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Le Hoang To Nguyen - Sales Manager

Plot III, 23A, Road 19/5A, Tan Binh Industrial Park, Tan Phu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84 28 3815 0000 / +84 28 3815 0286
www.longson.vn
sales@longson.vn
Established since 2000, through the years, Long Son has become the 
largest cashew processor in Vietnam with 10 big factories (companies) 
spreading throughout the country. Long Son's products have exported 
to over 40 countries in the world as a high quality brand. More and more 
international super markets and roasters buy cashews from Long Son for 
its quality, performance and food safety. During the past 5 years, Long Son 
continues to maintain a growth of 10% to 20% in volume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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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Sen Company Limited Branch

5E1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Nhung Duong - Export Manager

No 38, 22 Alley, Phuc Xa Ward, Ba Dinh District, Ha Noi, 
Vietnam
+84 24 3717 2885 / 
www.senfoods.com
sen@senfoods.com
Sen Company limited branch is one of the leading exporters in canned 
foods in Vietnam. We have been exporting to Korea since 2014. We 
always try our best to supply clients with the best products.

VIETNAM

Thanh Ha Fish Sauce Co., Ltd

5E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Ong Thi Kim Ngan - Vice Business Director

11/18 Nguyen Hue street, Quarter 11, Duong Dong town, 
Phu Quoc City, Vietnam
+84 28 3765 5229 / + 84 28 3765 2195
www.thanhhaco.vn
thanhhasales@thanhha.vn
Thanh Ha Fish sauce was formerly known as C3B fish sauce enterprise 
which was established from 1918’s as one of the oldest fish sauce 
manufacturer in Phu Quoc with the capacity of 3,0 million liters of 
products per year. With 100 years experience, we proudly bring the best 
fish sauce from Phu Quoc Island to the world. It’s all from natural.

VIETNAM

Tien Thinh Group JSC

5E1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To Thai Thanh - Chief Commercial Officer

My Phu Village, Tan Phuoc Hung Ward, Phung Hiep District, 
Hau Giang Province, Vietnam
+84 293 730 997 / +84 293 730 998
www.tienthinh.vn
sales@tienthinh.vn
Tien Thinh Group, specialize in processing and supplying high quality 
tropical fruits Puree, concentrate and soft dried products from tropical 
fruit such as Soursop, Mango, Calamansi, Dragon fruit, Passion fruit, Noni 
fruit...with over 15,000 MT of finished products per year. We are proud to 
provide consumers with safe and high quality products that assure the 
goal of "Green production, golden quality" that we have set.

VIETNAM

SAPO DAKLAK CO., LTD

5E1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Pham Ngoc Duong - Sales Manager

No 97C Bung Ong Thoan, Phu Huu Ward, Thu Duc City, Ho 
Chi Minh City, Vietnam
+84 762 790 789 / 
www.sapodaklak.com
info@sappodaklak.com
Sapo Daklak Co., Ltd is a global producer, marketer and supplier of food 
ingredients,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customer-centric solutions for 
food products. With slogan "Reputation - Quality - Safety" all products we 
sell are guaranteed of being fresh, safe, natural because we believe that 
quality products will bring value to customers and make a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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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Tuan Minh Trading & Production Co., LTd

5E2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Le Thi Mai - Director

5th floor, Building no .559, Kim Ma Street, Ngoc Khanh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84 24 3771 3823 / +84 24 3771 3824
www.tuanminhexport.com
tuanminhcom@gmail.com
Established since 2005, with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in 
production and exportation, our company has been achieved the great 
reputations in the oversea markets as the trusted manufacturer & exporter 
of spices such as: cinnamon, star aniseed, pepper bean in Vietnam. We 
handle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right from collecting raw materials 
of the farmers to processing and packaging it for overseas markets. This 
ensures that our products meet the highest quality.

VIETNAM

Vifoco Import Export JSC

5E2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Nguyen Xuan Viet - Director

No 85, Nguyen Van Cu street, Bac Giang City, Vietnam

+84 9123 93739 / 
www.vifoco.vn
vifoco.food@gmail.com
Vifoco Import-Export JSC was established in 2008. We have much 
experiences in processing agricultural products. The factory with two 
automatic systems produce canned fruits and frozen fruits, vegetables. 
Beside the internal market, our products are exported oversea countries 
such as Russia, EU, Korea...

VIETNAM

VINA SAMEX., JSC

5E2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Nguyen Thi Huyen - Director

Vang Hamlet, Co Bi Village, Gia Lam District, Ha Noi, 
Vietnam
+84 24 6293 1111 / +84 24 6269 9997
www.vinasamex.com
info@staraniseed.com
VINA SAMEX., JSC was established in 2012, having 1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of cinnamon and star anise production. This is a leading 
enterprise in Vietnam with a good reputation in the market in terms of 
processing and exporting star anise and cinnamon. In the next 5 years, 
VINASAMEX continues to maintain and expand the organic production 
value chain, strengthens the leading position in the export of cinnamon 
and star anise in Vietnam in the globlal market and becomes leader in 
manufacturing spices from Vietnam.

VIETNAM

TS Food Co., Ltd

5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Tiana Hoang - Sales Director

61 Au Co street - Hoa Nam Commune, Di Linh District, Lam 
Dong Province, Vietnam
+84 922 456 999 / 
www.tsfood.com.vn
sales@tsfood.com.vn
Established in 2015, we are passionate purveyors of produce with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We search the globe to find the finest, 
high quality products available and offer them to customers. Our main 
products: Mango, passion fruit, dragon fruit, durian... We committed to 
provide clients with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and valued services at 
the bes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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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INAPRO GROUP

5E2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Trinh Thu Thuy - Manager

39/265 Ngoc Hoi, Van Dien Thanh Tri, Hanoi, Vietnam

+84 24 3681 6331 / +84 24 3681 6332
www.vinapro.com.vn
info@vinapro.com.vn
Vinapro Group specializes in the production of cashews, pepper,cassia, 
cinnamon and star anise from Vietnam. With experience and focus on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won the trust of international customers. 
We have 4 production workshops located in Hoa Binh, Yen Bai, Binh Phuoc 
and Ben Tre. We believe that we will meet all the needs of our customers 
with the best quality and service.

VIETNAM

WESTFOOD COMPANY

5E1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Nguyen Thien An - Sales Executive

Cai Son Hang Bang Industrial Zone, An Binh Ward, Ninh 
Kieu District, Can Tho City, Vietnam
+84 2923 893 893 / +84 2923 894 894
www.westfood.vn
an.nt@westfood.vn
Westfood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92 and located in Can Tho City. 
We have been processing and supplying canned and frozen agricultural 
and fruit products to all over the world.

VIETNAM

VINAMILK

5E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Nguyen Thanh Tung - International Business Manger

10 Tan Trao street, Tan Phu Ward, District 7, Ho Chi Minh 
City, Vietnam
+84 28 5415 555 / 
www.vinamilk.com.vn
export@vinamilk.com.vn
VINAMILK is a leading nutrition company in Vietnam. Established in 1976, 
we have over 40-year-experience in mantufacturing dairy products with a 
commitment to serving quality products to Vietnam and 57 international 
markets. With 16 factories in Vietnam, Cambodia and USA, 02 EU Certified 
Organic Dairy Farm in Laos and Vietnam beside 12 Global G.A.P Dairy 
Farms and an experienced R&D team, we offer a wide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will be able to meet a variety of your demands for dairy 
and non-dai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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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컴퍼니 1B3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승수
(18625)
경기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151번길 70 (증거리), 
K&S 컴퍼니
031-8059-6565 / 031-8059-8272
www.knsco.com
sales@knsco.com
INLINE MIXER는 모델에 따라 2~4개의 ROTOR와 
STATOR가 고속으로 회전함에 따라 펌핑과 순환을 반
복하여 놀라운 분산효과를 보여줍니다. K&S컴퍼니의 
INLINE MIXER는 그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식품, 
화장품, 제약, 바이오, 화학 및 전자재료 업체 등의 유화, 
분산 공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경한 1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균식
(38463)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 58 (신제리), (주)경한

053-856-8855 / 053-856-8859
www.retort.net
michelle@retort.net
에어스팀식 고온고압멸균기/저온저압살균기 및 자동화라인 에어스팀을 
사용하므로, 과열증기에 의한 제품의 변색, 물성변화 등을 최소화하여 제
품의 식감을 살리고, 최고의 관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단 살균법을 
채용하여 제품의 과살균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종래의 열수
식과는 달리 유틸리티 비용을 줄여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PLC와 터치 스
크린을 사용하여 살균에서 냉각까지 버튼 하나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메
모리 기능이 있어 여러 제품을 생산 할 때, 제품의 운전조건을 일일이 수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그랜드벨 1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양희창
(12812)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17-11 
(곤지암리, (주)그랜드 벨), (주)그랜드벨
031-764-9991 / 031-798-6223
www.gbell.co.kr
gb88@gbell.co.kr
식품가공엔지니어링, 식품전처리가공기계, 
진공포장기계및라인

