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International Food Industry Exhibition, Seoul

2021 서울국제식품기기전

2021 서울국제호텔&레스토랑기기전

2021 서울국제포장기기전

2021 서울국제안전기기전

2021 서울국제식품전 국내, 국제관

통합명칭

세부명칭

2021. 7. 27(화) ~ 30(금) / 4일간기간

2021. 7. 27(화) ~ 29(목) : 10:00 ~ 17:00(입장마감 16:30)

2021. 7. 30(금) : 10:00 ~ 15:00(입장마감 14:30)
개장시간

경기도 고양시 KINTEX 1전시장 2~4홀장소

18개국 / 400개사 / 800부스규모

주최

International Food Industry Exhibition, Seoul 2021

공동주최



Hall 2 ~ 3
서울국제식품기기전, 호텔&레스토랑기기전, 포장기기전, 안전기기전
식품가공기기, 주방가전, 가구용품,제과, 제빵기기, 단체급식, 식품위생기기,  
안전관련용품, 안전 바닥재, 주방기기, 요식기기,커피기기, 식품운송장비,  
도자기, 식기류, 기타 등 

Hall 3 ~ 4 
서울국제식품전 국내, 국제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금류, 유제품, 가공식품, 식품소재 / 첨가물,
건강기능 / 유기농, 음료 / 커피 / 차, 와인 / 주류, 간편대체식(HMR),
디저트 등

전시품목

International Food Industry Exhibition, Seoul 2021

제 1전시장
| Hall 2~3 |  서울국제식품기기전, 호텔&레스토랑기기전, 포장기기전, 안전기기전

| Hall 3~4 |  서울국제식품전 국내, 국제관



제5회 글로벌 식품 산업 컨퍼런스
The 5th Global Food Trend & Tech Conference 2021(GFTT 2021)
●    주제 : 삶의 가치를 높이는 푸드테크 트렌드
           The food for Life
●    일시 : 2021. 7. 27.(화), 10:00~17:00
●    장소 : 온라인 생중계(SEOUL FOOD 2021 유튜브 채널)
●    주최 : KOTRA

■ 프로그램
    기조연설 : 글로벌 식품소비 트렌드(혁신적 제품 소개)
    세션 1. Valuable Life
    세션 2. Green Life
    세션 3. Hometainment Life

컨퍼런스

International Food Industry Exhibition, Seoul 2021

시간 세션 주제 연사

10:00~10:30 30' Keynote 
Speech

Feed the Mind : The Evolution of Wellbeing  
(마음을 풍요롭게 : 웰빙의 진화)

멜라니 자노자 바텔름
민텔 글로벌 식품 분석가

10:30~12:00

20'

Session1
Valuable Life

Food as Medicine : 음식으로 건강 최적화
파르샤드 파니 마르바스티
애리조나 의과대학 피닉스 공공보건, 
예방 및 보건 증진 담당 겸 부교수

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약식동원 강병철  ㈜디이프 대표이사
20' 건강한 식단의 새로운 패러다임, 키토제닉 라이프 이형진  ㈜마이노멀컴퍼니 대표이사

3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 이정윤
다이닝미디어아시아 대표 & 콘텐츠디렉터

12:00~13:00 60' Lunch Break

13:00~13:40
20' Special 

Session
투자사 피칭 I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20' 투자사 피칭 II 공경율  ㈜푸드팡 대표이사

13:40~15:10

20'

Session2
Green Life

Clean Meat : The Future of Sustainable Protein
(클린미트 : 지속가능한 단백질의 미래) 폴샤피로  The Better Meat Co 대표

20' 친환경 포장재 개발 전략 및 적용 사례 안덕준  SPC팩 연구소 연구소장

20' Circular economy in F&B industry 
: Food Upcycling 민명준  ㈜리하베스트 대표이사

3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 이기원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교수

15:10~15:30 20' Coffee Break

15:30~17:00

20'
Session3

Hometainment
Life

The Evolution of Eating Occasion 
: 새롭게 해석하는 식사 패턴, 그리고 스내키피케이션

문경선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식품 
& 영양 부문 총괄 연구원

20' 유통업계에서 작은 푸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법 이문주  ㈜쿠캣 대표이사 
20' 라이브 커머스의 시대 이나영  우아한형제들 프러덕트 매니저
3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  김유경  푸드포커스 푸드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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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Consulting
●    기간 : 2021. 7. 27.(화) ~ 30.(금)
●    

 장소 : KINTEX 4홀 內 화상상담장
●    

 대상 : 해외 참가업체 / 초청 바이어 국내 수입벤더 및 바이어
●    목적 :  전시회 참가업체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국내 유통 바이어 상담회
●    기간 : 2021. 7. 27.(화) ~ 30.(금)
●    장소 : KINTEX 4홀 內 유통 바이어 상담회장 (4E903)
●    주최 : KOTRA
●    목적 : 전시회 참가업체 내수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바이어 1:1 상담회 개최

서울푸드 잡페어(SEOUL FOOD Job Fair)
●    운영기간
  - 입사지원 : 2021. 7. 5.(월) ~ 8. 6.(금)
  - 오프라인 : 2021. 7. 27.(화) ~ 2021. 7. 30.(금)
  - 온라인 : 2021. 7. 27.(화) ~ 2021. 8. 6.(금)
●    운영장소
  -오프라인 : KINTEX 화상상담장(제1전시장 5홀 옆)
  -온라인 : seoulfoodjob.kr

●    주요프로그램

비즈니스
프로그램

구분 내용

채용관 국내/해외 식품관련 기업
 (엔타스, 동경, 고피자, CJ프레시웨이 외 14개)

현장 
프로그램

취업컨설팅 취업상담

지문적성검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문적성검사 및 상담 

화상면접장 운영 1차 서류합격자들을 위한 화상 면접장



SEOUL FOOD 2021 Live-On
●    기 간 : 2021. 7. 27(화) ~ 30(금)
●    장 소 : KINTEX 4홀 內 라이브 스튜디오
●    내 용 :  SEOUL FOOD를 더 생생하게! 네이버 쇼핑 LIVE, 중국 왕홍 ,  

그리고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SEOUL FOOD Live-On’
●    세부 프로그램

부대행사

International Food Industry Exhibition, Seoul 2021

■ 주요 인플루언서

Akang Daniel
아캉다니엘

Rosakis
로카시스

Bung Korea
붕코리아

Xaviera Putri
사비에라 푸트리

Jessica Lee
제시카 리

Jeanette
지넷

■ 네이버 쇼핑 호스트 및 왕홍 LIVE 진행자

왕홍 LIVE
은지언니

네이버 쇼핑 
호스트 김유리

네이버 쇼핑 
호스트 김한별

네이버 쇼핑 
호스트 진아람

네이버 쇼핑 
호스트 목영은

네이버 쇼핑 
호스트 박아름

네이버 쇼핑 
호스트 써니

네이버 쇼핑LIVE 왕홍 LIVE 글로벌 인플루언서 LIVE

일정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11:00~11:30 ㈜승화푸드 ㈜진한식품
Rosakis Jessica Lee

11:30~12:00 ㈜초코사이버 ㈜이더멜라민
12:00~12:30

은지언니 은지언니

- -
12:30~13:00
13:00~13:30

아캉다니엘 Xaviera13:30~14:00

14:00~14:30 이앤에스㈜ ㈜상경에프앤비
- Jeanette

14:30~15:00 아미코젠㈜ ㈜농업회사법인아람농장

15:00~16:00 준비 및 휴식 준비 및 휴식 Bung Korea -

16:00~16:30 한국제다 ㈜티엠지홀딩스
- -

16:30~17:00 ㈜유앤아이엔젤스 한국마루코메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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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OOD 2021 아바타 원격 가이드 투어
•기간 : 2021. 7. 27(화) ~ 29(목)
•장소 : KINTEX 2, 3, 4홀 
•내용 :  전시관에 바이어 아바타(전문통역원)를 투입, 사전 예약한 해외바이어가 

원격으로 참가업체 부스를 방문하여 실시간 화상상담 진행

SEOUL FOOD AWARDS 2021
•기간 : 2021. 7. 27(화) 14:00
•장소 : KINTEX 4홀 內 어워즈 전시관 
•내용 :   4개 분야별 우수 제품 선정(Healing, Dessert, Innovation, Package)

*SEOUL FOOD AWARDS 2021 시상식은 2021. 7. 27(화) 14:00, 4홀 어워즈 전시관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부대행사

힐링

주식회사 에스와이솔루션 농부가 씨를 뿌린 고기 패티(대체육, 식물성 고기 패티)
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 전복해초무침 & 살로만전복(순살, 내장)
(주)알알이푸드 소풍
남동영농조합법인 슁켄하우스 슁켄 슈바인학센 & 코시롱 안심육포

이노베이션 
(식품)

상경 에프앤비 쿡짜요 만능소스 8종
고래미 주식회사 홍게살 크림 파스타 소스
(주)슈퍼내츄럴스 데일리프로틴 3종
참새방앗간 푸드 60초 송편 만들기 키트

기호식품

세화씨푸드(주) 장흥무산김으로 만든 김부각
농업회사법인(주)나은 과일시리얼
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 감말랭이
자연우리 가평잣 한과

수입식품
유한회사 시베리코리아 시베리허니수플레
(주)유앤아이엔젤스 돈시몬 착즙주스
한국 마루코메주식회사 동결건조 과립형 1인용 미소국

이노베이션(패키지) (주)지엘그레이프 종이올인원포장재

■ SEOUL FOOD AWARDS 2021 수상제품



전시장 내, 외부
특별 방역 소독

의료진 및 구급차
 현장 상주 및 지원

공조기 최대 가동
실내 공기 환기

주요 구역 소독기,
 열화상 카메라 설치

대면 및 대기시간 최소화
무인 등록 운영

현장등록, 매표자
출입자 명부 작성 필수

입장 전 발열 체크 및
에어샤워 전신 소독

전시장 입출구 별도운영 
및 동선 관리

ENTRANCE

EXIT

일정 간격 유지 관람
거리두기 관리  

칸막이 내 시음·시식하기 시음·시식 후 바로 마스크 착용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입장 시 출입증 바코드 스캔 시음·시식존 내 대화 금지 이용시간 1분 이내 이용

참관객 수 통제 및 
다중 밀집 유도 제한

철저한 전시장 방역 체계 구축1

참관객 입장 방역 강화2

안전한 전시 운영3

전시장 내 시음·시식존 운영 (위치 : 3A801, 3D900, 3E501, 3F201, 3F701, 4D903, 4F604) 4

참가사 & 참관객
마스크 필수 착용

min
1

※ 제품의 시음 및 시식은 반드시 ‘시음·시식존’ 내에서 진행해주세요! 

함께해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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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SEOUL FOOD 2021

(주)가이아농업회사법인 4A6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동환
(32912)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574-6 (덕암리), 
(주)가이아 농업회사법인
041-735-1910 / 041-736-1910
www.itsnow.co.kr
seea@hanmail.net
지금(복합 저염 조미료), 지금(저염 고추장)

강산농원영농조합법인 4C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새롬, 김영민
(59450)
전남 보성군 웅치면 대산길 7 (중산리), 강산농원
02-3661-8388 / 02-6455-2930
www.gsfarm.net
gsfarmnet@naver.com
보성 녹차 콤부차, 발효식초, 식사 대용 곡물쉐이크, 
티백차, 기능성 환, 식물추출 발효액, 이유식 육수팩, 
이너뷰티 음료

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3F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황의욱
(41566)
대구 북구 대학로 80 (산격동,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002호
053-950-7385 / 053-950-7386
www.khbc.or.kr
mjpark1124@knu.ac.kr
기관홍보, 제품홍보(소스류, 식음류)

경상북도청 3D5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경창
(37687)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용흥동, 용흥중학교),
환동해지역본부
054-880-7712 / 054-246-9057

jhc9000@korea.kr
수산물 가공식품

경일식품 4B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규섭
(38558)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읍천2길 10 (읍천리), 경일식품
053-856-6724 / 053-856-9172
kyungilfood.com
kihong98@naver.com
쌀조청, 미니쌀조청, 생강조청

고래미(주) 3E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정진
(10858)
경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541-19 (축현리), 고래미
031-904-8876 / 031-904-8870
www.goremipro.com
chkim@goremi.co.kr
・와사비류 : 타코와사비 소라와사비 등 ・대게장류 : 가니미소 붉은대게 
딱지장 등 ・진미류 : 멍게고노와다, 고노와다 등 ・원팩류 : 바지락술찜  
간장새우장 양념꼬막장 등 ・횟감류 : 고등어초절임, 참치다다끼, 자숙
문어다리 등 ・조림류 : 알을품은한치(코모치야리이까), 참치알조림 등  
・파우더류 : 모찌리도후파우더 등 ・어란류 : 날치알, 숭어어란(보타르가) 등  
・해초류 : 모즈쿠(큰실말) ・소스류 : 홍게살크림소스, 로제소스 등  
・밀키트 : 마라새우, 양념꽃게무침, 민어매운탕, 연포탕 등 ・밀솔루션 : 
모둠해물탕, 나가사끼짬뽕탕 등 ・구이류 : 메로구이, 자숙오징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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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고려전통식품 4B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고훈국
(57390)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길 154-15 (유천리), 고려전통식품
061-383-6209 / 061-381-0998
www.ksdo.co.kr
ksdo7086@daum.net@daum.net
기순도 딸기고추장, 기순도 전통쌀식혜, 
기순도 김치전

(주)고수록식품 4A5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근준
(33605)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인로1117번길 1 (칠지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고수록 식품
041-952-9330 / 041-952-9331

gosufood@hanmail.net
생모시절편, 백앙금절편, 송편, 두텁떡, 모시 찹쌀떡

고창군청 4D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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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srlf123@korea.kr
고창복분자 가공식품(주류, 음료, 캔디, 제과 등), 
신선농산물, 일반 가공식품 전반(Agricultural 
Products. Processed Foods. etc.)

농업회사법인 곤충킹 주식회사 4C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순철
(10517)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9 (행신동), 1층
031-972-3737 / 054-219-7632

Bugsking68@naver.com
건조고소애, 고소애분말, 건조귀뚜라미

공덕농협축농산물가공사업소 4A5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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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주)광양주조공사 3F4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종현
(5776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예구8길 13-4 (덕례리), 광양 공장
061-763-0025 / 061-762-5550
gyjujo.com
kyjujo@naver.com
광양 생 막걸리 골드, 야황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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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식품 4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형려
(12128)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 265 (용정리), (주)광진식품
031-575-7374 / 031-575-7371
www.kwangjinfood.com
kjfood1999@naver.com
떡국, 밀떡볶이, 건쌀떡등의 떡류 냉면, 쫄면, 
수제비 등의 면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3E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채행석
(54065)
전북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운회리,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063-454-5256 / 063-454-5259

pjs1364@korea.kr
물엿류, 잼류, 소스류, 차류 등

주식회사 굿마인드 4B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창근, 박유석
(5730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산단5로 12 (삼만리), 시루조아
070-4065-8285 / 070-4090-8285
www.sirujoa.com
goodmind222@naver.com
굳지않는 앙금절편, 밥알식감 절구떡, 
발효숙성 설기떡

(주)그래미 4D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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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808 - 발명특허를 받은 여명808은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 
이며 식물성 원료를 엄선하여 건강에 유익하며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웰빙 제품입니다. 여명1004 - 여명808의 효능을 배가하여 만든 제품으로 
단 한방에 숙취를 해소합니다. 다미나909 - 세계 10개국에서 특허받은  
건강에 좋은 다미나909는 식물성 원료를 엄선하여 건강에 유익하며 첨가제 
를 사용하지 않은 웰빙 제품입니다. 천연양념 그래미 육향 그래미 육향은 
마늘, 생강, 감초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자연 친화적인 건강양념입니다.