글로벌코퍼레이션 1F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이규
(07802)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19 (마곡동, 센테니아), 
6층, 618호
- / -
-
glocorp@hanmail.net
이물 선별기 외

내쇼날 엔지니어링(주) 1E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종배
(10208)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50번길 11-10 (가좌동), 
내쇼날 엔지니어링
02-3159-8881 / 02-3159-8883
oilpress.co.kr
oilpress7@gmail.com
각종 식물유지에서 식용기름을 저온으로 착유하는 
기계. 콜드 프레스 및 곡물 세척기

다이나믹통상 1A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성권
(06806)
서울 서초구 원터1길 6 (원지동), 다이나믹통상

02-577-2760 / 02-578-2784
coffeemc.co.kr
dynatra@dynamictrading.co.kr
제빙기, 에스프레소커피머신, 전자동커피머신, 
그라인더, 드립식커피브로워, 빙삭기, 휘핑기, 
블랜더믹서기, 실링기, 컵디스펜서, 파니니그릴, 
오븐, 핫워터디스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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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이엔지 1B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병국
(1862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621 (사창리1120)

031-8059-7823 / 031-8059-7820
www. dsengkorea.com
dseng2030@hanmail.net
세척기바이브레이터, 야채탈수기

대신엠씨(주) 1D10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영환
(21312)
인천 부평구 안남로369번길 46 (청천동), 대신엠씨건물

032-511-5001 / 032-568-9903
www.daeshinmc.co.kr
dsclean@dsclean.co.kr
신발먼지흡입매트
솔첵 신발바닥세척기 
습식 대차바퀴세척기 
습식 자동유수분리기 
마이크로매직매트

(주)대원지에스아이 2F1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보성
(39870)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6길 42 (아곡리), 
(주)대원지에스아이
054-973-2221 / 054-973-2015
daewon.com
sihblue@daewon.com
소형색채선별기, 진공흡입선별기

주식회사 더케어드 1D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주식회사 더케어드
(13522)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1 
(야탑동, 남서울프라자), 418호
031-703-8999 / 031-624-4785
https://smartstore.naver.com/thecared
dhkim@thecared.com
니트릴장갑, 주방도구, 주방용품, 빨대

(주)두송 1D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영환
(12918)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45 (풍산동, 미사센텀비즈), 
F406호
031-792-8375 / 031-792-8376
www.bokinibio.com
doosong88@naver.com@doosong88@naver.com
해충방제 제품

(주)두진 2D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곽양규
(18630)
경기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285-13, (주)두진

031-352-3001 / 031-8068-2044
www.doojin.com
doojin94@doojin.com
(주)두진은 초저온 액화가스 시스템 제작, 설치 시공 업
체로서 액화질소(LN2) 냉동 시스템, 초저온 액화질소 
공급시스템, 초저온 진공단열배관, 진공단열밸브 등을 
공급하고있습니다. 아울러 CHART MVE 대리점으로 
액화질소통, LN2 용기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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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 1C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양조
(16648)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47-8 (고색동),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
031-297-5765 / 031-297-5764
www.dsengco.com
oven88@daum.net
오븐, 믹서, 컨베이어, 슬라이스, 엔노버, 
초음파 컷팅기, 아이싱기, 데포지터, 세척기 등

(주)디엔디전자 2A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순기
(14056)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관양동, 메가밸리), 
207호
031-424-0100 / 031-424-4036
www.naoclean.com
dndele@dndele.com
전해살균소독수 생성장치 나오크린은 수돗물에 미량의 소금만을 첨가해 
전기분해를 통해 얻어낸 활성화된 전해 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생성하는 
장치로, 피부에 안전하고 사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pH중성) 소금과 물 
전체를 전기분해하여 생성된 소독수를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후 염
소 잔류가 거의 없고(약품의 1/100배), 기존 약품 사용시 발생하는 염소가
스로 인한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의 인체 유해성이 없으며, 분해되는 속도
가 빨라 그대도 배수하여도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매우 친환경적
인 소독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디와이이엔지 1E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충온
(12187)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199번길 33-26 (녹촌리), 
디와이이엔지
031-511-5603 / 031-511-5603
dyeng123.co.kr/kor
dyeng123@naver.com
초코렛 코팅 기계 쿨링터널

럭키엔지니어링(주) 1D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칠현
(10594)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동산동, 삼송테크노밸리), B동 223호
02-383-7501 / 02-352-6833
www.luckyeng.net
luckyeng@luckyeng.net
초밥기계, 초밥기계 자동정렬기, 김밥기계, 김밥절단기, 
밥디스펜서, 주먹밥기계, 믹서기, 초밥포장기계

(주)명성 1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보영
(50871)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283 (하계리), (주)명성

055-342-8931 / 055-342-8934
goodms.co.kr
goodms8931@naver.com
농수산물 전처리 기계, 식품가공 자동화 기계, 
RF해동기, 덤핑형 연속식탈수기

(주)명성에이앤티 1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보영
(1542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 
(신길동, 리드 스마트스퀘어 지식산업센터), 8층 846호
031-365-3660 / 031-365-3661
www.goodmsi.com
jeonghwan@goodmsi.com
슬라이서, 다이서, 충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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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벡스코리아 2A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승원
(132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27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401호
031-737-4747 / 031-737-2888
www.vax.kr
sales@vax.kr
진공충전기, 그라인더, 진공믹서, 보울커터, 인젝터, 
진공텀블러, 이멀시파이어, 훈연기, 다이서, 포션커터, 
슬라이서, 트레이포장기, 열성형포장기, 자동슬리버

빅닷 1E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진영
(13814)
경기 과천시 뒷골로 22-14 (과천동), 3층

02-504-0365 / 02-3679-3333
www.uni365.co.kr
mktg@uni365.co.kr
바이칸 : 식품,제약공장 등 해썹인증업체를 위한 세척,
청소도구 
러버메이드 : 식품공장부터 레스토랑 등 식음료 업장에 
꼭 필요한 청소, 위생, 보관도구 
토논 : 냉동창고에서도 파손이 없는 선반, 냉동창고 모
양과 냉동팬 위치에 관계없이 커스터마이징 되는 선반

(주)사라야코리아 2D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흥영
(1349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41 (야탑동), 
파인디지털빌딩 4층 사라야코리아
031-8016-5150 / 031-8016-5216
www.sarayakorea.com
jwlee@sarayakorea.com
세척제, 소독제, 손세척제, 손소독제, 금속검출아이템, 
니트릴장갑, 마스크, 위생용품, 위생기기, 세정대, 
다이슨 핸드드라이어, 자외선소독기, 공기살균기, 
거품발포장치

(주)삼광코포레이션 1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성진
(14673)
경기 부천시 부일로 734 (역곡동), 백강빌딩 601호

032-342-4140 / 032-232-0495
www.thermolabel.co.kr
webmaster@thermolabel.com
온도관리용라벨, 식품관리용라벨, 자외선관리용라벨, 
콜드체인관리용라벨, 결로감지용라벨, 특별주문제작
형라벨

성화제작소 1E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육동욱
(14523)
경기 부천시 도약로 261 (도당동, 부천대우테크노파크), 
D동512호
032-670-7312 / 032-670-7314
www.shinc.co.kr
yshinc@shinc.co.kr
고압세척기,스팀세척기

세드나이엔지(주) 1F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혁배
(15000)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331 (군자동, 세드나이엔지), 
세드나이엔지
031-317-7871 / 031-317-7879
www.sednaeng.com
sedna@sednaeng.com
마그네틱 교반기, 마그네틱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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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도 2B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 복 순
(04573)
서울 중구 난계로 205-1 (황학동), 1층

02-2252-2733 / 02-2232-5221
www.sindoltd.com
sindoltd@naver.com
주방용칼 및 조리도구

신도테크 1B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방창원
(14992)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412번길 124 (광석동, 신도테크), 
신도테크
031-480-0671 / 031-480-0670
shindotech.com
shindotech@shindotech.com
식품기기용 정밀나이프

주식회사 신성포씨 1C7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현주
(16267)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94번길 41 (영화동), 
주식회사 신성포씨
031-252-5303 / 031-252-5303
www.shinsung4c.co.kr
yhj001201@naver.com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토시, 위생화, 장갑, 
일회용품 등

(주)싱크로티이씨 1C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흠철
(04617)
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3 (장충동2가, 파크원빌), 
201호
02-540-3161 / 02-540-3173
www.synchrotec.co.kr
stco1236@daum.net
멀티 스팀 쿠커(MSC) 과열증기를 이용해 취반하는 취
방기로, 밥 뿐만 아니라 채소, 육류의 블렌칭도 가능합
니다. 기존의 가마솥 방법이 아닌 과열증기를 이용하
여 편차가 없고 장소를 차지 하지 않으며, 러닝 코스트
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핀홀 검사기 전기를 이용해 핀
홀을 검지합니다.