그린원푸드 4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의순
(12032)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72번길 14-9 (가곡리), 14-9
070-7633-9300 / 02-6442-4412
http://g1f.kr/
f3381795@naver.com
유기농떡쌀과자 : 
한국산 100% 유기농 원재료(주재료+부재료)만 사용한 
쌀떡과자는 유기농쌀을 자체 떡공장에서 떡을 만들어  
건조기가 아닌 자연풍으로 말린 자연 그대로의 제조방식
으로 수분함유량 조절로 퍼핑시 질감과 맛을 살리고 영양
소의 보존도를 높였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4E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종태
(61958)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기획파트
062-611-2213 / 062-611-2209
www.foodshow.kr
food@foodshow.kr
2021 광주미래식품전, 11월 4일(목) ~ 7일(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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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맥아식품 3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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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숫가루, 선식 등

주식회사 꽃담에프앤씨 4E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미경
(11136)
경기 포천시 신북면 깊이울로 118 (심곡리), 꽃담청
031-532-1222

cotcha@naver.com
꽃과 과일 허브를 블랜딩한 프리미엄 수제청, 
장미청, 팬지청, 장미라즈베리청, 팬지블루베리청, 
메리골드자몽, 국화사과, 장미크림꿀, 팬지블루베리
크림꿀 외

농업회사법인㈜나은 4A2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동철
(42709)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55 (신당동, 일신테크노밸리), 408
053-642-6300 / 053-642-6301
sweetgoback.com
mommoya0401@naver.com
과일착즙주스, 과일시리얼, 과일쿠키, 과일차

(주)남광식품 3D6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선자
(49467)
부산 사하구 장평로132번길 7 (장림동), (주)남광식품
051-6412-9821 / 051-262-0765
www.namkwangfd.koreasme.com
namkwangfood@naver.com
조미김, 마른김, 스낵김, 자반볶음, 구운김, 
건미역 등

남천영농조합법인 4C5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순자
(27203)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450 (양화리), 0
043-644-3382 / 043-643-3375
cpmg.kr
cpmg3375@naver.com
산삼흑마늘진액, 흑마늘진액, 발효흑마늘 參30, 
청풍의달 43/52

농업회사법인㈜네이처오다 4A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변동훈
(31443)
충남 아산시 음봉면 고룡산로 104 (산정리), 네이처오다
041-1566-6518
www.natureoda.com
natureoda@gmail.com
달칩 초코샌드, 달칩 현미, 달칩 서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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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논밭 3E3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범준
(05355)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길동, 강동그린타워), 9층 945호
0507-1402-6676

nonbat67@naver.com
비건그래놀라(시나몬, 말차, 초콜릿)

농업회사법인누룩공방배나무실(주) 4B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소영
(1040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율천로7번길 12 (정발산동), 
1f 누룩공방 배나무실
031-902-4992
www.baenamusil.com
mutjinyoung@daum.net
유기농 쌀누룩요거트, 미미유 찹쌀 요거트, 
유기농 쌀누룩 소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모 3F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승준
(37309)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135 (용기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모
054-862-5111 / 054-862-5333
www.damofood.net
damo725@naver.com
김치

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 3D3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양희문
(59108)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95 (죽청리), 다시마전복
수산영어조합법인
061-552-5022 / 061-552-2234
dashimachonbok.com/
ysy5022@naver.com
냉동전복, 살로만전복, 다시마전복장, 전복젓갈, 
전복해초무침, 전복고추장비빔, 전복간장비빔, 
전복스테이크, 조미반건조절편전복, 아이러브전복, 
전복장, 전복캔

(주)달구지푸드 4A2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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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H&F 4C5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임숙
(27159)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2로 16 (왕암동), 대보 H&F
043-647-2236 / 043--
www.jcherb.com
ntt2321@hanmail.net
쌍화차재료, 십전대보차재료, 쌍감차, 기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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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식품 4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학송
(12035)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360번길 22-35 (가곡리), 
대양식품
031-576-5826 / 031-624-5827
www.matgim.co.kr
gkrthd20@hanmail.net
김

(주)대조에프앤비 4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성재
(12189)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지현2길 13 (월산리), 
대조에프앤비
031-559-2633 / 031-559-2636
https://smartstore.naver.com/djfnb
daejofnb@naver.com
한국 전통 간식-전병 과자 사이에 크림이 들어간 -
샌드웨이퍼 달고나캔디, 허브캔디, 자일리톨캔디,
롤리팝캔디

(주)대호식품 3D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경출
(12774)
경기 광주시 오포읍 수렁개길 31 (문형리), (주)대호식품
031-768-4330 / 031-768-4332
www.daehofood.co.kr
daeho2015@naver.com
음료파우더, 음료베이스, 액상음료

농업회사법인대흥(주) 3E7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태익
(38441)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부길 180 (북리), 북리 532-2
053-811-5158 / 053-811-8247
www.alalri.co.kr
coalalri@daum.net
생생대추슬라이스, 대추즙, 대추농축액, 
대추초코렛, 건조과일 등

(주)더원네이처 4C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장문
(11160)
경기 포천시 송선로 219-47 (설운동), 본사 2층
031-543-9317 / 031-543-9310
www.theonenature.com
theonenature@naver.com
살균식품원료와 농산물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로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복합살균공법(CBST)으로 대장균 
및 금속성이물로부터 안전한 분말식품원료를 주력 
으로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살균 후에  
원물 고유의 색상을 최대한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 
하여 안전하고 차별화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메테르팜앤팜 4E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영우
(5487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 
(중동, 한국농수산대학), 창업보육센터 114호
010-4021-6225 / 063-453-6224

farmdemeter@naver.com
[케어드링크 에센베르] 딥나잇 스트레스, 숙면 케어
드링크, 테아닌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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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만쥬 3F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고덕종
(14519)
경기 부천시 수도로 88-38 (도당동), 2층 델리만쥬
02-430-7171 / 032-671-9590
delimanjoo.co.kr
tyeon03@naver.com
크리스피팝, 쌀호두과자, 밥팝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 3F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양인수
(57610)
전남 구례군 광의면 매천로 400 (방광리, 도울바이오푸드),
도울
061-782-4887 / 061-783-4887
www.dowul.com
dowul@tolstory.co.kr
시리얼, 스낵류, 유아어린이용과자

농업회사법인(주)돋움 3E8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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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식품 4B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용택
(17042)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35 (유방동, 동성식품), 
동성식품
02-415-8091 / 02-415-8849
www.dongsungfoods.co.kr
jslee1@dsfoods.co.kr
치즈떡볶이, 바다속떡이야기, 우리밀 증숙면

(주)동양식품 3D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미라
(46757)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62로 19 (송정동), 
주식회사 동양식품
051-265-6307 / 051-972-6305
dyfoodcompany.com/
dongyangmook@hanmail.net
면곤약, 밥곤약, 곤약묵 등

동화푸드 3D3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지연
(24899)
강원 속초시 농공단지2길 16-11 (대포동), 동화푸드
033-0944-6610 / 033-635-5563
http://www.omani.co.kr
ljy6622@naver.com
오마니 젓갈(명태회, 명란, 낙지젓, 오징어젓, 비빔젓갈, 
가자미식해, 창난 등) 오마니 쭈꾸미볶음, 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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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레방식품 3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진칠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81-73 (정장리, 두레방식품),
(주)두레방식품
055-941-0300 / 055-941-0302
www.durebang.co.kr
drb@drb.co.kr
청국장, 양념청국장,식혜메이킹(티백제품), 참기름, 
들기름, 청국장캔, 볶음김치캔, 김치찌개캔

농업회사법인(주)두리두리 4B4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상현
(32925)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2길 45, (주)두리두리
031-711-9032 / 031-711-9042
www.dooridoori.co.kr
dooricoco@hanmail.net
즉석복원 비빔밥,라면밥, 분말식사대용식, 
기타 곡류가공품

농업회사법인㈜들애초 3D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의식
(25366)
강원 평창군 방림면 들모고개길 11 (운교리), 들애초농산
033-333-6200 / 033-333-1935
drecho.co.kr
choiboston@naver.com
한식간장 절임 장아찌, 간편 건나물, 
간편 즉석국 등

농업회사법인㈜디자인농부 4C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요섬
(548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1-130 (도도동), 디자인농부
063-542-5328 / 063-542-5322
www.designnongboo.com
nongboo66@gmail.com
선식류(미숫가루, 콩가루, 팥가루), 
차류(보리차, 돼지감자차, 팥차)

(주)라이스클레이 4A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민제원
(11905)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459번길 29 (사노동), 라이스클레이
031-562-1286 / 031-558-1286
www.riceclay.com
mall@riceclay.com
쌀이랑놀자 쿠킹박스, 간단 쌀디저트 쿠킹박스, 
그대로 설기가루

라이스팩토리 에이치9인터네셔널 4A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용준
(13201)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상대원동, 성남우림 
라이온스밸리5차), B동 1401-A호
031-750-0489 / 031-750-0488
www.h9int.com
h9@h9int.com
라이스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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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오네 4A9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양군열
(21653)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45 (논현동), 
태성프라자 403-12호
070-8717-2222 / 070-8717-2222
www.showmethekimchi.com
leone21ad@gmail.com
쇼미더김치 리얼 김치 시즈닝

레인보우팜 ㈜ 농업회사법인 4D7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류정희
(58275)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동수동, 전라남도 바이오 
산업 진흥원), 기업지원동 202호
061-335-0021 / 070-8299-2020
njrainbow.modoo.at
rainbowfarm21@naver.com
나주배쌀빵, 유기농현미쌀과자

(주)로렌츄컴퍼니 3E3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추세은
(05355)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길동, 강동그린타워), 9층
070-8845-2848 / 02-111-1111
www.choopermarket.com
ceo@choopermarket.com
- 무알콜와인음료 (쌍화뱅쇼,복숭아 샹그리아) : 
1% 미만 무알콜 와인 음료 한국형 원료인 한약사가 
조제한 쌍화액기스가 들어간 쌍화뱅쇼 및 한국의 
의성복숭아가 들어간 샹그리아 
- 생초콜릿

(주)로크 3D9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근하
(17854)
경기 평택시 비전5로 20-44 (비전동), 501호
031-657-5579 / 031-657-1279
www.baoshop.kr
jrhead@naver.com
머슬만주 4종, 비건카레

농업회사법인 리뉴얼라이프㈜ 4A5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익순
(12544)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816-3 (옥현리)
031-772-7200 / 031-775-0132
www.renewallife.com
help@renewallife,com
또또맘 유기농 쌀떡과자 5종, 또또맘 유기농 라이스 
스틱 3종, 또또맘 라이스 퍼프 5종, 또또맘 리얼퍼핑
스낵 3종

림스상사 4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석호
(12187)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87-18 (녹촌리), 림스상사
031-593-4250 / 031-591-4251
www.limschicken.co.kr
limsceo@hotmail.com
림스홍삼치킨, 림스인삼치킨, 림스오리지날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2021 + 서울국제식품전

20SEOUL FOOD 2021

(주)마블러스푸드 3D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현덕
(08395)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 107길 22
02-804-3777 / 02-804-3778
http://www.marblusfood.co.kr
marblus@hanmail.net
소고기양념스테이크, 돼지고기양념스테이크

모양맛김 4D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준희
(33499)
충남 보령시 남포면 대야실2길 59 (제석리), 모양맛김
041-936-7048 / 041-932-7048
www.moyanggim.com
wnsl1040@naver.com
- 새싹보리 간장김 
- 대천김국
- 바삭하게 구운 대천김

몸엔용바이오농업회사법인㈜ 3D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안종호
(2813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414 (석성리), 
녹용가공센터
043-9471-4341 / 043-216-4345
www.momnyoung.com
nihao@momnyoung.com
녹용가공품(몸엔용, 힘엔용, 미엔용, 키엔용)

문장대천마농원식품 3E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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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가공품, 돼지감자가공품

(주)미담에프엠 4A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미혜
(27676)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153번길 91 (삼정리), .
043-881-2133 / 043-881-2135
www.meedamfm.com
admin@meedamfm.com
조미식품 및 식품첨가물

농업회사법인㈜미라실 4C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장원
(27321)
충북 충주시 동량면 미라실로 772-45(지동리)
043-857-3838 / 043-842-3636
http://www.mirasilwolf.com
mirasil-wolf@hanmail.net
*블루베리 와인 스윗트, 750ml, 375ml
*블루베리 와인 드라이, 750ml, 375ml
*센츄리 골드 화이트 와인, 750ml, 375ml
*애플와인, 750ml
*살구 와인, 37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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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송웰푸드 4C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옥
(27688)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178-4 (용산리), 미송웰푸드
043-872-2592 / 043-872-2529

biz@misongwellfood.com
국내산 감자펠렛(감자맛, 양파맛, 자색고구마맛), 
감자전분으로 만든 과자

(주)미쓰리 3F8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경진
(12729)
경기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 54 (신월리), 주식회사 미쓰리
031-767-4516 / 031-797-5249
www.missleefood.com
missleefood@naver.com
떡볶이 소스, 멸치만능육수 팩, 
치즈컵떡볶이(냉동), 요리분말 소스 등

㈜미트코리아 4C7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호혁
(38902)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7 (삼포리), 
(주)미트코리아
054-336-2929 / 054-335-0039
meatkorea.co.kr
meatkorea1@gmail.com
막창, 건강도시락, 다양한 hmr 제품군

밀알복지재단 3E2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정길
(06349)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수서동, 한울오피스텔), 
밀알복지재단
070-8708-9690 / 02-3411-4779
www.miral.org
jsyoon@miral.org
사회공헌 캠페인(2021 서울푸드와 밀알복지재단이 
함께하는 자상한 식품 기부1004 캠페인)

(주)바이오에스에이앤 3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기범
(52222)
경남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21-3 (산청리), 17호
02-6013-3100 / 02-6013-3100
biosan.kr
nagaja27@naver.com
지리산초보감

㈜ 밥닥 4B4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황태일
(5481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69,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408-2
063-1855-3151
bapdak.co.kr
bapdak@naver.com
닭날개볶음밥, 순살닭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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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화수산 3D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양언
(49277)
부산 서구 원양로 1 (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B동 202호
051-243-8833 / 051-244-8855

bhss8215@naver.com
꽃게, 문어, 골뱅이 등

보령누룽지과자 3F5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정윤
(33459)
충남 보령시 대해로 70-13 (궁촌동), 보령누룽지과자
041-934-8709 / 041-934-8512
www.nurungz.com
osh170511@gmail.com
마시머시누룽지과자, 보령누룽지과자(현미, 보리)

복을만드는사람들(주)농업회사법인 4B4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은우
(5232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98-11 (화심리), 
복을만드는사람들
055-884-2252 / 055-884-2253
www.1145.co.kr
hdsfood@daum.net
전자렌지 3분조리하여 간편하게 취식가능한 냉동 
김밥과 비건식 냉동김밥 대롱치즈스틱 불고기,  
닭갈비, 베이컨포테이토, 고구마콘 등 다양한 요리가 
들어간 대형 치즈스틱

농업회사법인봉동생강마을(주) 4E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도성진
(55331)
전북 완주군 봉동읍 서정길 106 (구미리), 봉동생강마을
063-263-3353 / 063-263-3354
www.gingervill.com/
gingervillage@naver.com
생강차, 편강, 엑기스

(주)부광에프엔지 3D6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충근
(49277)
부산 서구 원양로 1 (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B동 601호 602호
051-201-3001 / 051-980-5009
www.bukwangfng.co.kr
bk254@naver.com
고등어, 삼치 및 기타 어류 필렛 제품, 생선 구이 
HMR 류 외 다수

빅마마씨푸드(주) 3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원주
(53000)
경남 통영시 도산면 평리길 4-67 
(도선리, 빅마마씨푸드(주)), 빅마마씨푸드
055-646-3979 / 051-980-6544
www.bigmamafood.co.kr
bigmamafood@naver.com
1. 깊은 국물 맛을 내는 해통령 다시팩 
2. 자연에서 가져온 해통령 천연조미료 
3. 원재료를 절단하여 단시간에 풍성한 국물 맛을 
내는 해통령 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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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막와이너리 4D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안성분
(29127)
충북 영동군 영동읍 산막골길 31-45 (주곡리), 
산막와이너리
043-745-3888 / 043-745-3889
www.sanmacwine.com
sanmacwine@naver.com
직접 농사지어 양조한 와인

(주)삼영유니텍 3E7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경일
(54576)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9길 83 (흥암리), (주)
삼영유니텍
063-723-3399 / 070-8277-0737
sandane.co.kr/
sandane@sammach.co.kr
1) 새싹보리분말(스틱, 용기, 파우치) 
2) 새싹귀리분말(스틱, 용기) 
3) 새싹땅콩분말(스틱, 파우치) 
4) 천연조미료 10종(멸치, 다시마, 홍합, 새우, 표고
버섯, 생강, 비트, 대파, 당근, 파슬리)

(주)삼진씨앤에프 4B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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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son@samjin.net
미니프레첼, 미니믹스, X-5초콜릿바 등

(주)상경에프앤비 4A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광희
(33011)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100 (동산리), 
주식회사 상경에프앤비
041-741-3312 / 041-742-3310
funtable.co.kr/
skfnb1985@naver.com
소스 및 기타가공품류·곡류가공품류(시즈닝/파우다/
염지제), 간편식(HMR, 밀키트), 기타가공식품

서귀포우정영농조합법인 4C9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오동석
(635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115번길 31 (토평동), 
토평동 3282-1
064-733-0693 / 064-762-5201
OLLEONE.CO.KR
olleone@naver.com
올레원한라봉, 올레원감귤, 올레원풋귤, 
스노우만다린스낵

(주)서라벌푸드 4A2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준수
(41750)
대구시 서구 가르뱅이로16길 16-9, (상리동)
053-383-7273 / 053-289-3380
www.seolabolfood.com
0317davin@hanmail.net
오븐에 초벌한 돼지막창, 오븐에 초벌한 소막창 숙성
돼지막창 숙성 소막창 
a. 팬용 : 양념닭발 / 양념막창 / 양념곱창 
b. 전자레인지용 : 양념닭발 / 양념막창 / 양념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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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식연 4A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충환
(13516)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분당테크노파크 D동 309호
031-704-4927 / 031-703-4920
www.seoulfoodrnd.com/
wonjongyu@seoulfoodrnd.com
식품 선도유지제 및 살균소독제 서울식연은 인류의 건강한 삶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친환경 살균소독제
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식중독과 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살균소독제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주)선해수산 3D7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심의헌
(12784)
경기 광주시 광남안로 39-12 (태전동), 선해수산
031-763-0845 / 031-769-2188
www.sunhae.co.kr
gtrade@sunhae.co.kr
피쉬팝(명태 안주 스낵), 델리황(황태 스낵), 
별미레 즉석반찬, 햇구어 즉석 생선구이, 김, 
천연조미료, 미역 등

성찬식품 3F4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병찬
(11025)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61 (전곡리), 
(전곡리 430-24)
031-835-1704 / 031-835-0596
www.sungchan.co.kr
sungchan1979@hanmail.net
누룽지, 누룽지스낵

세화씨푸드(주) 3D3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배기일
(46260)
부산 금정구 회천로26번길 31 (회동동, 세화씨푸드), 
세화씨푸드(주)
051-527-3871 / 051-527-3874
www.sewhaseafood.com
sayori105@sewhaseafood.com
1.장흥무산김으로 만든 김부각  2.김앤김 아몬드 
3.김앤김 현미  4.김앤김 멸치  5.세화 구운 김밥김 
6.세화 재래김  7.세화 돌김  8.기타 선물세트 등

소백산아래 4D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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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각(스낵)

어업회사법인솔트바이오(주) 4A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미경
(10095)
경기 김포시 금파로 171-37 (사우동), 솔트바이오
02-2282-0107 / 02-2282-0128
www.sbhmudsalt.com
sbhmudsalt@saltbio.com
천일염, 가공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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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수복 주식회사 4D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미
(59725)
전남 여수시 덕충동 1754, 4층 404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1-7980 / 032-451-8002
subok.co.kr
7974ym@7974ym@naver.com
구증구포 흑도라지정과, 구증구포 흑도라지티백, 
구증구포 흑도라지젤리

순참쑥영농조합법인 3F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희식
(631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항서7길 5-5 (도두일동), 
순참쑥영농조합법인
064-724-2533 / 064-723-4999
www.귤이랑.com
pokgam@naver.com
한라봉과즐, 감귤과즐

슁켄하우스 3E7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현성웅
(635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139번길 41 
(토평동), 1
064-767-4822 / 064-764-4821
schinkenhaus.co.kr
namdong4820@hanmail.net
슈바인학센, 소시지, 햄, 육포

(주)슈퍼내츄럴스 4D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우경진
(22773)
인천 서구 건지로121번길 43-3 (석남동), 2층
02-1544-6903 / 02-6280-7005
http://www.super-drops.com/
supernaturalscompany@gmail.com
(주)슈퍼내츄럴스는 혁신적인 기능성음료 제조회사입니다. 다년간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통하여 인체의 유익한 시너지를 고려한 배합을  
원칙으로 자연적이고 건강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기능성 음료베이스 - 물에 타먹는액상 비타민 & 비타민워터 
베이스 비타 드롭스 4종(스포츠부스트/에너지부스트/아쿠아부스트/
콜라겐부스트), 우유에 타먹는 비타민D 밀크믹스 (바나나맛, 딸기맛)/
액상 콜라겐 인어공주 피쉬콜라겐 다이어트 오일 - 곰돌이 MCT오일 
숙취해소제- 음주동반자 데일리프로틴- 뉴트라캔

(주)승인식품 3D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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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fd02@hanmail.net
최순희 전통명장이 만든 참기름, 들기름, 볶은 참깨

농업회사법인(주) 승화푸드 3D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분남
(11168)
경기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113-23 (방축리), 승화푸드
02-907-6041 / 02-907-6045
www.seunghwa.net
seunghwafood@naver.com
밀키트, 가정식 대체식품, 한식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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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시베리코리아 4F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BLANK ANDRIY
(06197)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38 (대치동), 787호
070-4603-2818 / -
siberry.co.kr
siberry.korea@gmail.com
차가버섯 추출물, 허니수플레, 잣 초콜릿

재단법인 식품안전상생협회 3E7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은석
(08278)
서울 구로구 경인로 518 (구로동, CJ공장), 2층 재단법인 
식품안전상생협회
02-6224-0800 / 02-6224-0803
www.cfs.or.kr
cfs@cfs.or.kr
(재)식품안전상생협회는 CJ제일제당에서 설립한 공익
법인으로, 중소 식품기업의 식품안전관리 활동을 무상
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식품저널 4E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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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B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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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향신료(겨자분, 겨자
씨드), 식물유래 바닐린, 단백질 결합 효소제 TG - 
EB3, 건조필름배지 MC Media Pad(구 사니타군), 
바닐라(빈, 씨드, 추출물), 오메가-3 지방산, 유화/
결착제 돈단백 분말, 글리신, 사과산, 식물성크림분말, 
탈지대두분말

신화당제과 4A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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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드 3D3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혜라
(46073)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6번길 58 (대라리), 2층
051-721-0430 / 0507-951-1593
www.welovesead.com
welovesead1965@gmail.com
미역,다시마,미역귀, 톳, 미역수프, 
미역페스토 하트미역 건해조류, 기타해조류,
해조류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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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앤지 4C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승범
(17037)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13 (초부리), 
주식회사 씨앤지
031-321-3494 / 031-321-3493
www.chocohealth.co.kr
dkfbean@daum.net
씨앤지에서는 With chocolate Go global이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다양한 형태와 맛의 초콜릿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씨앤지의 부스에
서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빈투바초콜릿, 무설탕 초콜릿, 코팅볼초콜릿 
등, 씨앤지 자체 브랜드[초코헬스, 카카오리퍼블릭, 갓세]의 제품들과 
OEM, ODM 제품들의 전시와 새로운 OEM, ODM 협력사 발굴,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초콜릿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씨에스에프(주) 4B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동현
(47905)
부산 동래구 연안로58번길 7 (안락동), 씨에스에프(주)
051-531-8276 / 051-531-8277
www.csfood.co.kr
csfssm@csfood.com
발사믹식초, D+ 발사믹식초, 유기농 레드 와인식초, 
화이트 와인식초, 적포도발효농축액, 탈지땅콩분말,  
땅콩분태, 땅콩반태, 땅콩분말, 검은깨페이스트,  
땅콩버터, ISP 코코넛크림파우더, 이산화규소 밀글
루텐 소맥전분, 에리스리톨 함수포도당, D-자일로스, 
말토덱스트린 트레할로스 BCAA

(주)씨엔제이솔루션 4B9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종수
(05854)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동,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 B-615
02-6246-0556 / 02-6246-0557
http://www.eco-queen.co.kr
cjsolution@hanmail.net@cjsolution@hanmail.net
올리고당 효소류, 캔딜필터, 실험실용 꼬마 농축기

(주)아라움 3F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미선
(59621)
전남 여수시 망양로 506-16 (오천동, 아라움), 아라움
061-653-1400 / 061-653-1450
arawoom.com
sales12@arawoom.com
바삭한천하장사, 떡볶이맛오뎅튀김, 크리스피오징어, 
크리스피치킨

농업회사법인 아람농장 주식회사 4E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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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ramfarm.co.kr
lsk@aramfarm.co.kr
아람드리 과일음료, 호박이넝쿨째, 
아람팜 건강즙 시리즈, 자연그대로 시리즈

아로마라인 주식회사 4B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동현
(132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34 (상대원동, SK아파트형
공장), 413호 아로마라인 주식회사
031-734-7744 / 031-734-7747
http://www.aromaline.com/
csfedh@csfood.com
식품향료(커피용 향료, 시럽용 향료, 제빵용 향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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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코젠(주) 3E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용철
(13488)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 
파크), C동 602호 아미코젠
070-4266-9002 / 031-628-0980
www.amicogen.com
ymjoe@amicogen.com
건강기능식품소재 및 건강소재(N-아세틸글루코사민, 그린엔에이지-
에스, GT콜라겐, 피쉬콜라겐, 콜라겐트리펩-20(CTP20), 롱펩콜라겐
펩타이드, 키토올리고당, 피니톨, 캐롭추출분말-DCI, 굿밸런스곡물 
발효효소, 혼합곡물효소, 큐어자임-LAC, (귀리, 현미, 보리, 대두,  
렌틸콩)개별곡물발효효소, 꽃송이버섯분말, 엘라스틴펩타이드, 엔도락
(BP-2), 큐어자임-ACE(숙취해소소재), 죽염, 키크린, 산호칼슘, 인삼
추출분말-CK, 케이뉴트라 브랜드 완제품, OEM/ODM

(주)알알이푸드 4B6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지영
(40007)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소길 192-3 (소성리), 소성리
054-931-1130 / 054-932-0110
www.알알이.com
judge1220@naver.com
쌀고추장, 미숫가루 등

(주)양명 3D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규봉
(17383)
경기 이천시 마장면 둔터로 38 (장암리), (주)양명
031-637-5481 / 031-637-5484
ym-kr.com/
ym@ym-kr.com
조미김류

양생발효식품 이재금연구소 4C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재금
(27126)
충북 제천시 송학면 흑석무도로14길 66-2 (무도리)
010-5042-1243

ljk42@hanmail.net
흑도라지청, 도라지 정과, 도라지 감주

(주)에스와이솔루션 청주지사 3D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서영
(287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48 (서운동), 1-3F
070-4281-7300 / 070-4042-7380
meatchange.com
syp@kktong.co.kr
대체육(식물성 고기)

(주)에스제이코레 3E9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상우, 노기선
(39153)
경북 구미시 고아읍 대평길 196-11, 에스제이코레
070-4652-5582 / 054-8233-9806
www.kukdduk.com
sales0@kukdduk.com
냉동떡볶이, 컵볶이, 팬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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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치엔케이 4A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윤석
(632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로 22 (이도이동, 현 파크빌), 
현파크빌 301호
070-8751-8489 / 064-900-2189
www.hnkcorp.com
sehan@hnkcorp.com
아베베 유기농 어린이 김, 제주감귤과자

(N&b food) 엔앤비푸드 3E3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훈
(18559)
경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658 (주곡리), 119호
031-351-7894
www.nnbfood.com
vlvl2009@naver.com
세이버리 견과스낵, 단백질 베이커리

(주)엔초이스 4A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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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hice4956@hanmail.net
15곡건강참마밀, 은행마죽, 버섯더덕마죽, 호박마죽,  
결명자검은콩마죽, 쌀눈아몬드율무마차, 백미누룽지,  
현미누룽지, 메밀누룽지, 곤드레누룽지, 들기름, 참기름