(주)씨엔제이솔루션 1D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종수
(05854)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동, 문정에스케이브이원
지엘메트로시티), B615
02-6246-0556 / 02-6246-0557
www.cnjsolution.co.kr
cjsolution@hanmail.net
진공증발농축기 1.전기를 열원으로 2.대한민국 특허 제
품 3.유효용량 5리터~300리터까지 4.제품 손실방지를 
위한 진공 자동 콘트롤 시스템 
Candle filter 시스템 1. 완전 자동 여과 시스템 2. 분말
여과조제(규조토,활성탄) 비산 방지 3. 여과유량 자동 
조절 4. 여과포 세척 완전 자동 5. Wedge wire 방식의 
여과포 교체가 필요없음

(주)씨엔지유니티 1C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진욱
(05854)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동, 문정에스케이브이원
지엘메트로시티), B-1318
02-6080-3711 / 02-6020-8721
www.cngunity.com
sales@cngunity.com
고압균질기, 콜로이드밀, 자동세포계수기, 
적외선-자외선 분광광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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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씨이엠 1B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창록
(11431)
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426번길 126-13 
(도하리), 가동
031-868-8814 / 031-868-8815
www.cemtech.co.kr
wowfryer@naver.com
인덕션튀김기, 인덕션자동후라이어

(주)아리엘 상사 1A7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명신
(0859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8차), 502호
02-522-0681 / 02-522-0685
www.arielworld.kr
arielworld502@daum.net
전기 자동 리프트 튀김기 CALF3000 CALF100 
CALF620 CALF630 ALL500 AOC380

(주)아미인터내셔널 1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배동준
(49489)
부산 사하구 다산로106번길 47 (다대동), 아미쿡

051-301-1580 / 051-303-1589
www.amicook.co.kr
ami@amicook.co.kr
그리들 레인지, 인덕션 회전국솥, 회전 볶음솥 교반기, 
통돌이식품볶음기

(주)아이오그룹 2F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허재호
(1044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백석동, 동문타워I), 2층 205호
031-907-3873 / 0504-423-1725
iogroup.co.kr
iogroup@naver.com
로얄 디아데마 크레마 2그룹 헤이카페 그라인더 HC-
600 VER.2 알프 오브 플립스 제니

주식회사 에너텍 1A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인석
(15095)
경기 시흥시 공단2대로 31 (정왕동), 에너텍

031-311-5140 / 031-311-3821
www.enertec.kr
enertecco@daum.net
상업용 가스레인지, 인덕션레인지

(주)에니텍시스 1E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사혁
(08510)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가산동, 스타밸리), 
1213호 에니텍시스
02-2027-1900 / 02-2027-1919
www.anytek.com
wshong@anytek.com
야채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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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엠디지털 기미상궁 1F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손윤호
(0859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4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3차), 14층
02-893-7291 / 02-893-7296
gimisanggung.com
aes72kr@empas.com
당도측정기, 염도측정기, 온도계, 타이머

엔케이주식회사 1C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낙기
(30001)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매실로 503 (대곡리), 
엔케이주식회사
044-866-4531 / 044-868-0828
newknowledge.co.kr
nkplan@naver.com
해충방제·바이러스살균전문 방역 ,위생소모품

(주)엘로이랩 2A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광선
(08813)
서울 관악구 신림로 117 (신림동), 301호

02-886-5695 / 02-886-5695
elroilab.com
elroilab@elroilab.com
AI 초분광 이물질검출 솔루션 
이물질 검출 솔루션 
이물질 검사 장비 
이물질 검출 장비 
초분광 솔루션

(주)엘림글로벌 1G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준석
(1682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동, 분당수지 U-TOWER), 1107호
031-604-0777 / 031-604-0778
www.elim-global.com
elim@elim-global.com
근적외선 온라인 수분분석기, 균질화기, 믹서기, 
온라인 식품 공정 검사 솔루션, 전자레인지 및 
무선 주파수

(주)엘에스비 1A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산홍
(39376)
경북 구미시 1공단로 212 (공단동), 
한라시그마밸리 1013호
054-476-0365 / 054-463-0360
lsb3dp.co.kr
lsb@lsb3dp.co.kr
푸드3D프린터

(주)엘케이 1B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익현
(17744)
경기 평택시 산단로 63-9 (모곡동), (주)엘케이

031-660-0925 / 031-660-0947
lk.co.kr
lkhoist88@lk.co.kr
식품용 호이스트 산업용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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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엠엠피이엔지 1B5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승호
(15004)
경기 시흥시 군자로335번길 18-26 (거모동)

031-432-0315 / 070-4643-3010
mmpmixer.com
mmpeng@nate.com
마그네틱 에지테이터, 마그네틱 호모, 
마그네틱 리액터, 마그네틱 디스포저, 
마그네틱 탑믹서

오늘인터네셔널 1E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영분
(18533)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가재리), 
오늘인터네셔널
02-583-5832 / 031-366-1659
www.onool.kr
on2455@naver.com
탄산충진기, 정량충진기(쥬스, 와인, 식초 등)

우비팩토리 1B7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옥동석
(46243)
부산 금정구 구서로 12 
(구서동, 구서오시게시장, 지하층
051-516-9823 / 051-583-4760
dck.kr
odsthink@gmail.com
주방화, 조리화, 방수작업복, 방수앞치마, 방수토시,
가슴장화

워터링크 1D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연정
(17726)
경기 평택시 새말로27번길 179-4 (칠원동), 칠원동 212

031-662-0274 / 031-662-0275
www.waterlink.co.kr
stupeman@hanmail.net
플라즈마 큐어링 농산물 장기 저장 부패 방지 저장농산
물 신선도 유지 표면미생물 제어 공간 부유 미생물 
제어 유해 가스 제거

윌비던 1G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수영
(1032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식사동),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626호
031-926-3546 / 070-7500-1090
www.inthelab.co.kr
magic008@naver.com
염소테스트페이퍼, 염소판독기, 염소측정기 ph측정기, 
염분계, 당도계, 커피농도측정기, 알콜농도측정기

유진엠씨(주) 1B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용업
(1025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32-9 (사리현동), 
유진엠씨
031-3436-3436 / 031-905-3437
yesyujin.co.kr
upslife@yujinmc.co.kr
면조리기, 제수기, 스프추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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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앤커뮤니케이션즈 1C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손현주
(10881)
경기 파주시 회동길 363-21 (서패동), 2층

031-945-7335 / 031-945-7334
www.portablex.com
william.k220@gmail.com
휴대형 전시 디스플레이

인피드상사(주) 1C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창경
(18523)
경기 화성시 정남면 귀래길46번길 29 (귀래리), 
인피드상사 (주)
031-8059-4455 / 031-8059-4458
www.infeed.co.kr
soohan@infeed.co.kr
Coperion K-Tron Loss-in-Weight Feeders 
Coperion K-Tron Screw Feeders Coperion 
K-Tron Belt Feeders Coperion K-Tron Liquid 
Feeders Coperion K-Tron Vibratory Feeders 
Coperion Extruder (Coperion 압출기) Coperion 
Components Coperion Rotary Valves Coperion 
Diverter Valves Coperion Rotary Valves

(주)제이씨에스컴퍼니 1A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범석
(06745)
서울 서초구 논현로31길 56 (양재동, JCS빌딩), 
JCS빌딩
02-322-1308 / 02-322-1337
www.jcscom.kr
hasgaranti@naver.com
커피로스터기, 피자화덕, 제연기

(주)제이케이테크놀로지 1C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재곤
(3115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7길 28 (다가동), 
(주)제이케이테크놀로지
041-572-9480 / 041-574-4925
-
djgigong@nate.com
JKT 멀티 튀김기

진성냉기산업(주) 1E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인문진
(17814)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석정로 283-6 
(석정리, 진성냉기산업(주)), 진성냉기산업
031-682-2984 / 031-682-2995
www.jinsungref.com
jinsung@jinsungref.com
축냉탑은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380V (냉동) 3상 동력전기 (산업
용전기)를 사용하여 냉동기를 가동시켜 냉판의 냉을 축적합니다. 차량 운
행시간에는 어떠한 동력원을 사용하지 않고, 냉판에 축적된 냉을 이용하여 
탑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냉동탑차입니다. 지속적이고 일정
한 온도 유지와 저소음, CO2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비용면의 효율, 
차량의 긴 수명 등 차량의 엔진이나 별도의 엔진을 사용하는 대신 전기를 
이용함으로 얻는 환경 친화적인 장점이 있어서 냉동식품의 운송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주)참코청하 1G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석봉
(46729)
부산 강서구 생곡산단로39번길 6 (생곡동), 
(주)참코청하
051-256-8400 / 051-204-4248
www.chamco.co.kr
chungha@fishcutter.co.kr
SH 조리기(과열증기), 고주파 해동기, 야채슬라이서, 
야채다이서, 탈수기, 양파 탈피기, 옥수수 탈피기, 
덕장용 오징어 할복기 열성형 진공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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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양글로벌 1F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천장석
(06778)
서울 서초구 마방로2길 12 (양재동, 보성빌딩), 3층
02-579-0250 / 02-579-0491
WWW.CHUNYANG.NET
CHUNYANG@CHUNYANG.NET
식품가공기계 및 육가공설비 VEMAG - 소세지 충진기, 
식품충진기, 스모크 하우스, 피자도우분할기, 식품성
형기, 2중 충진기 POLY-CLIP - 식품용 자동, 반자동, 
수동 결속기 (CLIPPING M/C, CLIP, LOOP) MAREL 
- 식품성형 및 가공라인 LASKA - CUTTER, MIXER, 
GRINDER RUHLE - 인젝터, 텀블러 WEBOMATIC - 
자동 열성형 포장기 식품포장지 DEVRO - 콜라겐 케이
싱, 플라스틱 케이싱 SANKO - 플라스틱 케이싱

케이엠디이엔지 1C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민덕
(18344)
경기 화성시 배양남길 116 (배양동), B

031-225-5712 / 031-224-5712
www.kmd-eng.kr
kmd00000@hanmail.net
식품용기포장기계 K-SM2 
스킨단식 K-GSM1 K-SKD50 K-ASM2 K-MSKD50

주식회사 케이투시스템이엔지 1A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국진
(46943)
부산 사상구 사상로393번길 21 
(덕포동, (주)케이투시스템이엔지)
051-316-8611 / 051-316-8613
robocook.kr
sysk2@sysk2.co.kr
상업용 자동 조리기기 제조업체입니다. 대표제품은 
자동볶음기, 오토웍입니다. 구인 전쟁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 똑똑한 로보쿡 통순이로 종업원 교육이 
쉬워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예열하고, 재료 계량하고, 접시에 담으면 끝! 
- 종업원 교육은 짧게, 라면 끓이듯 쉬운 요리!

(주)코리아사이언텍 1E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창래
(14059)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628호
031-427-8893 / 031-427-8810
www.kst-i.co.kr
kst@kst-i.co.kr
마이크로웨이브, 베셀세척기, 휴대용XRF

(주)코스턴 1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엄천섭
(08206)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40가길 17 (신도림동), 
3층 사무실
02-2678-5006 / 02-2636-2946
www.kosturn.com
sushium@naver.com
식품절단기외, 무인서빙시스템

(주)코스티모 1C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상운, 유성한
(21315)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44 (청천동), 코스티모

032-268-4697 / 032-268-4677
www.costimo.com
sales@costimo.com
상업용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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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 1D4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장훈
(18541)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660번길 28 (쌍송리), 코엔

031-366-8081 / 031-366-8398
www.koen21.com
koenjhk@koen21.com
분쇄기 밸브 펌프 진공이송장치

(주)코펙스코리아 1D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나 규 환
(06628)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9 
(서초동, 코리아비지니스센타), 904
02-521-5288 / 02-521-5299
www.cofacs.co.kr
info@blickle.co.kr
햇썹인증에 필요한 스테인레스 스틸 케스터, 
오븐기용 내열용 케스터(+300도), 
저온용케스터(-40도), 캐터링 시스템에 필요한 
각종 기구물 및, 각종스테인레스 기구물 주문 제작

(주)태환자동화산업 1F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용환
(14449)
경기 부천시 석천로 397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032-624-3410 / 032-624-3414
www.taehwan.co.kr
info.proaster@gmail.com
통돌이, 진공이송기, 열풍로스터, 산업용 로스터

(주) 테마텍 식품산업 1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운기
(13403)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상대원동, 크란츠 테크노), 1302호
031-707-4777 / 031-707-4776
www.thematec.com
info@thematec.com
육가공 기기

주식회사 투씨디 1B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백철현
(07512)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409 
(방화동, 계량계측조합회관), 401호
070-8242-5758 / 0505-008-5758
ccd.or.kr
ccd@ccd.or.kr
온우 오토드레인밸브 - 워터세퍼레이터/드라이어/필
터 등에 의하여 포집된 압축공기내의 수분을 제거하는 
설비 온우 워터세퍼레이터 - 싸이클론 원리를 이용하
여 압축공기내의 수분을 제거하는 설비 온우 탭홀클리
너(싸이클론에어노즐) - 탭홀 가공시 발생하는 칩, 이
물질등을 나사산 역방향으로 싸이클론을 발생시켜 깨
끗하게 제거하는 설비

주식회사 프라임 1B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백매순
(21687)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627 (고잔동), (주)프라임

070-4699-7788 / 032-446-1851
www.praimkitchen.com
sod6517@naver.com
상업용 식기세척기, 스팀컨벡션 오븐, 취반기, 
무압식취반기, 자동화세척 시스템, 박스세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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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피쉬코리아지비테크 1G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신영
(21686)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23 (고잔동), 
(주)피쉬코리아지비테크
032-425-7200 / 032-425-7201
www.gbtech1.co.kr
gb4980@naver.com
수산물,육류 가공기기, 생선뼈분리기, 탈피기, 
전처리가공설비, 고압살균기, 진공믹서, 자동 훈연장치, 
인젝터, 진공텀블러, 살균기 외

한국세븐캐슬무역 1D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승환
(10090)
경기 김포시 태장로 751 (장기동, 테라비즈타워), 
B208호
031-990-1667 / 0504-179-4567
sevencastle.co.kr
eden@sevencastle.com
식품용 가열교반기, 가열교반솥, 인덕션 교반솥, 
진동선별기, 기타주방기기

주식회사 한국지이 1C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윤혁
(1391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24번길 76 (석수동), 한국GE

02-1600-5217 / 02-862-6639
www.kgnetech.com
kgaselectric@naver.com
인덕션+가스 솥밥기기, 가스로스터

한국키요모토주식회사 1C4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키요모토쿠니오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615호
02-6339-6795 / 02-6959-6796
kiyomoto.co.kr/en/
sales@kiyomoto.co.jp
진공유탕설비, 과열증기오븐, 제과농축설비

(주)한신기업 1E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 은 숙
(03966)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13-9 (성산동, 세경빌딩), 
2층 한신기업
02-332-0070 / 02-332-1149
hanshinfood.co.kr
hsice@hanshinfood.co.kr
상업용밥솥(가스, 전기) 
상업용국솥(가스,전기)

한일상사 2F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용선
(08215)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 90 
(구로동, 에스티엑스 더블유 타워), 704호
02-6124-4200 / 02-6124-4205
hanilent.co.kr
hanilet@naver.com
온도, 습도 모니터링 시스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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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혁신과공감 1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근영
(3100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율금로 287, 1층

041-555-7722 / 041-555-7723
www.혁신과공감.com
ipp333@naver.com
- 원료육가공기(기둥성형기/정량육절기) 
- 편육기(라인편육기/고속편육기/컨베이어편육기) 
- 빵가루코팅기(3D컨베이어코팅기/빵가루공급기) 
- 분쇄육가공기(떡갈비메이커/포장성형기) 
- 롤치즈메이커/진공추출기 
- 돈까스관련일체기기/떡갈비제조관련 기기 등.