(주)엔푸드 4D7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의석
(2812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6 (각리), (주)엔푸드
043-217-1772 / 043-217-1775
http://adetime.co.kr
nfood101@gmail.com
콜라겐젤리 
1. 퀸즈초이스 
2. 레알숙성the흑도라지플러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엘에치농산 4C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하인선
(23048)
인천 강화군 길상면 까치골길 110 (길직리), 농업회사법인 
(주)엘에이치농산
032-937-9334 / 032-714-3267
lhnongsan.com
lhnongsan@naver.com
(고유푸드) 저온숙성발효 약선 명이 장아찌 / 수제  
마늘쫑 장아찌 / 수제 대파장아찌 / 수제 쪽파장아찌 /  
수제 청량고추장아찌 / 저온숙성 ,농축 써니청- N1매실 /  
N2토마토 / N3자몽 / N4레몬 / N5오디 / N6산딸기

농업회사법인(주)엠브이푸드 3D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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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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씨푸드 4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금숙
(12048)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163 (오남리), 
영동씨푸드(주)
031-576-6858 / 031-577-6862
www.ydseafood.co.kr
ydseafood@hanmail.net
하와이안 새우 등

(주)영의정 4A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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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4E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인정
(54100)
전북 군산시 수송2길 10 (수송동), 201호
063-468-8948 / 063-466-8946
younginbio.com/
younginbio@naver.com
영인바이오는 지역 상생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만들어 진 후 소셜벤처 
기업, 농림축산부 예비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농어업 생산자와  
직접 연결하여 지역의 올바른 식재료를 가지고 정직한 제품을 만든다는  
경영이념 아래 전통식품의 발효공법을 기반으로 식품사업과 펫푸드 사업의 
경영에 매진 '셰프의장' 세계가 인정한 최인선 셰프의 레시피의 소금 대신  
함초를 사용한 순살게장, 새우장, 연어장 등 절임식품 '쓰담쓰담' 사람과  
반려동물이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흰찰쌀보리와 저분자  
펩타이드 콜라겐을 주원료인 반려동물 영양제와 간식

농업회사법인 영주마실푸드엔헬스㈜ 4D8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미숙
(36046)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839 (하촌리), .
054-635-1083 / 0303-0943-7416
www.yjmasil.com
yjm0501@hanmail.net
착즙주스, 농축액, 사과칩 등

농업회사법인 (주)영풍 4B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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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es@ypfoods.co.kr
요뽀끼 컵라볶이(매콤달콤, 치즈, 화끈, 김치)

영흥식품(주) 4B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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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소스, 스낵, 씨리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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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예천어무이참기름 3D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송재근
(36815)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86 (미호리), 
예천어무이참기름
054-652-0069 / 054-652-0677
www.omui.co.kr
yujeong9478@hanmail.net
참기름, 들기름·생들기름

(주)오가닉위드 4C7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희정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금락리, 대구가톨릭
대학교), 최요한관 B105
070-4114-5766 / 070-4114-5766
organicwith.com
owith7979@naver.com
요미큐 젤리, 요미큐 유산균 아연젤리

주식회사 오그래 농업회사법인 4D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종현
(40039)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2길 40-15(유월리)
054-956-7272 / 054-956-7274
http://www.ograe.co.kr
ograe@ograe.co.kr
잇더 현미그래놀라(레드, 그린, 브라운)
오!그래 그래놀라가 좋아(카카오, 아몬드, 딸기, 
후르츠, 녹차)

오성시스템 4A2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화춘 외 1명
(43023)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5길 17 (상리), 
오성시스템
053-581-6363 / 053-581-6358
www.packing21.com
5816363@daum.net
로타리자동포장기, 조합식계량기

와이바이오틱 3E3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신윤걸
(05355)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길동, 강동그린타워), 
9층 955호
010-9282-5266
www.ybiotic.com
yoon.kombucha@gmail.com
생 콤부차

(주)우리술 3F4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성기
(12439)
경기 가평군 조종면 대보간선로 29 (대보리, (주)우리술), 
우리술
031-585-8525 / 031-585-8529
www.woorisool.kr
lunar0716@woorisool.kr
가평잣막걸리, 톡쏘는 알밤동동, 톡쏘는 땅콩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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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의아침(주) 3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중협
(50319)
경남 창녕군 대지면 대지농공단지길 40 (본초리), 
우포의아침
010-4595-6353 / 055-264-0998

menib001@naver.com
* 통건강즙 우포의아침 통건강즙은 특허 등록된 효소
분해공법으로 과육 세포 속 영양 성분까지 고스란히 
담은 전체식 건강즙 입니다. 
* 곤약젤리 과일의 과즙이 듬뿍, 칼로리는 부담없어 
더욱 만족스러운 맑은내일의 곤약 워터젤리

월드인터내셔널(나우푸드) 4A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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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worldinternational.co.kr
jongmin71@gmail.com
AHUACATLAN 아보카도오일 - 100% 순수한 멕시코 
HASS품종 아보카도오일, BRC / 코셔 / 할랄 / Non-GMO 
인증, 해외15개국에서 판매 MARMARO 프리미엄 얼리 
하비스트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 그리스 Chalkidiki 
단일품종 LESVOS GOLD 프리미엄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서만 재배되는 Kolovi 
단일품종, PGI / 미국/유럽 유기농 인증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 4B4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규봉
(1717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어현로 10 (죽능리),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
031-333-2777 / 031-333-3771
wenntteok.com
wenntteok@daum.net
연잎밥, 오곡찰밥, 떡

웰바이오 4D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선범
(27329)
충북 충주시 5산단4길 11 (용탄동), 웰바이오
043-847-9430 / 043-851-9430
www.wellbiotech.co.kr
taekey22@hanmail.net
인삼음료, 홍삼음료, 산삼음료, 콜라겐음료, 
변비음료, 잼 등 기타가공품

웰피쉬 3E3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여울
(53074)
경남 통영시 도남로 195(도남동, 통영리스타트플랫폼)418호
070-8064-8991 / 
http://wellfish.co.kr
welfish_official@naver.com
- 명태꾸어랑
- 멸치꾸어랑
- 팔팔환

(주)유니온트리 3F6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진욱
(10121)
경기 김포시 고촌읍 금포로549번길 183-34 (향산리), 
주식회사 유니온트리
031-985-3640 / 031-985-3641
www.iuniontree.com
uniontree0302@naver.com
발효냉동 A.O.P 이즈니 버터 쌀 크로와상, 
발효냉동 쌀 크로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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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앤아이엔젤스 4E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상석
(08794)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84 (봉천동), 이공빌딩 1층
070-4283-8976 / 02-6974-1700
www.uniangels.com
info@uniangels.com
무알콜음료, 무알콜칵테일, 과채주스, 착즙주스,

은성식품 3F5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정순
(11441)
경기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216-23 (덕계동), 나동
031-858-7943 / 031-858-7943

kjjs0708@naver.com
현미곤약팝콘, 곤약 피쉬콜라겐 초유맛, 곤약떡

이고장식품 4D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수진
(549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7길 17 (서신동), 1층
063-251-0445 / 063-252-0445
http://lkfood.co.kr
kwy0709@naver.com
약도라지식혜, 약도라지차, 인삼청, 
더덕청 도라지식혜, 복분자식혜, 복숭아식혜 등

(주)이삭뜰농업회사법인 4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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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앤에스(주) 3E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은수
(14067)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평촌아크로타워), 
비동 409호
031-478-7852 / 031-478-7879
www.enscorp.co.kr
ens@enscorp.co.kr
비타민, 멀티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콜라겐,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스틱젤리 등

이에스코리아 4E8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찬오
(16837)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6-4 (풍덕천동), 2F
010-5471-4031

chanoyoo@naver.com
뉴질랜드버터(방목우유), 
뉴질랜드휘핑크림(방목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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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새농업회사법인 3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도윤
(52839)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삼곡리, (재)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성장지원동 301호
055-762-2012 / 762-2013
www.momsmi.co.kr
momsmi1904@daum.net
유기농쌀과자, 요거트

이천시농업기술센터 4B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춘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8-52,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8-52
031-645-3492 / 031-641-2288

smh5146@korea.kr
도라지즙, (홍)도라지청, 도라지정과, 복숭아식혜, 
복숭아 동결건조, 복숭아 병조림, 식초, 발효액, 
이천쌀현미누룽지, 수제요거트, 수제스트링치즈 등

인터마린 3D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영익
(49277)
부산 서구 원양로 35 (암남동, 국제수산물도매시장), 901호
051-247-9164 

imcsales1@intermarine.co.kr
초밥류, 스노우크랩, 국산홍게가공품, 
노르웨이 고등어 필렛, 자숙문어 등

자연우리 4D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채응병
(12433)
경기 가평군 조종면 보름골길 224-115 (마일리), 
자연우리
070-7719-3401 / 031-585-3402
https://jayeonwoorimall.com/
2580chb@naver.com
루이보스티 가평잣한과

장마을 3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규민
(50455)
경남 밀양시 초동면 신호4길 31 (신호리), 장마을
055-391-1082 / 055-391-1066
www.jangmaeul.com
javawoak@naver.com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전통장류 및 소스류

주식회사 제우스 3F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한상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175 (영평동), (주)제우스
064-724-0001 / 064-722-3115
www.jeuscorp.com
sales@jeuscorp.com
별애별참 제주감귤칩, 별애별참 파인애플칩, 
CHIPME 감귤칩, 건조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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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디플러스㈜ 4F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안신향
(10594)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동산동, 삼송테크노밸리), 
삼송테크노밸리 B동 지하2층 B212호,B213호
070-7758-2984 / 02-383-2984
www.jdplus.co.kr
JHKIM@JDPLUS.CO.KR
초콜릿 가공품, 유기농 드라제, 유기농 건조 과일 
씨리얼, 유기농쵸코랫, 비건 쵸코렛, 음료 원재료 
및 기타 제과 원재료

제이와이스토리 4B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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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하수오조청, 생강조청, 약도라지조청, 솔잎조청, 
인진쑥조청, 울금조청, 약천고

(주)제이케이글로벌 3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기진
(27644)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신내로695번길 17 (행제리), 
제이케이글로벌
02-3012-8450 / 02-3012-8440
jkginc.co.kr
sales1@jkfoodkorea.com
김, 김스낵, 김자반

(주)제이케이파트너스 4A2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희도
(41069)
대구 동구 첨복로 33 (신서동, 코아루파크뷰), 204
053-965-5538 / 053-965-5539
www.goomygoomy.com
khj0311@jk-partners.co.kr
굼벵이환, 굼벵이진액, 환자영양식 고소애 흑마늘
홍삼즙, 석류칡즙

(주)제주마미 3F5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정옥
(633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와로 119-1 (신촌리), 
제주마미
064-723-0318 / -
www.jejumami.com
jejumami153@hanmail.net
호끌락칩스, 호끌락칩스 감귤쌀칩, 
제주밥씸 누룽지

농업회사법인(주)제직증명 3D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고도호
(630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서로 4462-12 
(명월리), 농업회사법인(주)제직증명
064-725-4443 / 064-725-4450
jejic.com/
jdfarms_pl@naver.com
제주식품 플랫폼 제직증명 브랜드(제주흑돼지, 
제주참굴비, 은갈치, 옥돔, 무항생제우유, 한라봉
착즙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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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4C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영화
(27116)
충북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 (왕암동), 한방생명과학관 
2층
043-8478-2693 / 043-647-1022
www.jcbio.or.kr
je0708@jcbio.or.kr
천연물제품, 건강기능식품, 한방천연물제품

제천한약영농조합법인 4C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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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한방차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주) 3F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경기호
(2835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로18번길 5-2 (사천동)
043-218-7689 / 043-218-4725
www.sjbrewery.co.kr
kkhoss@hanmail.net
이도, 유기농 이도 14, 우도땅콩전통주

증안리약초마을 협동조합 3F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부산
(12532)
경기 양평군 청운면 경강로 5104 (갈운리), 
증안리약초마을
031-775-1656 / 031-775-1656
www.herbmarket.kr
mackerly1@daum.net
힘뇌바, 검정콩국수가루, 콩이랑생강이랑, 
백세라떼, 아스파라거스즙, 콩기름

㈜지산푸드시스템 4A4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재환
(46332)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8번길 26 (금사동, (주)지산푸드시스템), 
지산푸드시스템
051-784-8755 / 051-784-7171
www.jisanfood.co.kr
jisan4500@naver.com
멥쌀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쫄깃한 치즈 떡볶이입니다. 
가공 즉시 냉동하여 수분손실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한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

(주)지피코 4C5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남제풍
(17509)
경기 안성시 보개면 한사울길 231 (적가리), 지피코
031-676-3573 / 031-676-3574
gpco.co.kr
hjg@gpco.co.kr
유기농볶은커피, 볶은커피, 드립커피, 볶은곡물, 
볶은곡물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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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바이오 3F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진철
(39862)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3길 15 (봉암리), 
진성바이오
054-800-7088 / 054-800-7087
www.jinsungbio.com
jsrnd7088@naver.com
소스, 향신료, 시즈닝, 파우다

진젠코리아(주) 3D3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외남
(13025)
경기 하남시 산곡동로 95 (하산곡동), 진젠코리아
031-796-9655 / 031-796-9657
www.greensea.co.kr
speed7lee@hanmail.net
수산가공식품 및 수산물원료수입 / 수출

(주)진한식품 3D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위영배
(10828)
경기 파주시 법원읍 오능골길 40 (대능리), 202-2
031-958-8336 / 031-958-8322
http://www.jhf.co.kr
jhf8337@hanmail.net
삼계탕 육개장 그 외 탕류 및 소스류

(주)참미푸드 4B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정훈
(40119)
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772-6 (기족리), (주)참미푸드
054-954-1103 / 0505-603-1103
www.barobbb.co.kr
barobbb@hanmail.net
바로비빔밥, 라면애밥, 불닭비빔밥

참새방앗간 3F6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세은
(12925)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10 (덕풍동,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 
지하 206호
02-499-2141 / 02-499-2177
www.dduk21.com
ddukdduk21@naver.com
떡만들기 체험 키트, 송편만들기 키트, 
쌀 홈베이킹 키트

참샘영농조합법인 4C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옥
(40038)
경북 성주군 월항면 월항로 560 (안포리), 
참샘영농조합법인
054-931-8480 / 054-931-8482
charmsaemmall.com
charm28028@naver.com
성주참외 구운과자, 성주참외빵, 참외잼, 참외청, 
참외 말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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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글로벌 3D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안광수
(08302)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84 하나세인스톤2차, 309호
010-5643-2519 / 070-4823-2519

ksan2519@naver.com
와사비분, 간장, 스시김, 튀김가루, 음료수, 초생강

농업회사법인(주)청보마을 4A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태웅
(42054)
대구 수성구 세진로 49 (만촌동), 청보마을
053-741-2989 / 070-8836-7392
www.ckjang.com
cbmaeul@naver.com
청국장 제품(청국장 알,환,가루) 
낫또 제품(낫또 과립,낫또 과자) 
홍삼차

㈜청아굿푸드 3E7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재주
(25209)
강원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38 
(초원리, 청아굿푸드㈜)
033-344-0645 / 033-344-0641
http://www.Cagoodfood.com
cagfood@cagoodfood.com
젓갈류(명란젓, 창난젓, 오징어젓, 낙지젓 등), 
반찬류(진미채, 햇깻잎, 견과류멸치, 민들레김치, 
무말랭이 등)