호시자키한국(주) 1B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카마타 아츠시
(07583)
서울 강서구 강서로56가길 55 (등촌동, 상아빌딩), 
상아빌딩 2층

02-333-0044 / 02-3141-2121
www.hoshizaki.co.kr
sales@hoshizaki.co.kr
제빙기, 업소용 냉장고/냉동고, 미소디스펜서

화성산업 1E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명관
(12196)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388-1 (창현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388-1
031-595-1766 / 031-595-5212
HWASUNGINDUSTRY.COM
mj1766@nate.com
인덕션해면기, 국솥 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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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성팩 2F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인수
(12731)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70-26 (학동리),
(주)가성팩
031-769-5445 / 031-761-0660
www.gasungpak.com
gsp@gasungpak.com

진공포장기, 비닐접착기, M.A.P.장치, 진공봉투, 
연포장 관련 각종 시험장비 등

금광코퍼레이션 1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나상규
(0850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1303호
02-6670-5252 / 02-6670-5250
www.kumkwangco.com
sales@kumkwangco.com

진공포장기(Primus, Optimus), 슬라이서(SLC405, 
UB305), 스터퍼(RVF327), 소시지컷팅기(RSS70), 
진공텀블러(MA2000PS),에멀시파이어(KK140), 
트롤리 텀블러, 육 다이서 및 야채 다이서

(주)나우시스템즈 2C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라채식
(22013)
인천 연수구 벤처로 61 (송도동), 1층

032-858-6655 / 032-858-6938
http://nowsystems.co.kr
nowsys@nowsystems.co.kr

알루미늄 전용 금속검출기, 중량선별기

노바센(주) 2C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길승
(48002)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525번길 25 (석대동), IT타워

051-582-7071 / 051-582-7072
www.novasen.net
novasen-sales@novasen.net

금속검출기, 알루스캔, 콤비검출기

다이세이라믹 주식회사 한국지점 1G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마에하라 히데유키
(05827)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1길 26-3, 
다이세이라믹 주식회사 한국지점
02-449-8434 / 02-409-8438
www.lamick.co.jp
i.hejin@lamick.co.jp

고속 액체 충전기

대영산업 2E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민경
(1031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25번길 21-52 
(식사동), 식사동
031-969-4780 / 031-969-4784
www.dypm.co.kr
daeyoung@dypm.co.kr

2열육수포장기계.분말삼면자동포장기계
오가충진기 액상삼면자동포장기
단발충진기 스틱형자동포장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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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포장기계 2E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기철
(21072)
인천 계양구 서운산단로2길 62 (서운동), 가동, 나동

032-555-5740 / 032-555-0760
dhfs.kr
dh5740@naver.com

포장기계, 당의기, 코팅기, 날인기, 밴드실러

(주)디티피아 2F2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정희
(04779)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6길 38-1 (성수동1가), 
DTPIA 빌딩 4층
02-3393-6001 / 02-3393-6124
www.dtpia.com
bichang0@daum.net

포장박스

주식회사 딕스 2F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성태
(14057)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에이스평촌타워 904호
031-345-8451 / 031-345-8453
www.dics.or.kr
khbae@dicsco.net

콜드체인, 보냉박스, 아이스팩, 미트 패드

주식회사 레코 2A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수
(15597)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459번길 93 (목내동), 
주식회사 레코
031-433-8474 / 031-433-8475
airxenbox.com
sjbang@ireco.kr

보온보냉 박스, 택배 포장 완충재

(주)리팩 2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상건
(22828)
인천 서구 가재울로 27 (가좌동), (주)리팩

032-714-9123 / 0303-3130-9904
www.leepack.com
leepack@leepack.com

로타리 자동포장기, 계량기, 충전기

명신물산 2D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성구
(10949)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105번길 94-33 
(등원리, 명신물산), 지하
031-957-2271 / 031-957-3006
www.myungshin.co.kr
msco@myungshin.co.kr

랩핑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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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든다해 / 뉴비오 2B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영서
(14322)
경기 광명시 하안로 60 (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D동 1108호
02-1661-4728 / 02-6112-2460
www.mddh.co.kr
mddh@mddh.co.kr

금속검출기, 중량선별기, 엑스레이 검사기, 
로타리 포장기, 계량기 외

무림P&P(주) 2A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도균
(06027)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56 (신사동, 무림에스피(주)), 
무림 본사
02-3485-1629 / 02-3443-2297
www.moorim.co.kr
dhlee@moorim.co.kr

펄프몰드 용기

(주)물류신문사 1C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바이텍테크놀로지 2F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현진우
(22013)
인천 연수구 벤처로100번길 22 
(송도동, 바이텍 테크놀로지), 바이텍빌딩 3층
032-834-4860 / 0505-834-4869
www.bitekps.com
sales.kr@bitekps.com

디지털 컬러 라벨프린터 any-002 컬러 라벨프린터 
OKI Pro10 5색

주식회사 바인텍 2C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엄인영
(13202)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77 
(상대원동, 금강하이테크밸리), 1018~1019
031-734-2868 / 031-734-2869
www.bindtec.kr
bindtec2015@naver.com

종이/필름 자동 결속기. 반도체 트레이 결속기

벌룬스틱스코리아(주) 2E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철호
(12782)
경기 광주시 고불로229번길 2 (태전동), 
벌룬스틱스 코리아(주)
02-745-8800 / 02-745-8477
www.balloonstix.com
balloonstix@naver.com

아이스팩, 보냉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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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호기계 2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종철
(08509)
서울 금천구 벚꽃로38길 15 (가산동, 초양교회), 2층

02-864-5947 / 02-868-8285
www.sanho.co.kr
info@sanho.co.kr

파우치 라벨러, 병라벨러, 봉함 라벨러, 
디지털 라벨 프린터

삼보테크주식회사 2E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예진
(10048)
경기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7번길 12-13 (학운리), 
삼보테크주식회사
031-997-7797 / 031-997-8872
www.lovero.co.kr
sblovero@chol.com

포장기계

(주)삼원팩 2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성경락, 윤석기
(08504)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32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5차), 706호
02-2107-7260 / 02-2107-7265
www.samwonpack.com
sw7260@daum.net

전자동 제함기, 전자동 랜덤테이핑기, 로봇 랩핑기, 
전자동 엘실러 & 수축터널 스티로폼 테이핑기

(주)서광알미늄 2E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황혜진
(18260)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신남로 63-80 (남양리), 
(주)서광알미늄
031-357-9338 / 031-357-8738
http://www.skagood.com
ska5150048@naver.com

①  알루미늄 식품 포장 용기, HMR 식품 포장 용기, 
베이커리 용기,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 

    다회용 알루미늄 용기
② 기타 제품 - 종이 용기, 쿠킹 호일

(주)선진에스엠 2B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상식
(15845)
경기 군포시 공단로140번안길 37 (당정동), 
(주)선진에스엠
032-678-0400 / 032-678-9943
www.sjsm.co.kr
info@sunjinsm.co.kr

스티커 라벨 부착기, 슬리브 머신

선진포장기계 2D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정란
(22671)
인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30-8 (왕길동), 
선진포장기계
032-518-7065 / 032-567-7065
www.sjpj.kr
bestpack2012@naver.com

자동용기포장기계, 스킨팩포장기계,
로타리용기포장기계, 진공밴드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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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테크(주) 2E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갑현
(21700)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6-4, 남동공단 129블럭 5로트

032-819-2004 / 032-819-0053
www.sejintech.co.kr
sjt2000@sejintech.co.kr
자동 계량기
자동 로타리 포장기

주식회사 소마 2C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은규
(10858)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185번길 40-31 
(금산리), 주식회사 소마
031-944-1596 / 031-944-1598
www.somapack.co.kr
soma@somapack.co.kr
액상, 젤리 스틱포장기
액상삼면고속2열 포장기
멀티 삼면 자동포장기

주식회사 솔루레이 2A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원희
(310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43
(가산리, TMC(주)), 파동 4층
041-589-6410 / -

hjkim1@soluray.com
X-RAY식품이물검사장비
자동중량선별기 
금속검출기

(주)수정실업 2C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정수
(17392)
경기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7-7 (안평리), 
(주)수정실업
031-638-4141 / 031-638-0960
www.soojoung.com
2000@soojoung.com
친환경 파우치
그라비아 관련 포장재
박스파우치

(주)슈테른 1G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진
(13215)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 404호
031-734-2071 / 031-734-2071
http://www.sterne.co.kr
seonawoo@sterne.co.kr
수산, 육가공 장비 및 식품 포장 기기

시락푸드주식회사 2A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미섭
(18137)
경기 오산시 오산로 193 (오산동, 탑프라자), 
104, 124, 125호
031-375-7000 / 031-372-0088
www.sirakhc.com
sf@sirakfood.com
1. 핫쿡볼 (발열데움용기) 
2. 리그린 (친환경 생분해 위생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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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프린텍 2A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준혁
(12918)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2 
(풍산동, 에코큐브 지식산업센터), 227
031-795-4202 / 031-624-4202
www.clprintec.co.kr
clp@clprintec.co.kr
라벨프린터, 컬러라벨프린터, 라벨지, 리본

(주)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 1F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용묵
(04420)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70 
(한남동, 현대리버티하우스)
02-790-5610 / 0502-790-5613
www.ifm.com/kr
info.kr@ifm.com
Automation Technology 자동화 센서 및 시스템
(위치감지, 유체감지, 진단 및 모니터링, 네트워킹, 
제어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아테스 2F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차지경
(22772)
인천 서구 건지로95번길 21 (석남동)

032-571-1231 / 032-571-1232
www.artes.co.kr
jg.artesys@gmail.com
파렛타이징 로봇 
인케이싱 로봇
컨베이어 
포장 및 물류

아트페이퍼 1A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승연
(10818)
경기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81-27, 아트페이퍼

031-954-7500 / 031-954-0969
artpaper.co.kr
artpaper01@naver.com
종이상자, 지함, 조냉상자

액트라(주) 1F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장섭
(12798)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174-5 (양벌리), 1동
031-766-7311 / 031-797-7876
www.actra.co.kr
actratech@daum.net
자동조합계량기, 자동버티컬포장기, 자동로터리포
장기 자동금속검출기, X-RAY이물질검출기, 자동중
량선별기 [닛카社]와이어이물전용금속검출기, 
핀홀검사기 [시나가와]계란말이기, 계란구이기, 
교반기 등

(주)에스이아이엘 2D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은희
(12814)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431-14 (진우리), 
(주)에스이아이엘
031-763-2081 / 031-763-2086
seil88.com
seil@seil88.com
(주)에스이아이엘은 1998년에 설립된 한국의 식품포장
용기 제조, 판매업체로서 PET, PP, PS, 종이, 펄프 등의 
소재를 이용한 포장용기를 주력 생산중으로 국내 다양한 
식품산업분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상 고객
을 위해 최상의 제품을 선보이는 용기산업의 글로벌 리
더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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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팩스코리아 2B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용훈
(16073)
경기 의왕시 한밭들1길 11 (고천동, 성우벤처빌), 
A동 101-17호
031-387-0628 / 031-624-0628
www.appk.co.kr
sales@apxkorea.com
조합식계량기, 수직삼면포장기, 와곤텀블러, 
와곤리프트, 와곤

(주)영테크팩 2C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시영
(10048)
경기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80번길 88 (학운리), 
(주)영테크팩
031-989-5203 / 031-989-5265
www.youngtechpack.com
sales@youngtechpack.co.kr
자동화 포장기계

(주)올팩코리아 2A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정숙
(10013)
경기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311 (원산리), 9
주)올팩코리아
031-997-3328 / 031-600-0437
www.allpackkorea.com
allpack7@naver.com
요식업소용 식품포장기계, 식품포장용기, 
실링필름, 포장재, 가정용진공포장기계, 
진공포장재

(주)우제산업 1D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병석
(15559)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80 
(본오동, (주)우제산업), 2층
031-419-4351 / 031-419-0248
www.woojae.co.kr
admin@woojae.co.kr
스프 포장기
점보 정렬기
스프 배포기

(주)윤서컴퍼니 1C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윤서
(05260)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47길 57 
(암사동, 강동종합시장), 50호 카페모아 윤서
02-1899-1080 / 02-441-4997
www.yunseo.co.kr
more1080@daum.net
캔시머

(주)을성정공 2A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오필제
(14446)
경기 부천시 석천로494번길 78 (삼정동, 을성정공), 
(주)을성정공
032-677-5730 / 032-677-5734
www.propackco.com
propackco@propackco.com
3면자동포장기, 블리스터포장기, 용기포장기, 
트레이실러, 로타리실러, 가스치환포장기, 
밴드실러, 진공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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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패키지 2F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경환
(31222)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덕리 158-5, 
이노패키지
041-909-1071 / 041-902-1077
www.inno-pack.co.kr
inno1071@naver.com
숨쉬는 이노캔, 이노캔시머, 전자레인지용기, 
발효용기, 밀폐용기, 보냉박스 등

(주)이지시스템 2E2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장실
(22827)
인천 서구 장고개로243번길 19
 (가좌동, (주)이지시스템)
032-584-3330 / 032-584-3325
www.ezsystem21.com
ezsystem21@nate.com
조합식계량기, 로타리포장기, 버켓엘레베이터, 
바이브로피더&호퍼

일흥자동기계(주) 2A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 연교
(22852)
인천 서구 파랑로116번길 16 (원창동), 
일흥자동기계(주)
032-576-4994 / 032-576-4997
www.ihmc.co.kr
ih4994@hanmail.net
식품 충전 및 포장기기 용기정열기, 서보충전기,
캡핑기, 케이스팩커 디스펜팩, 로타리씰링기

주식회사 잇그린 2A10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준형
(06127)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4길 46 (역삼동), itgreen

02-6180-1103 / 0507-927-8639
https://returnit.co.kr
info@itgreen.co
배달용 다회용기

(주)자비스 2C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형철
(13202)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77 
(상대원동, 금강하이테크밸리), 619호
031-740-3836 / 031-740-3802
www.xavis.co.kr
xavis@xavis.co.kr
FSCAN-4350G(고정밀장비) 세계 최고의 검출력을 자랑하는 장
비를 출시! 불균일제품 속 작은 이물 검출이 가능합니다. 
- 포장제품 : 불균일한 제품내 중밀도 이물 검출
-  미포장 제품 : 생선살 안의 얇은 생선가시 이물/ 굴 홈합 바지락

등 패각류/ 닭 살내 작은 닭뼈이물/ 야채류, 견과류내 작은돌 등 
이물 검출 본 장비는 대표적으로 생선가시, 닭뼈, 유리, 패각, 폐
각 주사바늘, 철사, 메쉬망, 와이어 검사 적합장비

주식회사 젠코씨엔아이 1D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손진경
(08511)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가산동, SJ테크노빌), 
610호
02-3397-3962 / 02-3397-3960
www.xenko.co.kr
xenko@xenko.co.kr
포장용 MAP 분석기
질소발생기



SEOUL FOODPACK 2022 + 서울국제식품포장기기전

177SEOUL FOOD 2022

(주)주팩 2C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주관석
(14558)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427번길 53 (원미동), 
(주)주팩
032-236-6636 / 032-236-6637
www.jupack.co.kr
allen@jupack.co.kr
로타리 포장기

(주)중앙플라텍 2E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오준
(17703)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02, 
(주)중앙플라텍
031-663-7922 / 031-663-4120
www.japlatec.com
japlastic@naver.com
스파우트 & 캡 : 기초, 색조 등 다양한 코스메틱 제품에 적용
할 수 있고, 음료, 소스, 세제, 섬유유연제, 대용량 식품 등에 
파우치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비 저렴
하고 사용과 휴대가 편리합니다. 또한 자동화 공정에 최적화
되어 있는 규격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장용기 등 : 식품 포장에 적합한 플라스틱 제품으로써 개별
포장이 가능하고 사용이 간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지엘그레이프 1G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병열
(10047)
경기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66번길 17-33 
(학운리), 사무동
02-2605-5935 / 031-985-4625
www.glgrape.com
glgrape@hanmail.net
포장재(부직포. OPP. 보냉. 종이 등) 가방

(주)케이에스팩 2A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성환
(47018)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48번길 5 (학장동), 
(주)케이에스팩
051-333-8482 / 051-312-7027
ks-pack.co.kr
kspack21@hanmail.net
1.  자동 삼면 포장기 KS-1000 (고급형 하단식 워킹테이블 타

입), KS-1010 (보급형 하단식 워킹테이블 타입), KS-2020 (
박스모션 하단식 아다치 컨베이어 타입), KS-1020(보급대형) 

2.  밴드실러 시리즈 수평 밴드실러(고체잉크, 핫프린터 타입), 수
직 밴드실러(고체잉크 핫프린터 타입), 노즐식 진공 밴드실러

3. 진공포장기 진공 복식, 진공단식 (500평, 600평)

주식회사 케이팩 2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석원
(27116)
충북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43, 주식회사 케이팩

043-647-5377 / 043-646-5366
www.ekpack.com
kpack@ekpack.com
플라스틱포장재 
자동열성형진공포장기 
자동열성형필름

(주)코마스 2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포인
(14531)
경기 부천시 도약로252번길 19-8 (도당동), 
(주)코마스
032-501-3535 / 032-501-2323
http://www.komas.com
offer61@packsko.com
평면적인 포장재료를 가지고피포장물의 표면굴곡 알맞게 요철을 미리 만들어서 
여기에 피포장물을충전하여 탈기하는 밥법으로 진공포장하는 제품. 이 제품은 
포장작업의 흐름이 옆으로 진행되는 수평식 포장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비
성형-충전-탈기(진공)-배출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고속포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장 제품은 주로 햄, 소세지, 육고기, 가금류, 각종 농산물 및 특수
금속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포장 후 열처리 등을 통하여 보관 기간이 수 
개월을 요하는 제품 등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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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방파텍 2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희국
(11517)
경기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94-20 (홍죽리), 
(주)태방파텍
02-952-0005 / 02-937-1711
www.taebang.dom
tbpatec@taebang.com
식품용기, 실링기계, 실링필름 등 ZZim Pak, 
ZZim Pouch, The ZZim Sealing M/C