(주)청아무역 3D2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하영룡
(49277)
부산 서구 원양로 1 (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B동 703호
051-204-3395 / 070-8230-3395
/www.cheonga.kr/
mej@cheonga.net
붕장어, 1차가공, 2차가공

청오건강농업회사법인(주) 3F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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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o21.co.kr
chungo21@naver.com
미숫가루, 선식, 침기름 등

(주)청하식품 4B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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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가공품 안주가공품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2021 + 서울국제식품전

39SEOUL FOOD 2021

주식회사 초블레스 3E3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채원
(05355)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길동, 강동그린타워), 
서울먹거리창업센터 9층 초블레스
070-8285-2624 / 070-8285-2624
lialia.kr
ceo.han@lialia.kr
건강한 다이어트의 습관형성을 위한 초블레스의 특별한 
제안 "리아" 국내 최초 고체 발효 식초 "리아퐁" 간편한 식사 
대용 오버나이트 오트밀 "리아밀"

(주)초코사이버 4D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재기
(0665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서초동, 센츄리오피스텔), 
302호
02-597-1090 / 02-597-0130
www.chococyber.co.kr
sales@chococyber.co.kr
신짱 초코비 / 포켓몬스낵 초콜릿향 / 구멕스 코코아
스낵 / 플레이구미 알도르 젤리 / 21곡 짱구초코바 
/ 레인보우롤솜사탕 등

친정농업회사법인(주) 4E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희순
(38316)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길 25 (각계리), 1층
054-373-4566 / 02-6455-3955
식혜.net
nihao78@hanmail.net
식혜, 조청

농업회사법인㈜코리아식품 4C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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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ldmaster.co.kr
koreafood86@gmail.com
훈제막창, 무뼈불닭발, 불곱창, 닭다리살 스테이크

(주)코어그린 4A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오창근
(27433)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93-1 (목행동), (주)코어그린
043-842-5020 / 043-842-5021
www.coregreen.co.kr
jamie@coregreen.co.kr
조미료(1초 육수) 1. 맛의 확연한 차이 1) 20종의 엄선된 
신선한 자연재료 2) 항상 같은 맛 - 철저한 원재료 점검 및 
일정한 생산관리 3) 무첨가 - L-글루타민산나트륨, 유화제, 
합성착향료 무첨가 3. 요리하기가 좋아지는 쉽고 편리함  
1) 최초 분사형 육수가루용기 - 원터치캡의 가루 분사식 
및 흡습 방지효과  2)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시간 1초 -  
과립형으로 물에 넣자마자 녹음  3) 다양한 요리에 가능 - 
국물 및 찌개 외 무침, 볶음, 김치, 구이, 전, 고기 등

토당식품영농조합법인 4B6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기대
(56055)
전북 순창군 풍산면 향가로 334-4 (한내리), 334-4
063-652-7480 / 0505-310-4640
www.외갓집.kr
lkd2259@hanmail.net
발아현미고추장, 팔방미인, 딸기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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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종마을 4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훈
(12030)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71-40 (입석리), 
토종마을 식품공장
02-966-3391 / 02-965-2301
www.tojongherb.com
tojongherb@tjfood.kr
보리새싹가루, 초유단백질쉐이크, 곤약쌀, 
유기농양배추가루

(주)트리언인터내셔널 3F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기은
(04790)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9 (성수동1가, 서울숲 코오롱디지털
타워 Ⅲ), 1402호, (주)트리언인터내셔널
02-443-8720 / 02-443-8721
www.trionint.co.kr/
food@trionint.co.kr
락추로스파우더, 그릭요거트 요에이스파우더·치커리 
파우더 등

(주)티엠지홀딩스 3D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재원
(06031)
서울 강남구 논현로163길 9-6 (신사동), 2층
02-546-0614 / 02-546-0613
smartstore.naver.com/grocery_tmg?NaPm=ct%3Dkr
1npsr4%7Cci%3D0zq0002w_IPulm3zrf09%7C
tmgsales0410@kakao.com
진짜 새우 원물을 바삭하게 튀긴 정새우 트러플 
기사단 트러플 브레드 스틱

평창군농수산식품수출협회 3D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대영
(25330)
강원 평창군 진부면 땅골길 2-14 (송정리), .

PAFFEA1@gmail.com
평창군 특산품(황태, 김치, 메밀가공품 등)

평창청옥산천년초영농조합법인 3D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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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페리알파, 천년초 즙, 천년초 국수, 
천년초 과립, 천년초 분말

농업회사법인(주)푸르메에프에스 4B5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점석
(54669)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391 (영만리), (주)푸르메FS
063-854-9200 / 063-854-9201
www.pureume.co.kr
pureumefs@pureume.co.kr
떡반장, 떡국,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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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푸른가족 4C7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필수
(18326)
경기 화성시 안녕길 66 (안녕동), 푸른가족
031-234-7600 / 031-234-7633
www.green-family.com
kjh7733@daum.net
컵죽(6종), 죽프리믹스(26종)

풍기농장 3E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보형
(5355)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길동, 강동그린타워)
010-9865-5575 / 02-6455-8050
http://smartstore.naver.com/punggifarm
korean-insam@naver.com
100% 국산(풍기)6년근 홍삼을 원재료로 멀티기능의  
업그레이드 된 홍삼제품을 선보입니다. 면역력에 좋은  
홍삼과 체지방 분해에 효과적인 가르시니아를 배합한  
국내 최초 액상 타입의 홍삼제품입니다. 식약청으로 부터 
홍삼의 6대 기능 모두 인븡받은 건강기능식품이며, GMP, 
HACCP, ISO22000모두 인증받은 믿을 수 있는 제조시설
에서 제조 됩니다.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 3E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정환.김보미
(36045)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1701번길 54, (대촌리410-3)
054-3337-2304 / 054-634-7350
www.goldsam.com
pg2304@naver.com@pg2304@naver.com
김정환홍삼농축액, 김정환홍삼정, 김정환홍상분, 
김정환홍삼과겨우살이이야기, 김정환홍삼액, 
홍삼순액, 꿀먹은홍삼액, 김정한홍삼절편, 
김정환홍삼정과, 꿀먹은홍삼절편, 김정환홍삼캔디, 
김정환홍삼젤리, 꿀먹은홍삼청, 김정환홍삼차, 
김정환홍삼농축액에너지타임, 김정환홍삼선물절편
세트, 사과나무아래달콤홍삼

주식회사 프레시고 4C7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진구
(54576)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56 (광암리), 프레시고
02-6956-0101 / -
www.freshgo24.kr
chinkulee@gmail.com
즉석조리식품, 스마트 무인자판기

프로티젠 3F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성우
(55333)
전북 완주군 삼례읍 별산농원길 , 91-24
063-213-7622 / 063-211-7622
www.protigen.co.kr
swgang@hanmail.net
꽃심 가바&디앤제이 (액상차), Deglu (DNJ 정), 
GABA 정, DNJ powder, GABA Powder, 
유산균분말, 마늘발효분말

(주)하나종합상사 4A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금노
(10882)
경기 파주시 산남로 119 (산남동), 사무동
031-912-4900 / 031-944-0998
www.hanaall.co.kr
all@hanaall.co.kr
첨가물, 식용색소, 닐슨메시 착향료, 
바닐라빈페이스트, 바닐라익스트랙, 
페퍼민트익스트랙, 폰더트, 스프링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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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하늘농가(주) 4B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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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 받은 전자렌지용 찜팩용기에 감칠맛 나는 나물
볶음소스와 들기름,들깨가루등을 넣고 고소하게 볶아
낸 나물반찬입니다.  
2. 전자레인지에 2분정도 가열하시면 맛있는 나물반찬을 
드실수 있습니다. 
7가지제품 : 고사리볶음, 무시래기지짐, 곤드레볶음, 
취나물볶음, 더덕채볶음, 부지갱이볶음, 채도라지무침

(주)하늘바이오 3E9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효미
(5014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홍덕길 11 (대산리), 
(주)하늘바이오
02-487-6101 / 055-901-2299
http://www.ohs.co.kr/
choiec@ohs.co.kr
김부각, 다시마부각, 연근부각, 우엉부각 외 부각 
및 튀각류 20여종

농업회사법인 하얀햇살주식회사 4B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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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pokki.kr
hsun1452@hanmail.net
굿볶이-파우치, 굿볶이-컵, 
굿볶이-파우치(파마산&체다치즈), 
떡볶이, 가정간편식

(주)한국라이스바이오 4A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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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ewell@naver.com
백미누룽지,현미누룽지,찹쌀누룽지,누룽지 떡볶이, 
컵누룽지

한국마루코메주식회사 3F907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아오키 토키오
(0416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도화동, 마포 한화 오벨리스크), 
오동 1007호
02-9303-0796 / 02-2183-0798
www.marukomekorea.com
tcho@marukomekorea.com
마루코메 미소, 마루코메 즉석 식품, 
마루코메 미소 디스펜서

(사)한국수산무역협회 & MSC 3D208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배기일
(0677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AT센터), 1103호
051-231-8806 / 051-231-8805
www.kfta.net
kfta.bs@gmail.com
- (사)한국수산무역협회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수산물 
생산,가공 및 수산무역의 건전할 발전과 회원 권익증진에 기여 
- MSC 해양관리협의회 *미래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존활동을 펼치는 국제 비
영리단체 *MSC는 FAO와 ISEAL의 지속가능성 국제규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어업 국제규격을 제정하고 에코라벨프로
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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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3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종범(공단 이사장 : 박경철)
(21633)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고잔동, 인천종합 
비즈니스센터), 710호
032-811-9604 / 032-811-9606
www.icfv.kr
psh130@fipa.or.kr
인천 어촌특화상품 및 수산물 가공품 등

한국제다 4E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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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녹차, 그린티믹스, 호지차믹스, 
얼그레이믹스, 황차, 국화차, 뽕잎차, 감잎차, 
새싹보리분말

한라식품 4B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재한
(37112)
경북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404, 한라식품
054-541-5112 / 054-541-5114
www.hallafood.com
hallafood@hallafood.com
참치액소스, 쯔유, 요리요정볶음조림소스, 
어묵전골

농업회사법인한만두식품(주) 3E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남미경
(11431)
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371번길 63 (도하리), 
한만두식품(주)
031-826-8826 / 0303-0942-8825
www.hanmandoo.com
hanmandoo1@naver.com
각종 만두류(120개 이상의 품목) 
1. 삼둥이 갈비만두 : 달콤한 갈비만두, 매콤한갈비만두, 정갈한 부추갈비 
만두 2. 투명한 만두 : 투명한만두 물방울(고기, 김치), 투명한낙지만두,  
투명한쭈꾸미만두 3. 왕교자 : 육즙가득한 왕교자, 푸짐한 왕교자, 아삭한 
김치왕교자 4. 손만두 : 담백한만두, 아삭한김치만두, 매콤한쭈꾸미만두 
5. 왕만두 : 푸짐한왕만두, 아삭한김치왕만두 6. 별난만두 : 메밀김치전병, 
매콤한 미니전병, 달달한 콘치즈군만두, 삼색찬란한 물만두, 한만두 짬뽕
만두, 짬뽕왕교자, 짜장왕교자, 씨앗가득한 호떡볼 등

농업회사법인(주)한반도 4C8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배강찬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내리리, 대구대학교경산
캠퍼스), R&DB센터 1307호
053-854-7666 / 053-852-5542
www.hanbandokr.com
hanbando@hanbandokr.com
경산 대추진액, 추석선물세트, 경산 대추발효초 등

(주)한빛식품 3F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경숙
(10264)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106 (내유동), 나동
031-964-5181 / 031-964-4415
www.thebassak.com
hsw1225@hanvitcorp.com
바삭 현미 누룽지 크래커 오리지널, 코코넛, 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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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식품 4B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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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봉이 오리지널, 쫄봉이 핫, 쫄봉이 갈릭로제, 
쫄봉이 짜장 떡볶이, 쫄깃쫄깃한 밀떡볶이, 
맛과멋 쌀떡볶이, 조랭이떡, 쌀떡

농업회사법인(주)합천봉황농원 3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곽준열
(52256)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정주동길 29 , 합천봉황농원
055-974-1750 / 055-974-1751
http://www.합천봉황농원.kr
gwakjy@hanmail.net
힐링밤식초음료, 힐링밤술, 솔잎생강차, 
힐링초롱초롱

합천생약가공영농조합 3E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백문기
(50227)
경남 합천군 합천읍 내곡길 16 (내곡리), 합천생약
055-933-0770 / 055-934-0770
www.sangrime.com , www.100yak.co.kr
sangrimetea@naver.com
유자차, 수국차, 우엉차, 감잎차, 뽕잎차, 국화차, 
블러썸블랜딩tea

(주)해담촌 4B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기남
(61161)
광주 북구 군왕로 54 (두암동), 2층
062-261-6605 / 062-261-6604
http://www.kimchigood.co.kr
2616605@hanmail.net
파우치 포기김치, 총각김치, 
캔시머(포기김치,갓김치,파김치,깍두기,백김치)

영농조합법인해동바이오 3E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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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송천연발효식초, 와송차

해양관리협의회 3D209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종석
(480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2601호
051-745-9090 / 051-745-9091
www.msc.org/kr
hyunji.park@msc.org
해양관리협의회(MSC)는 미래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남획, 불법
어획, 혼획, 해양 환경 파괴 최소화를 위해 지속가능어업 국제표준을 제정
하고, 에코라벨 사용을 장려하는 국제비영리기구입니다. MSC는 런던을 본
부로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에 많은 지역 사무소가 존재합니다. 
MSC 한국사무소는 2018년 2월 부산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어획
량의 약 17%는 MSC 인증 어장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힐튼 
콘래드호텔, 이케아, 맥도날드 등의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동원
F&B, 한성기업 등 주요 유통·가공기업들이 MSC 인증 지속가능수산물 확대
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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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요 3F405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세희
(05718)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9 (가락동, 대동빌딩), 11층 화요
02-3442-2730 / 02-3442-2735
www.hwayo.com
hsb@gkwangjuyo.com
화요 17%, 25%, 41%, 53%, X.Premium

화인푸드(주) 4B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다순
(12034)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모꼬지로 277-8 (송천리), 
화인푸드(주)
031-591-5868 / 031-592-5868

finefood11@naver.com
1. 삶은 땅콩(달콤이, 달짠이, 간간이) 
2. 두 번 튀겨 더 고소한 맛뻥 
3. 육수 티백(멸치, 다시마/멸치, 다시마, 가쓰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휴먼웰 3D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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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힘찬걸음 4C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병현
(54576)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10 (광암리,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341
063-832-8110 / 063-832-7110
www.himchanstep.com/
strongep@naver.com
간다스리 간보고 시리즈, 달빛쌍화, 진생고, 
힘찬 애너폴리스, 빼자탱자, 오마이 탱자, 
오마이아로니아, 헛개순수령