토마텍주식회사 1A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석용
(12918)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풍산동, 
미사 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 F624-F626
02-463-2626 / 02-463-8171
www.tomatec.co.kr
sales@tomatec.co.kr
바코드프린터, 칼라라벨프린터, 라벨부착기,
라벨지, 리본, 바코드 기타

(주)트루씰 2D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종실
(05839)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 (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A동 211호
02-459-0937 / 02-459-0938
www.trueseal.co.kr
induction@trueseal.co.kr
OSTS 3000A 인덕션 캡씰러는 자동 공냉식 캡씰링 설비로 제작 및 사후 관
리를 위하여 본체와 헤드를 모듈식으로 디자인 된 컴팩트한 씰링 시스템이
다. 출력부인 본체는 최소화 하였으며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씰링헤드부분
은 기존의 코일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코일방식이 접목된 이노베이션 코일
로 고효율의 출력을 자랑한다. 고효율 출력은 생산속도 최대 200 BPM ,씰링 
범위20-120mm로 고속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등 국내 어느생산 환경에서
도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제작된 맞춤형 모델이다.

(주)티피지 2E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성철
(10028)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315 (석정리), 
(주)티피지
031-981-0055 / 031-981-0051
www.tpg.co.kr
sales@tpg.co.kr
산소흡수제, 습기제거제, 선도유지제, 핫팩, 제습제 
등 제조/소매/통신판매 등 화학제품 제조업체

(주)팩시스 2F2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형훈
(11413)
경기 양주시 남면 삼일로485번길 9-6 (경신리), 
(주)팩시스
031-871-6598 / 070-4821-4745
www.packsis.net
o-sung21@hanmail.net
식품포장기기, 1회용 용기, 포장필름

(주)푸더스 1E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영로
(16976)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구갈동), 
기흥ICT밸리 SK, B동 1704호
031-889-5650 / 031-889-5651
www.foodus.net
foodus0616@naver.com
HACCP 엔지니어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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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팩코리아 2A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용욱
(22501)
인천 동구 보세로26번길 24-17 (만석동), 
(주)프로팩코리아
032-817-2448 / 032-817-2449
pkpi.co.kr
stevenyw@naver.com
Automatic tray filling sealing machine, cup 
tray sealer,skewering machine

플러스팩 2A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미숙
(12991)
경기 하남시 감북동 173-2
02-409-3449 / 02-409-3458
www.plus-pack.co.kr
plus-pack@naver.com
일회용 고급 알루미늄 식품 용기

주식회사 필플러스 1F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종필
(18520)
경기 화성시 정남면 여의동길 90-16 
(오일리, 주식회사 진영PLUS), 1층
031-238-5877 / 031-236-5845
www.fillplus.co.kr
fp@fillplus.co.kr
자동부착라벨기

하이퍼박(주) 2E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순옥
(16642)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59 
(고색동, 하이퍼박(주)), 하이퍼박
031-352-0934 / 031-352-0743
hypervac.co.kr
hypervackr@gmail.com
포장기계, 포장자재 열성형포장기계 스킨포장기계 
산소포장기계 용기포장기계 용기/필름 등

하하엔지니어링 2B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류창걸
(14522)
경기 부천시 도약로 299 
(도당동, 대진기전주식회사), 2층
032-675-3009 / 032-679-3009

hahaeng@naver.com
고점도액상충진기, 액상충진기, 이송펌프, 
이오나이져에어세병기 등

(사)한국포장기계협회 2F2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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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1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철규
(04551)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B동 
23-24층
02-3287-6271 / 02-6031-0910
www.hansolpaper.co.kr
yjkim91@hansol.com
식품포장용기

(주)한팩 2D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인호
(15599)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4-10, A동

031-493-9093 / 031-495-9094
www.hpmc.co.kr
hanpack2016@naver.com
카톤 포장기계

현대자동포장기(주) 1E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무영
(18284)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남길 74-6 (양노리), 
현대자동포장기(주)
031-352-9374 / 031-352-9376
www.hdpacker.com
hdpacker@daum.net
띠지포장기 또는 슬리브카토너 라고 명칭되며 
도시락, 육가공, 밀키트 등의 트레이에 
띠지(종이슬리브)를 자동으로 결착시켜주는 
자동화 설비

(주)홍우포장시스템 1G4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상수
(18523)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98번길 37 (귀래리), 
홍우포장시스템
031-354-1753 / 031-352-3189
www.itps.co.kr
ssl6815@daum.net
포장용기,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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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산업 1G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승준
(04573)
서울 중구 난계로21길 21 (황학동), 1층

02-2254-2992 / 02-2237-8790
kd-wood.com
kdwoodlee@naver.com
목기, 아크릴, 기타수입주방용품

(주)광명상사 1A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지 광 옥
(04799)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34 (성수동2가, 광명빌딩), 
1층 광명상사
02-467-7722 / 02-499-3333
www.kv.co.kr
hancjjc@naver.com
커피머신, 그라인더, 오븐 등

주식회사 금원하이텍 1A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동수
(10826)
경기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934번길 55 (법원리), 
(주)금원하이텍
031-944-7800 / 031-944-7888
www.k1mall.kr
hikumwon@naver.com
냉동/냉장 쇼케이스, 고구마구이기, 온장진열장

대아상교주식회사 2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형준
(0373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3 
(충정로2가, 골든타워빌딩), 18층
02-365-0900 / 02-365-0905
www.daiah.com
info@daiah.com
베이커리 장비, 오븐, 급속냉동고, 믹서, 발효실,
포앙기

(주)디지아이 1C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동호
(11459)
경기 양주시 청담로 52 (고읍동), (주)디지아이

031-820-8920 / 031-820-8980
dgi-net.com
sweetbox@dgi-net.com
Sweet Box 국내최초 식품전용 프린터 마카롱, 
떡, 케잌, 디저트류에 원하는 이미지를 인체에 
무해한 칼라워터를 사용하여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주)레인보우로보틱스 2D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정호
(34122)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10-19 
(문지동, (주)레인보우), (주)레인보우로보틱스
041-719-8052 / 041-719-8071
http://www.rainbow-robotics.com/new/index_ko.php
leeyh1214@rainbow-robotics.com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협동로봇 RB시리즈는 기존 F&B 
분야의 작업 플로우에 방해하지 않고 작업자와 함께 협
력하여 원하는 작업들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협업
로봇입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로봇을 운용할 수 있으
며 단순반복 작업, 위험한 음식조리 등 다양한 작업 환
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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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보테크 2A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삼태
(47051)
부산 사상구 대동로 140 (학장동), 6층

051-301-6488 / 051-305-3908
www.robotech.co.kr
choism@robotech.co.kr
쿡봇세프 프라이드, 누들, 스프 / 로보세프 프라이
드, 누들 COOKBOT CHEF 시리즈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100여종의 음식을 자동 조리할수 
있는 스마트 쿠킹 로봇입니다.

마노코리아 주식회사 1B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연수
(1668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103-1506, 1507
031-695-5524 / 031-695-5528
www.mano-korea.kr
yskim@mano-korea.kr
자동브루잉머신

미화인더스트리 1B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창성
(1025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로 147-3 (사리현동), 
(사리현동 605-1)
031-962-1713 / 031-962-1714
www.mihwaco.com
mihwaco@mihwaco.com
가스오븐렌지, 생선구이기, 이동식온장고, 
가스데크제빵오븐, 스팀컨벡션오븐, 컨벡션오븐, 
고화력탁상용가스렌지

베어로보틱스 2E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준수
(04779)
서울 성동구 뚝섬로1길 10 (성수동1가), 지하1층

070-7576-1714 / -
https://kr.bearrobotics.ai
sales-kr@bearrobotics.ai
식당 서빙로봇 서비

(주)삼일하이테크 1E7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인배
(12782)
경기 광주시 고불로229번길 76 (태전동)

031-763-0577 / 031-768-3740
1E702
samilhitech577@naver.com
가마솥렌지, 회전국솥, 중화렌지, 튀김기,
가마솥구이기, 회전식가스구이기, 탕렌지

(주)성우테크 2F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종수
(12000)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80번길 24 (부평리), 
(주)성우테크
031-527-1887 / 031-527-1080
www.sungwootech.net
dongwoo.lee@sungwootech.net
주방용품 CAMBRO, 주방장비 SIRMAN, 
ROBOTCOUPE, HENNYPENNY, ROUNDUP, 
DUKE, HA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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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에스엘 1D7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경범
(12240)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25-1, 송원에스엘

031-559-6987 / 031-559-7896
-
soungwon5942@naver.com
식품가공 절단기
식품가공 절단칼

솥밥대통령(인성생활과학) 2B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인성
(08589)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가산동, SK트윈테크타워), B동 807,808호
02-1833-9565 / 070-7500-9100
www.ricepresident.com
ricepresident@daum.net
전자동 인덕션 솥밥기계
인덕션 주방기기

오비에스(주) 1D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진국
(22122)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3-28, 3층

032-677-1021 / 032-677-1041
www.obsglobal.co.kr
kimhj0638@gmail.com
이온아이저 초음파식기세척기
 가스튀김기
자동튀김장치
환경제품

주식회사 웰치 1B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충도
(10029)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35번길 158-15 
(옹정리), (주)웰치
02-1566-5322 / 031-988-5742
www.wellchi.co.kr
ki201z@nate.com
낮은렌지, 간택기2~6구, 회전국솥, 
회전국솥 교반기, 그리들, 튀김기 등

(주)이더멜라민 2A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남광현
(22665)
인천 서구 누리로 8 (오류동), 이더멜라민 빌딩

031-8049-2077 / 031-8049-2070
www.eader.co.kr
leaders@leadersm.co.kr
종합멜라민 식기류
1. 호텔, 부페,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테이블웨어 
2. 기업,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급식용 식기 
3.  각종 접시류와 볼류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제품

이 6,000여종 구비 
4. 고전적인 스타일부터 모던과 퓨전스타일의 디자인

(주)제뉴인그립 2D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준일
(04782)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93 (성수동2가, 충무전자), 
302호
02-584-7241 / 02-584-7242
www.ggrip.co.kr
alexleeggf@gmail.com
미끄럼방지신발, 주방안전화, 조리안전화, 
쉐프슈즈, 유니폼신발, 안전화, 고급남녀정장구두, 
편안한 케쥬얼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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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호 1B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황 인 한
(11407)
경기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199번길, 71-111 
(구암리)
031-9187-9188 / 031-865-9889
www.jeho.co.kr
jeho2977@naver.com
스텐레스받드(GN PAN) 뷔페 및 
단체급식용기물 주방설비

(주)주니코 1D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명호
(17006)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중동, 쥬네브스타월드빌딩), 가동206호
031-281-1068 / 031-281-1067
www.joonico.com
joonico@joonico.com
자동롤스시로봇, 자동스시로봇, 
자동세미취반기, 자동쌀세척기, 자동식초배합기

(주)콘포테크 1B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현목
(11424)
경기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42-38 (비암리), 가동

031-911-6366 / 031-872-7502
conpotech.co.kr
justjustjeon@conpo.kr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발효방식의 제품은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시면 미생
물과 교반시켜 분해 감량이 이뤄집니다. 자체 연구 개발한 미생물을 사용
하므로써 음식물을 분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기존 미
생물처리기의 단점인 악취 및 기름응고 등 현상을 보완했습니다. 음식물쓰
레기 발생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가열건조 방식의 제품은 고온으로 건조하
여 감량하는 제품이며 건조 후 최종 잔여물은 2차 처리과정을 통하여 자원
화 할 수 있고, 약 75%~80%이상의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주)토탈베이커리시스템 1G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채형원
(06902)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16 
(본동, 유원강변아파트), 토스템빌딩 5층
02-3443-8744 / 02-3443-8746
tostembakery.com
sales@tostembakery.com
로타리오븐, 도우시터, 디바이더라운더기, 
자동포앙기 외

(주)트러스트컴퍼니 2B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완철
(04598)
서울 중구 동호로 191 (신당동, 선일빌딩), 401호

02-2233-2414 / 02-2233-2416
thetrust.kr
sunny.im@thetrust.kr
글라스, 식기, 도자기, 쟁반류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 코리아호텔쇼 1B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동해
(03974)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19길 49 
(연남동, 대호아트빌), 101호
02-312-2828 / 0505-312-2828
www.hotelrestaurant.co.kr
hoteles@hanmail.net
호텔, 외식산업 전문지 
- 호텔앤레스토랑 호텔·외식산업 전문교육기관 
- 에이치아카데미 호텔·외식산업 전문 채용플랫폼 
- 호텔인네트워크 호텔·외식산업 전문 전시회 
- 코리아호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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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주방산업(주) 1D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승구
(12782)
경기 광주시 고불로229번길 32 (태전동), 
화신주방산업(주)
031-761-8887 / 031-762-3276
www.hwashin-kitchen.co.kr
hs8887@hanmail.net
상업용 주방기기(국솥, 레인지, 부침기, 밥솥)

화진몰테크 2D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진윤식
(21123)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6번길 87 (작전동), 1층

02-1544-8859 / 070-4850-8780
nestique.kr
nestique@nestique.kr
친환경 식기, 다회용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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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엔지니어링(주) 1F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우덕현
(07057)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농심신대방사옥), 도연관 14층 농심엔지니어링
02-827-2679 / 02-827-2799
www.nongshim.com
nyp@nse.co.kr
식품엔지니어링, 턴키

디에스엔터프라이즈(주) 1D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덕신
(04542)
서울 중구 수표로 65 (수표동, 강남빌딩), 7층 702호

02-2269-0832 / 02-2269-0831
-
dsekorea@naver.com
식품용 위생용품

메디컴 코리아 1C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웅치행윌리엄
(0373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3 
(충정로2가, 골든타워빌딩), 402호
02-393-7105 / 02-393-8105
medicom.com
cs@medicom-korea.com
1.장갑 : 라텍스 장갑, 니트릴 장갑, 비닐/재사용 장갑 
2.마스크 : 덴탈 마스크, KF 마스크 
3.소독제 : 손 소독제, 표면 소독제 
4.치과 제품

(주)비에스테크놀로지 / OPTIMUM SORTING 1F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성희
(1364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6 
(창곡동, 정프라자), 나-302호
031-706-2009 / 032-706-2008
www.bs-tek.co.kr
bstinfo@bs-tek.co.kr
광학이물선별기, 로터리밸브, 디버터밸브, 
계량기, 다이서, 진공포장기, 자동정렬기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1D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미옥
(13488)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 파크), KOREA BIO PARK A동 4층
1670-5911 / 031-373-5915
www.seoulin.co.kr
sw.min@seoulin.co.kr
에코트리 차아염소산수 제조장치

선경산업 2B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종석
(21072)
인천 계양구 서운산단로3길 1 (서운동), 
선경산업
032-681-4240 / 032-681-4241
www.sun-kyung.co.kr
sun6814240@hanmail.net
자외선 소독기, 취반기, 전신 소독기, 
손소독기, 손세정대 등



SEOUL FOOD SAFETY 2022 + 서울국제식품안전기기전

189SEOUL FOOD 2022

스프레이시스템코리아 1G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진권
(21635)
인천 남동구 함박뫼로377번길 145 (남촌동), 
스프레이시스템코리아
032-821-5633 / 032-811-6629
www.spray.co.kr
cgpark@spray.co.kr
스프레이 노즐, 스프레이 시스템 및 탱크 클리닝 
어플리케이션, 정전식 분무 건조기와 세정제 & 
살균제 솔루션

앞치마세상 1G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동균
(1031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198 (성석동), 
앞치마세상
02-712-1035 / 02-717-2237
thegown.co.kr
you_hi@hanmail.net
앞치마, 방수앞치마, 메쉬앞치마, 장화, 조리화, 
어린이앞치마, 위생복, 일회용앞치마, 
라텍스장갑, 니트릴장갑, 마스크

주식회사 위코테크 1D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재성
(16072)
경기 의왕시 오전공업길 13 
(오전동, 벽산선영테크노피아), 801호
031-340-6982 / 031-340-6983
www.wekotec.net
elisyoon@wekotec.net
살균수 제조장치

유한책임회사 소망에프앤씨 1C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방보훈
(12937)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934번길 25(풍산동, 풍산동 378-7  
제2종근린생활시설 (유한책임), 유한책임회사 소망에프앤씨
02-2236-1921 / 02-6918-0795
www.unistore.kr
forchefs@somangfnc.com
위생복, 조리복, 앞치마

(주)케이엠 1E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병순
(17600)
경기 안성시 미양면 협동단지길 147 (보체리), 
케이엠
031-678-8894 / 031-678-8888
www.cleanqplus.com
cleanqplus@kmbiz.com
위생복, 위생화, HACCP 소모품 및 청소용품류

주식회사 해산 1D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허태동
(16976)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구갈동), 
A동 2301호
031-295-0695 / 031-295-0690
www.sansuikorea.com
ywheo3333@hanmail.net
워터후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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