(주)해원바이오테크 3F9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강혜숙
(14556)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춘의동, 삼보테크노
타워), 2521호
032-330-4441 / 032-330-4443
www.fucoidan.co.kr
haewonbio@daum.net
아스타잔틴, 푸코이단, 연어이리단백, 안티브이푸칸, 네츄럴에프플러스,  
눈건강 해원아이케어플러스, 뇌건강 해원브레인케어, 체리품은바다, 해원 
해조8차, 해원 알가비누 등 원료소개 헤마토코쿠스추출물 : 아스타잔틴은  
미세조류를 추출한 형태이며 주황색 또는 붉은색의 색소로 항산화능이 우수 
하다고 알려져 있음. 강력한 항산화 활성은 카로티노이드 보다 10배 및  
지용성 비타민 E인 알파-토코페롤 (α-tocopherol)보다 550 배에 달하고  
비타민 C의 6000배로 알려져 있으며 활성산소 제거를 통해 항암, 신경질환 
예방, 눈건강 등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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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 3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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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고압 / 저온감압 레토르트 멸균장치 정도가 높은  
살균이 가능하며, 맛있는 레토르트 식품을 만드는 2단 살균법을 채용
했습니다. 레토르트 특유의 냄새가 적고, 제품의 변색이 적고, 포장재 
(파우치, 성형용기 등)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고온고압살균, 저온 
살균이 가능합니다. 캔, 병, 파우치, PP용기의 레토르트 멸균, LL칠드 
살균과 진공냉각(옵션)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실험용 장비는 상품개발, 
상품샘플 제작 등에 최적입니다. 실시간 Fo측정 장비의 기본 장착으로 
언제든지 제품의 Fo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국제씨에스 3A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영욱
(08507)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가산동, 에스티엑스브이타워), 1504호 국제씨에스
02-2138-2300 / -
www.icskorea.co.kr
ics@icskorea.co.kr
1. 분진 완전 밀폐형 커넥터 
2. 커피 토탈 솔루션

(주)녹원씨엔아이 3B11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광제
(10846)
경기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73-7 (축현리), 2동
031-943-1203 / 031-943-1205
fourever.co.kr
fourever_@daum.net
선도유지제(액상,고체,겔)

다이세이라믹(주)한국지점 2D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MAEHARA HIDEYUKI
(05827)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1길 26-3, 
다이세이라믹 주식회사 한국지점
02-449-5873 / 02-449-8438
https://www.lamick.co.jp/
i.hejin@lamick.co.jp
고속 액체충전기 DANGAN, 액체포장 필름

(주)대한포장기계 2E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기철
(21072)
인천 계양구 서운산단로2길 62 (서운동), 
가동 대한포장기계
032-555-5740 / 032-555-0760
http://www.pojangkorea.com/
dh5740@naver.com
밴드실러(수직형, 수평형), 당의기, 
수직형 튜브타입 포장기, 스틱포장기, 날인기, 
탈산소제투입기, 로터리포장기, 조합식계량기,
컨베어·삼면포장기

(주)두원물산 2A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치영
(07015)
서울 동작구 사당로30길 125 (사당동), 1층
02-9778-9778 / 02-584-4165
doowon9778.com
doowon9778@nate.com@doowon9778@nate.com
비닐접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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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티피아 3A7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정희
(04779)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6길 38-1 (성수동1가), 
DTPIA빌딩 4층
02-3393-6000 / 02-3393-6124
www.dtpia.com
bichang0@hanmail.net
1개부터 제작이 가능한 칼라박스로 사이즈만 입력하면 실시간 
박스 자동견적이 가능하고, 박스 전개도만 의뢰할 수도 있으며, 
100개부터~대량도 가능한 칼라박스와 스티커를 붙인 채로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 과정에서 수분리 작업을 통해 제품에서 쉽게  
스티커가 제거되어 재활용이 용이하게 되는 친환경 수분리 라벨 
상품이다.

(주)딕스 3A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성태
(14057)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1동 904호
031-345-8451 / 031-345-8453
www.dics.or.kr
khbae@dicsco.net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파우치, 콜드체인 등

주식회사 레코 (시화지점) 3A10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영수
(15086)
경기 시흥시 옥구천서로237번길 78 (정왕동, (주)대양)
02-701-8899 / 031-433-8475
www.aircell.co
sjbang@ireco.kr
에어셀, 에어젠박스, 에어젠부표

(주)리우 2E1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대견
(0839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1차 712호
062-710-6677 / 0505-375-9203
riupack.co.kr/
riu-customer@riupack.com
B2B 포장재 중개 플랫폼 `포장포스`

명신물산 3B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명구
(10949)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105번길 94-33 
(등원리, 명신물산)
031-957-2271 / 
www.myungshin.co.kr
master@myungshin.co.kr
랩핑로봇, 전동리프트, 파렛반전기

모든다해 3A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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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ddh.co.kr/
mddh@mddh.co.kr
금속검출기, 알루미늄 포장지용 금속검출기, 
엑스레이 이물질 검출 시스템, 중량선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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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류신문사 2E11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대용
(0415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2층 물류신문사
02-749-5445 / 02-749-5456
www.klnews.co.kr
soungwoo@klnews.co.kr
콜드체인 인사이트, 물류신문, 물류산업 총람

㈜바이텍테크놀로지 2C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현진우
(22013)
인천 연수구 벤처로100번길 22 
(송도동, 바이텍 테크놀로지), 바이텍빌딩
032-834-4860 / 0505-834-4869
www.bitekps.com
sales.kr@bitekps.com
디지털 컬러 라벨프린터 any-002 디지털 소량 
패키징 솔루션 any-pack 컬러 라벨프린터 
Pro-1040/1050

(주)바인컴퍼니 2E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도윤석
(18469)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559 (영천동) 704, 705호
031-297-0037
www.vinecompany.co.kr
keksuri@naver.com
아이스팩, 종이박스, 빨대, 완충재 등

주식회사 바인텍 3C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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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포장 결속기, 
자동포장 결속기(I-Mark 감지센서),
종이/필름 결속기

벌룬스틱스코리아㈜ 3C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철호
(04783)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94 (성수동2가, 세림빌딩), 503호
02-745-8800 / 02-745-8477
www.balloonstix.com
balloonstix@naver.com
아이스팩, 핫팩, 산소팩, 보냉백

삼보테크주식회사 3C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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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botech@chol.com
진공포장기 랩포장기 접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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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자동화개발기계 3B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기삼
(14921)
경기 시흥시 은행로12번길 4 
(은행동, 삼우자동화개발기계), 3층
031-404-0428 / 031-404-0431
www.feeder.co.kr
swauto1@daum.net
호리젠탈모션컨베이어, 로터리피더, 
푸드리니어피더 등

세진테크㈜ 3A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 갑 현
(21700)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649번길 89 (고잔동), 
남동공단 129B-5L (우) 21700
032-819-2004 / 032-819-0053
www.sejintech.co.kr
khoh@sejintech.co.kr
로타리 파우치 자동포장기계 레토르트 식품(카레, 짜장, 
스프), 쌀, 액체샴프, 비엔나 소시지, 땅콩, 과자등 을 자동 
으로 충전 씰링 포장함. 자동계량기와 조합하여 고형물 
제품을 자동포장. 파우치 규격의 변경이 용이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Pre-made bag을 이용 연속 충진 
포장하는 기계를 기본으로 설계하였다.

㈜수정실업 2D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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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방 파우치, 이방스탠드 파우치, 자동롤, 
박스파우치, M방 파우치, T방 파우치, 
스파우트 파우치 / 친환경 관련 파우치 제조 업체

시락푸드주식회사 3A11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미섭,박종형
(18137)
경기 오산시 오산로 193 (오산동, 탑프라자), 
104, 124, 125호
031-375-7000 / 031-372-0088
www.sirakhc.com
sj@sirakfood.com
핫쿡볼(발열데움용기), 
리그린 글로브 (친환경 생분해 위생장갑)

(주)신광피아이에스 2A1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근후
(08512)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5차), 709호
02-6672-3450 / 02-6021-2450
www.iskpis.com
info@iskpis.com
(주)신광피아이에스(Shinkwang PIS: Packaging Inspection Solutions)는 
헬스케어 및 CPG 브랜드의 포장재 품질 검사와 포장재의 한 요소로서 자동  
인식 기술의 기본이 되는 바코드의 품질 검증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솔루션 공급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더 나은 포장재 및  
바코드 품질 검사 솔루션 공급을 통해 고객사의 품질 관리 수준 향상 및  
고객사 브랜드 가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화디앤피 3A10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지혁
(1703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560번길 26 
(매산리), 신화
031-322-0362 / 031-322-0364
www.shinhwadnp.com
shinhwadnp@naver.com
식품 관련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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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씨엘엔케이 2E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상은
(04373)
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한강로3가, 삼구빌딩), 1813호
02-703-2715 / 02-703-2718
clnk.co.kr
clnk@clnk.co.kr
오키 C942 프린터 오키 Pro1050 라벨프린터 
제록스 C5570 프린터 봉투급지기

㈜아테스 3A7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차지경
(22769)
인천 서구 석남동 655-40, 1동
032-571-1231 / 032-571-1232
www.artes.co.kr
jg.artesys@gmail.com
로봇포장자동화시스템, 델타로봇, 인케이싱로봇, 
파렛타이징로봇, 협동로봇, 컨베이어류

(주)에스이아이엘 2B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은희
(12814)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431-14 (진우리)
031-763-2081 / 031-763-2086
www.seil88.com
metfan102@seil88.com
종이펄프 플라스틱 등 식품포장용기류

㈜에이치에스티 2D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황진철
(18554)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6길 23 (전곡리), 
에이치에스티
02-2203-5005 / 0505-220-5005
www.hstglobal.co.kr
hst0628@naver.com
선도유지제, 산소흡수제, 방습제, 실리카겔

(주)에프엠에스코리아 2C406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동호
(18487)
경기 화성시 동탄산단7길 98-12 (방교동)
031-266-1586 / 031-266-1801
http://www.f2m3s.co.kr
ysjeon@fms.co.kr
수송용 냉장/냉동/상온 식품의 솔루션

㈜영테크팩 3B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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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스틱 포장기 자동고속포장기(2열) 
자동고속포장기 및 번들라인(1열) 자동멀티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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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팩 3C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주관석
(14558)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427번길 53 (원미동), 
주식회사 주팩
032-236-6636 / 032-236-6637
www.jupack.co.kr
info@jupack.co.kr
로타리 포장기

㈜지엘그레이프 3B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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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가방, 화훼가방, 부직포가방, 보냉가방, 
OPP가방, 면가방, 시장가방

(주)케이에스팩 3C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성환
(47018)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48번길 5 (학장동), 
(주)케이에스팩
051-333-8482 / 051-312-7027
www.ks-pack.co.kr
kspack21@hanmail.net
1. 자동 삼면 포장기 KS-1000 (고급형 하단식 워킹테이블 타입), 
KS-1010 (보급형 하단식 워킹테이블 타입), KS-2020 (박스모션 
하단식 아다치 컨베이어 타입), KS-1020(보급대형) 
2. 밴드실러 시리즈 수평 밴드실러(고체잉크, 핫프린터 타입), 
수직 밴드실러(고체잉크 핫프린터 타입), 노즐식 진공 밴드실러 
3.진공포장기 진공 복식, 진공단식 (500평, 600평)

케이엠디이엔지 2D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민덕
(18344)
경기 화성시 배양남길 116 (배양동), 케이엠디이엔지
031-225-5712 / 031-224-5712
www.kmd-eng.kr/
kmd00000@hanmail.net
용기포장기계, 스킨포장기계

(주)태방파텍 2E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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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jeikotra@taebang.com
찜팩(전자레인지용 자동 증기방출 식품 포장 용기), 
리드필름(이지필, 홀드), 용기포장기기(산업용, 소매용), 
연포장, 농수산물 용기 및 필름

(주)팩시스 2C4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형훈
(11413)
경기 양주시 남면 삼일로485번길 9-6 (경신리), 팩시스
031-871-6598 / 031-871-6567
www.packsis.net
o-sung21@hanmail.net
포장기계, 포장용기, 포장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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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레시스 2D10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임현진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영평동, JDC스마트빌딩), 스마트빌딩 414호
064-745-1215 / 064-745-1218

freshisco@naver.com
과일 라벨 자동 부착기

주식회사프로팩코리아 2E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용욱
(22501)
인천 동구 보세로26번길 24-17 (만석동), 프로팩코리아
032-817-2448 / 032-817-2449
http://www.pkpi.co.kr
stevenyw@naver.com
자동용기포장기

하이퍼박㈜ 3B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장순옥
(16642)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59 
(고색동, 하이퍼박(주))
031-352-0934 / 031-352-0743
www.hypervac.co.kr
gk3387@naver.com
열성형포장기계, 진공스킨포장기계, 
산소포장기계 등

한국포장기계협회 3B1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종철
(0859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8차), 405호
02-6123-3051 / 02-6123-3055
www.kpmasite.or.kr
kpmasite@naver.com
대한민국 유일의 포장기계 단체 (사)한국포장기계협회는 국내 포장기계 제조
업체와 포장기계 관련 부품/서비스 업체를 대표하고 지원하는 전국적인 협회  
입니다. (사)한국포장기계협회 회원사들은 식품, 음료, 제약 산업에서부터  
화장품, 석유화학 및 EOL(End-of-Line) 기술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포장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포장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정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포장기계 산업의 위상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솔제지㈜ 2E7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철규
(04551)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B동 23-24층
02-3287-6271 / 
www.hansolpaper.co.kr
yjkim91@hansol.com
테라바스, 프로테고

YANTAI SANG SUNG POLYMER CO., LTD. 2D6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James, Seo
NO 18, JUJIJONG-RU, ZIFU-CHU, YANTAI, SHAN 
DONG, CHINA
86-535-6807993 / 
www.revacio.com
tjwnsgur4@naver.com
1. SKIN PACKING FILM SKIN PACKING MACHINE 2. 

MAP FILM MAP MACHINE 3. THERMO FORMING FILM 

THERMO FORMING MACHINE 4. AIRLINE MEAL FILM 

5. ANTI-FOG LID FILM PP,PS,PET,AL,PE,PAPER 6. HIGH 

TEMPERATURE FILM FOROVEN,MICRO.W 7. SPECIAL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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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패밀리㈜ 3C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영산
(1021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393 (가좌동), B01호
031-943-0155 / 031-943-0156

153jangkal@naver.com
- 소형 매장용 만두 조리기기 
- 샵인샵 만두 조리기기

경서이엔피㈜ 3B3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윤태문
(22744)
인천 서구 원전로69번길 29 (경서동), 경서이엔피
032-577-4647 / 032-578-4395
kyungseo.co.kr
kyungseo@kyungseo.co.kr
[소형 추출기] COSMOS-700 80L (Cool 초고속 진공 저온  
추출 농축기) KS-220 80L (자동 압력 무압력 겸용 추출기) 
[소형 포장기] TOWER-I (양면 단독 4면 액상 포장기) 
TOWER-III (실린더형 스파우트 액상 포장기) 
TOWER-III PLUS (실린더형 스파우트 액상 2열 포장기) 
TOWER-SA (공압식 한방 스탠딩 포장기) 
[기타] 착즙기 / 교반탱크 255L (열매체)

(주)그랜드벨 3C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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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성형진공포장기, 식품가공기계, 식품가공 종합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의약품, 의료용품, 산업용품)

글로벌코퍼레이션 2E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문이규
(48118)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37 
(우동, 대우월드마크해운대)
02-2659-6221 / 

glocorp@hanmail.net
어물선별기, 어류발골자동화 장비, 
식품공장 공사관련

(주)대원지에스아이 2B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보성
(39870)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6길 42 (아곡리), 
(주)대원지에스아이
054-979-2223 / 054-973-2015
www.daewon.com
daewonman@gmail.com@daewonman
@gmail.com
색채선별기, 진공흡입선별기

(주)명성 3C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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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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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무역 3C8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한상록
(08501)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606호
02-862-7538 / 02-862-7539
bogozone.com
bogo0035@gmail.com
액체질소충전기

(주)삼광코포레이션 2D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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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주문제작형라벨

성화제작소 2D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육동욱
(14523)
경기 부천시 도약로 261 
(도당동, 부천대우테크노파크), D동512호
032-670-7311 / 032-670-7314
www.shinc.co.kr
yshinc@shinc.co.kr
전기 히타방식 냉·온수고압세척기·스팀세척기

주식회사 쇼와 2D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후지무라 토시히데
(14322)
경기 광명시 하안로 60 (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A동 1410호
010-3329-0280 / 02-899-6481
www.e-showa.net
haheonwoo@e-showa.net
파렛트 세척기, 자동차 부품 세척기, 
유통 및 농수산물 박스 세척기 등

(주)신룡 3B3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광룡
(18487)
경기 화성시 동탄산단2길 67 (방교동, (주)신룡), 
(주)신룡
031-224-7156 / 031-224-7121
www.shinryong.com
sales@shinryong.com
X-ray 검사기 및 비전 검사기

(주)아미인터내셔널 2B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배동준
(49489)
부산 사하구 다산로106번길 47 (다대동), 다대동
051-301-1580 / 051-303-1589
www.amicook.co.kr
ami@amicook.co.kr
그리들, 인덕션 회전국솥, 교반기식품기계, 혼합기, 
통돌이식품볶음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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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파코리아㈜ 2D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모호열
(05718)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9 (가락동, 대동빌딩), 12층
02-6747-5771 / 02-6747-5772
www.anton-paar.com/kr-kr/
info.kr@anton-paar.com
음료/주류 설비관, 음료/주류 분석기, 밀도계, 
점도계, 당도계, 굴절계, 알콜농도측정, 
O2/CO2 측정기 등

(주)엘케이 2D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익현
(17744)
경기 평택시 산단로 63-9 (모곡동), (주)엘케이
031-666-1123 / 031-660-0923
lk.cl.kr/ko
lkhoist88@naver.com
스테인레스 호이스트 에어무빙팬 칠러

오늘인터네셔널 3C9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영분
(06765)
서울 서초구 우면동 212-1, 1F
02-583-5832 / 02-575-1650
www.onool.kr
on2455@naver.com
키위박피기, 오렌지박피기, 사과박피기, 
수박박피기, 메론박피기, 파인애플박피기, 
탄산음료제조설비

워터링크 2E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연정, 홍명기
(17726)
경기 평택시 새말로27번길 179-4 (칠원동), 
칠원동 212
031-662-0274 / 031-662-0275
www.waterlink.co.kr
stupeman@hanmail.net@stupeman@hanmail.net
플라즈마 큐어링 공간 미생물 및 낙하균 살균 장치, 
식품 선도 유지 장치

유진엠씨㈜ 2A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용업
(1025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32-9 (사리현동), 
유진엠씨
031-905-3436 / 031-905-3437
www.yujinmc.co.kr
master@yujinmc.co.kr
자동 면조리기, 자동 스프추출기, 
자동 만두굽기 자동 튀김기

유테크 2C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동덕
(2830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남로 48-57 (외남동), 유테크
043-275-8952 / 043-277-8952
www.utechkorea.com
main@utechkorea.com
엔로버, 코팅팬, 리본믹서, 텀블러, 농축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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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엔 2D1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서미나
(08063)
서울 양천구 신월로24길 28-12 
(신월동, 유림아파트), 501호
02-2697-6684 / 032-293-4781
jubang-en.com
jubang-en@naver.com
월간 유통세계(키친 엔 셰프 푸드), 주방연감

중화ENG 2B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조휘용
(07371)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8길 7-6 (문래동1가), 
중화ENG
02-2671-4751 / 02-2633-7731
https://blog.naver.com/ssandmanz
ssandmanz@naver.com
Extruder Snack Line 제작. Snack Mold 개발

(주)케이엔에스컴퍼니 2D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승수
(18625)
경기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151번길 70 (증거리), 
케이엔에스컴퍼니
031-8059-6565 / 031-8059-8272
www.knsco.com
sales@knsco.com
POLIMIX(파우더흡입믹서), 
PASSON (고점도전용믹서), 
INLINE MIXER (인라인믹서) 등

(주)케이투시스템이엔지 2E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국진
(47024)
부산 사상구 학장로 147 (학장동), 
(주)케이투시스템이엔지
051-316-8611 / 051-316-8613
robocook.kr
sysk2@sysk2.co.kr
로보쿡(ROBOCOOK)은 일정한 조리가 가능하고 웍에서 볶은것과 같은  
맛을 내는 자동조리기기 제공합니다. 통돌이 자동볶음기 직화볶음기 오토
웍 SSEN 웍 렌지 SEGUNA 직화 렌지 이런 분들이 방문하시면 유익해요! 
- 일정한 조리가 가능하면서 웍에서 요리한듯 불맛을 내는 조리기기가  
필요한 업체 - 코로나로 고용 유지가 힘든 업체  - 조리 시간 단축이 필요한  
배달전문점  - 무인 주방 시스템 R&D  - 지역 설치/AS 서비스 전문업체  
- 해외 물류 거점 Agent  - 신제품 홍보에 관심있는 리테일샵

(주)코펙스코리아 2E3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나규환
(06628)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9 
(서초동, 코리아비지니스센타), 904
02-521-5288 / 02-521-5289
cofacs.co.kr
cofacs@cofacs.co.kr
햇썹인증에 필요한 스테인레스 스틸 케스터, 
오븐기용 내열용 케스터(+300도), 
저온용케스터(-40도), 
캐터링 시스템에 필요한 각종

(주)농업회사법인 팜텍 2E10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주희
(38335)
경북 청도군 청도읍 안송읍길 7 (송읍리), 
FARMTEC Co. Ltd.
054-0943-9966 / 054-373-9968
www.farmtec.kr
kskim747@gmail.com@kskim747@gmail.com
농식품 건조기, 자동 과일 제피기, 제습기, 
탁상용 제피기, 열풍기, 과일 분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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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2B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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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인 자동화 세척 시스템,  
박스 세척기, 특수 세척기, 초음파 세척기, 버블  
세척기, 스팀 컨벡션 오븐 등 상업용 주방기기 일체

(주)하영에프엠 2D8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동수
(12723)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322-22 (부항리), 
(주)하영에프엠
031-797-1591 / 031-797-1592
www.hyfm.co.kr
hyfm0616@naver.com
로스팅기

한국키요모토㈜ 2E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키요모토 쿠니오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615호
02-6959-6791 / 02-6959-6796
www.kiyomoto.co.kr/en/
sales@kiyomoto.co.jp
진공유탕기, 과열증기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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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엠씨주식회사 2A4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영환
(21312)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5-20, 대신엠씨건물
032-511-5001 / 032-568-9903
daeshinmc.co.kr
dsclean@dsclean.co.kr
솔첵, 신발바닥세척기(습식), 캐스터크리너, 
유수분리기, 매직매트

㈜더케어드 3B9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전영수
(13522)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1 
(야탑동, 남서울프라자), 418호
031-703-8999 / 031-624-4785
https://smartstore.naver.com/thecared
ysjun@thecared.com
니트릴 장갑,매직쉐프

디엔디전자 3A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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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nju@dndele.com
나오크린은 수돗물에 미량의 소금만을 첨가해 전기분해를 통해 얻어낸 
활성화될 살균물질을 생성하는 장비로, 식품가공산업에 적용되어 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량의 소금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사용이 편리하며, 현재 약 8,500여곳의 
급식시설 및 식품가공공장 등에 설치되어 기존 약품을 대체하면서 쾌적 
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품 사용시 발생하는 
염소가스로 인한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의 인체 유해성이 없어 친환경 
대체 솔루션입니다.

㈜성원이엔텍 2E5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창근
(32714)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75 
(마전리, 동원부동산중개사사무소)
042-522-0472 / 042-584-0472

cglee21@hanmail.net
친환경 고기능성 바닥재

㈜세진이앤이 3B3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동협
(10594)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동산동, 삼송테크노밸리)
02-389-2556 / 02-389-1903
www.sejinene.com
sejinmax@hanmail.net
전기집진기, 전기집진기 부속품

에프이피에스주식회사 2E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찬근
(1320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상대원동, 성남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1301호
031-747-4278 / 031-696-6066
www.feps.co.kr
sales@feps.co.kr
위생복, 위생모, 멸균복, 작업복, 니트릴장갑, 
논슬립안전위생화, 위생청정소모용품, 포장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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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주식회사 3B4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낙기
(30001)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매실로 503 (대곡리)
044-866-4532 / 
newknowledge.co.kr
nkplan@naver.com
방충방서방제용품, 위생용품, 청소도구, 
세척제소독제, 실험소모품, 위생가공도구

㈜오성마이더스 2E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명욱
(21072)
인천 계양구 서운산단로2길 56 
(서운동, (주)오성마이더스), (주)오성마이더스
1588-5856 / 1588-3828
osmds.co.kr/
osmds2009@osmds.co.kr
신발살균소독건조기, 다목적살균소독건조기, 
이동식사다리, 휴대폰보관함 등

㈜코스모스웨이 2D7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심규성
(22839)
인천 서구 가정로37번길 45 (가좌동), 3층
032-555-7052 / 032-544-7023
http://www.mascare.co.kr
psi@cosmosway.co.kr
투명 위생마스크 마스케어, 니트릴 라텍스장갑, 
물비누 및 소독 살균제 닥터와쎈, 방수앞치마, 
조리화, 위생복 등

주식회사 해산 2B3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허태동
(16642)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 
(고색동, 고색동 첨단벤처밸리), 207호
031-295-0695 / 031-295-0690
www.sansuikorea.com/
ywheo3333@hanmail.net
워터후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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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산업 2D4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승준
04573
서울 중구 난계로21길 21 (황학동), 1층

02-2254-2992 / 82-2-2254-2992
kd-wood.com
kdwood2992@naver.com
목기,아크릴,기타수입주방용품

(주)광명상사 2A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지광옥
04799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34 (성수동2가, 광명빌딩),  
1층 광명상사
02-467-7722 / 82-467-7722
www.kv.co.kr
4677722@kv.co.kr
커피머신, 그라인더, 오븐 등등

주식회사 금원하이텍 2E102/2D10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동수
10826
경기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934번길 55 (법원리),  
(주)금원하이텍
031-944-7800 / 82-31-944-7800
www.k1mall.kr
hikumwon@naver.com
냉동/냉장 쇼케이스, 고구마구이기, 온장진열장

(주)데키스트 3B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우원희
16954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영덕동, 흥덕IT밸리), 타워동 1801호
070-7529-4359 / 82-31-8004-4359
www.radionode365.com
master@dekist.com
방수형 보안 온도계로 마음 편히 작업하세요. 월 3만원이면 현
장 온도관리 관련해서 모든 결정사항이 끝납니다. 온도계 설치
부터 유지보수, 그리고 데이터 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 받
아 보세요. - 실시간 온도 관리 - 원격 온도 모니터링 - 양식화
된 일간/주간/월간 보고서 - 보관 창고별 적정 온도 설정 - 긴급
상황 발생시 전화 알람 - 다국어 전화 알람 지원 - 이슬점, 식중
독 지수 알림 등.

디지아이 2D6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최동호
11459
경기 양주시 청담로 52 (고읍동), 디지아이

031-820-8933 / 82-31-820-8933
www.dgi-net.com
wslee@dgi-net.com
스위트박스

디케이코퍼레이션 주식회사 2E904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유동균
1031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523-67, 3층

02-712-1035 / 82-2-712-1035
http://thegown.co.kr/
you_hi@hanmail.net
앞치마, 방수앞치마, 일회용앞치마, 니트릴장갑, 라텍스장갑, 위
생장갑, 일회용위생모자, 일회용라운드캡, 위생모자, 덴탈마스크, 
KF94마스크, 위생복, 방문자가운, 위생용품, 조리용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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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포인덕션 3B5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허진숙
12202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래산로 209 (월문리),  
(주)디포인덕션
02-444-5895 / 82-70-4694-5668
www.dipoelec.com
serena@dipoinduction.com
상업용 인덕션 렌지, 인덕션 급식기구

리빙메이트 2D2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백태민
10039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205-28 (송마리), 1층

031-996-0128 / 82-996-0128
livingmate.kr
living2815@naver.com
PC쟁반,PC식판,PC컵,1회용PP배달용기,주물스테이크판,주물불
판,아카시아원목접시류,멜라민식판,멜라민식기류

미화인더스트리 3A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홍창성
1025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로 (사리현동), 147-3

031-962-1713 / 82-31-962-1713
www.mihwaco.com
mihwaco@mihwaco.com
업소용가스오븐렌지, 탁상형고화력가스렌지, 탁상형컨벡션가스
오븐, 가스콤비오븐렌지, 가스생선구이기, 전기생선구이기, 가스
철판구이기, 업소용가스렌지, 가스꼬치구이기, 이동형전기온장
고, 푸드트럭조리기기, 가스데크제빵오븐 등

베어로보틱스 3B6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하정우
04779
서울 성동구 뚝섬로1길 10 (성수동1가),  
트러스톤빌딩 지하 1층
070-7576-1714 / 82-70-7576-1714
www.bearrobotics.ai/ko/
sales-kr@bearrobotics.ai
자율주행 식당 서빙로봇 `서비(Servi)`

오비에스(주) 3B9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정진국
22122
인천 미추홀구 길파로 78 (주안동3-28),  
오비에스(주)
032-677-1021 / 82-32-677-1021
www.obsglobal.co.kr
2711oth@naver.com
이온아이저 초음파식기세척기, 가스튀김기, 자동튀김장치, 환
경제품

(주)이더멜라민 2C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남광현
22665
인천 서구 누리로 8 (오류동), 이더멜라민 본사

031-8049-2077 / 82-31-8049-2077
www.eader.co.kr
leaders@leadersm.co.kr
종합 멜라민 식기류 1. 호텔, 부페,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테이블
웨어. 2. 기업,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급식용 식기. 3, 각종 접시
류와 볼류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제품이 5000여종 구비. 4. 고
전적인 스타일부터 모던과 퓨전스타일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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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EasyONE) 3C8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황인성
10069
경기 김포시 양촌읍 봉수대로 1710  
(대포리, 모아종합유통상가)
070-7808-7416 / 82-70-7808-7416

easy-one24@naver.com
튀김기, 스탠드형음식물가열기, 튀김탈류대, 기타 튀김기 관련 
부속아이템

이투앤커뮤니케이션즈 3C1101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김종수
10881
경기 파주시 회동길 363-21 (서패동), 2층
031-945-7335 / 82-945-7335
www.portableex.com
portablex.contact@gmail.com
재사용이 가능한 포터블 디스플레이 시스템 - 백월 - 카운터 - 
LED 백월 - 디스플레이랙 등 전시부스, 리테일매장, 이벤트 등
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손쉽게 설치와 해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주)인스템 2E3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권명숙
12775
경기 광주시 절골길 109 (장지동), (주)인스템
031-752-9627 / 82-31-752-9627
www.instem.co.kr
instem@nate.com
인덕션시스템 그리들시스템 초음파시스템 전기시스템

(주)케이티앤이 2C403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박노범
18540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로264번길 67 (송정리), 주
식회사 케이티앤이
031-355-5930 / 82-31-355-5930
www.delitas.co.kr
sales@delitas.co.kr
상업용 튀김기, 그리들, 각종 조리물보관 기구물

㈜피스월드 2E502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시품목

이명옥
13026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76 (상산곡동), 2층

02-529-5954 / 82-2-529-5954
www.peaceworld.co.kr
sales@peaceworld.co.kr
언더렌지, 통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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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Acadian Seaplants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olly Reardon
(B3B1X8)
30 Brown Ave Dartmouth, Nova Scotia

1 902 468 8329
www.acadianseaplus.com
har@acadian.ca
Acadian’s Hana Tsunomata® Sea vegetable is a cultivated Chondrus 
crispus seaweed made up of unique pink, yellow and green fronds 
providing functional and visual benefits to the food and culinary industries 
and product formulators.
Hana Tsunomata® is all natural and of the highest quality and 
consistency cultivated in the world’s largest land-based facility next to the 
pristine Atlantic Ocean in Nova Scotia, Canada.

Emi Tsunomata®, is a natural red variation. Both are Kosher, Halal, 
VegeCert and SQF Food Quality and Safety certified.
Chondrus crispus demonstrates capabilities and effects including
• Antioxidant  • Anti-viral
• Anti-inflammatory • Anti-obesity
• Prebiotic effects • Immune stimulation
• Neural protection • Anti-aging

ITALY

ACCADEMIA OLEARIA SRL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IGOR PROFILI
(07041)
UNGIAS GALANTE' , ALGHERO

+39 079980394 / +39 79970954
www.accademiaolearia.com
export@accademiaolearia.com
THE FARM WAS FOUNDED IN ALGHERO AT THE BEGINNING OF THE 
LAST CENTURY. TODAY IT IS MANAGED, WITH DEDICATION AND 
PASSION, DIRECTLY BY GIUSEPPE FOIS AND HIS FAMILY, PERSONALLY 
FOLLOWING ALL THE PROCESSING PHASES, FROM CULTIVATION TO 
TRANSFORMATION. IT HAS AN EXTENSION OF OVER 200 HECTARES 
WITH ABOUT 25,000 OLIVE TREES, MAINLY BOSANA CULTIVARS, 
SUPPLEMENTED BY THE PRESENCE OF OTHER CULTIVARS, NATIVE 
AND NATIONAL, WITH THE AIM OF IMPROVING AND ENRICHING THE 
ORGANOLEPTIC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OILS 
PRODUCED.THE OLIVES ARE SMASHED IN THE FARM, IN A MODERN 
TWO-PHASE CONTINUOUS CYCLE PLANT. THE ACCADEMIA OLEARIA 
S.R.L HAS A PHOTOVOLTAIC SYSTEM THAT MAKES IT COMPLETELY 
SELF-SUFFICIENT IN RELATION TO ELECTRICITY NEEDS. THE 
PRODUCTION OF HOT WATER AND HEATING ARE GUARANTEED BY A 
PEANUT BOILER THAT USES THE SAME WASTE AS THE PROCESSING 
OF OLIVES. OIL ACADEMY S.R.L.  ISO 9000, IFS, BRC, BIO CERTIFIED.

USA

Acme Organics LLC

4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ndrew Wright, Owner
(55403)
1942 Irving Avenue South, #2, Mineapolis, Minnesota

+1 612 859 3312 
www.triplecrownbbqsauce.com
andy@acmeorganics.us
Acme Organics is the maker of Triple Crown Organic BBQ Sauces. Our 
fame began with the three-time Minnesota State Fair Blue Premium 
winner, the Classic (2020 American Royal BBQ Sauce Contest Second In 
Category Winner), a best-in-class Kansas City style sauce.

AUSTRIA

ADVANTAGE AUSTRIA (Austrian 
Embassy Commercial Section)

4D4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Wolfgang Köstinger
(03154)
Kyobo Bldg., 21st Fl., Jongno 1, Jongno-gu seoul

732 7330 / 732 4337
https://www.advantageaustria.org/kr
seoul@advantageaustria.org
ADVANTAGE AUSTRIA, with around 100 offices in over 70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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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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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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

AG CHAVIN

4E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IRO KITAYAMA
15023
Av. encalada 1420, Oficina 904, surco.

(+51) 1 437-0240 / -
https://chavin.com.pe
SALES@CHAVINDRIED.COM
IQF Frozen Line:  Mango, avocado, strawberry, pomegranate arils, 
blueberry, passion fruit cubes, seedless grapes, sweet potato      Dried 
Line: Mango, goldenberry, pineapple, blueberry, strawberry, banana, sweet 
potato, mandarine.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enjamin Berry
(K1A 0C5)
1341 Baseline Road Ottawa Ontario

1 613 608 0311 
www.agr.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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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LY

AGROLIO s.r.l.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avio Tesoro
(76123)
S.P. 231 Km 55+120; Andria (BT); Puglia / Italy

+39 08831953203 / +39 0883546074
www.radicidipuglia.it
commerciale@agrolio.com
Production and selling of Extravirgin Olive Oil and Wine.

USA

Agropur Cheese

4C1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Ivan Beck
(54915)
3500 East Destination Dr. Appleton, WI

920 944 0990 
https://www.agropur.com/us/cheese
ivan.beck@agropur.com
Founded in 1938, Agropur is a top 20 global dairy producer with sales of 
$6 billion $USD in 2020. Out of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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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illion pounds of 
quality, award-winning, rBST-free cheese annually and carry the expertise 
of four Wisconsin Master Cheesemakers. With the capacity to produce 
more than 20 different varieties of cheese, Agropur’s US cheese operations 
specialize in mozzarella, provolone, cheddar and feta. “Better dairy. Better 
world.” www.agropur.com/us/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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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Aisha-Fil Foods Inc.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randa Raca
1116
Unit 405 K Palza Bldg., Lot 3 Blk. 5 Mindanao Ave. Brgy. 
Tandang Sora, QC

8-5732934 / 09175028293 / (632)8-5732934
www.aishafilfoods.com
affi.teamexport@gmail.com
Tropics Farm Banana Chips and Green Mama, Banana Chips, Banana in 
Syrup, Dried Taro Leaves

USA

All Berry & Fruits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manda Foster
(97215)
7920 SE Hawthorne Blvd. Portland, OR

1 503 860 0143 
www.allberryusa.com
amandaf@allberryusa.com
All Berry & Fruits is located in Portland Oregon, the heart of the US berry 
industry. "Fresh Elements", is our own brand of quality, healthy snacks 
in retail packaging from our own packing facility. We handle a full-line of 
berry and fruit related products, NON-GMO in bulk and retail packs; 100% 
natural dried, sweetened dried berries, nuts, IQF/frozen variety berries 
and fruits, juice concentrates and fruit purees. Private labels are available; 
please visit www.allberryusa.com  and   www.freshelementsusa.com  for 
more information.

AUSTRIA

Almi GMBH

4D4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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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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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Almond Board of California

4C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urielle Kim
(95354)
1150 9th St #1500 Modesto, CA

1 209 549 8262 
https://www.almonds.com/
mkim@almondboard.com
The Almond Board of California is dedicated to promoting California 
almonds to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 both through marketing 
efforts and by funding and promoting studies about almonds' health 
benefits, as well as ensuring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and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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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Alpdrinks Upsynth GmbH

4D4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riane Houben
(6840)
Hans-Berchtold-Straße 52, Götzis

 

info@alpdrinks.at
furore is an Austrian gourmet food manufacturer and has stood for 
culinary enjoyment at the highest level since 1999. The range includes 
over 16 fruity-spicy mustard and gourmet sauces (figs, grapes, pears, 
paprika & chilli and many more), other ideal spices with cheese, fish 
and meat dishes as well as the finest Bregenzerwald hay milk cheese 
specialties.
Our innovation is free from preservatives and colorings and is also suitable 
for vegetarian and vegan cuisine. The furore private label and private label 
products are marketed worldwide by selected partners.

PERU

AMAZON ANDES EXPORT S.A.C.

4E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HN ECHENIQUE
LIMA 36
AV. LOS ALAMOS 520, URB. CANTO REY, SAN JUAN DE 
LURIGANCHO LIMA, PERU

+51 957204148
www.amazon-andes.com
export@amazon-andes.com
Organic and conventional superfoods from Peruvian Biodiversity: MACA, 
CAMU CAMU, SACHA INCHI, CACAO, YACON, AGUAJE, GRAVIOLA, CAT'S 
CLAW, LUCUMA, DRAGON'S BLOOD, COPAIBA OIL.

USA

American Indian Foods

4D109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atashia Redhouse
(59103)
PO Box 958 Billings, MT

1 406 259 3525 
https://www.indianagfoods.org/producers
aif@indianag.org
The Intertribal Agriculture Council's American Indian Foods Program 
represents Native American and Alaskan Native brands all across the 
United States.

USA

American Trading International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ara Joy Kleinrock
(90034)
3415 South Sepulveda Blvd. Suite 610 Los Angeles, CA

1 310 445 2000
www.american-trading.com
ati@american-trading.com
American Trading International (ATI) is a California-based export trading 
company with 26 years of experience servicing the needs of importers 
and retailers in over 80 countries worldwide.  Our direct relationships with 
over 400 manufacturers across the US give us access to thousands of 
products, ranging from multinational to up-and-coming brands. 
We represent products directly from well-known US brands including: 
Bragg, Nestle, Starbucks, Sun-Maid, Smucker’s, JIF, Folgers, Mrs. Fields, 
Tony Roma’s, Sheila G’s Brownie Brittle, Bob’s Red Mill and many more!  
Feel free to visit our website at www.american-trading.com to find out 
more about more products we currently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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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Angellozzi Tartuficoltura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Vanda Angellozzi
(63093)
Via Ponte Pugliese 13

+39 390736365295
www.angellozzi.it
segreteria@angellozzi.it
Angellozzi Tartuficoltura represents the continuity of five generations of 
truffle hunters, and grows and harvests the three most precious varieties 
of truffles in its own truffle-plantation: White, Winter black and Summer 
black truffles. After being harvested, every single truffle is washed and 
brushed by hand and divided into different selections, according to 
the aesthetical appearance of truffles. The company is leader in the 
production and sale of fresh truffles, mainly addressed to export, which 
is a remarkable factor that has led the company to an outstanding 
experience. Angellozzi Tartuficoltura has refused the production of “truffle-
flavoured” products such as aromatic oils, truffle butters, sauces etc. 
However, it has created a 100% organic line of truffles canned and in brine 
(which undergo  the sterlization process only, therefore they do not contain 
any synthetic additives, but only water and salt) and frozen truffles. NO 
SYNTHETIC PRODUCTS!

CANADA

Anita's Organic Mill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ayda Smith
(V2R 5M3)
615 - 44688 South Sumas Rd Chilliwack, BC

1 604 823 5543
anitasorganic.com
jayda@anitasorganic.com
Anita’s Organic is a Canadian family-owned flour mill located in Chilliwack, 
BC that has been working with Western Canada farmers for over 24 
years.  We offer a full line of organic products, including whole grain and 
sprouted flours, all-purpose flours, pancake & baking mixes, oats, cereals, 
and certified gluten-free products. All products are available in retail-ready 
and bulk foodservice packaging. We offer custom whole grain milling, 
sprouting, blending, steel cutting and can develop specific products to suit 
your needs. All products are available with private label options in both 
retail and bulk.

THAILAND

ANNAPOLIS CO.,LT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harkphum Benyakorn
(12120)
101/72 Moo 20 Khlong Nueng, Khlong Luang, 
Pathumthani, Thailand

+66993295995 

pharkphum@the-annapolis.com
LongBeach is one of Asia's leading beverage ingredients providers, 
offering total beverage solution with over 150 products. We have all 
essential ingredients including flavored syrup, fruit puree, sauce, coffee, 
Thai - Taiwanese-Japanese tea, beverage powders, etc. Our in-house RDs 
and production facilit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llow us to deliver 
quality products under GMP codex, HACCP, Halal, etc. to customers 
around the globe.

PHILIPPINES

Audrey's Confectioneries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udrey F. Regis
6000
880 President Magsaysay St., Kasambagan Brgy. Cebu City

(032) 3843803/09175535482
www.audreysconfectioneries.com
audrey.regis@audreysconfectioneries.com
Mango Caramel,    Sweet and Salted Banana C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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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AVANTE Agri-Products Phils.., Inc.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Lalaine F. Lam
8000
SJDRC Bldg. Insular Village, Lanang, Davao City

63 9285592820 / +63 9177018525 
www.avanteagri.com
lalainelam@avanteagri.com
fresh banana, pineapple, papaya and mangoes

USA

Bascom Maple Farms

4C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emon Borek
(03602)
56 Sugarhouse Rd Alstead NH

18022578100 

dborek@maplesource.com
Maple Syrup and Maple Sugar

ITALY

BEST ITALIAN SELECTION SRL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ABLO TORRES
(84091)
VIA RIETI 19 BATTIPAGLIA SALERNO  ITALY

+39 0828 211553 / +39 08282 211553
www.bestitalainselection.it
pablo.torres@besitalianselection.it
Our objective is to be a reliable partner that creates value for our 
customers. Our main activity is to support importers of Italian food, as 
they consolidate their current business, decide to produce and market just 
one or perhaps a full range of products or move into new labels. We also 
strive to educate food lovers about Italian food and wine, and to support 
trade and food service operators dealing in these products. 

POLAND

Bio Poland Sp. z. o. o.

4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aulina Blacerak
(62-023)
Drukarska 59

+48608106205 
www.biopoland.pl
p.balcerak@biopoland.pl
Bio Poland company is to provide business partners with the highest 
quality, certified Polish organic food all over the world. The company's 
mission is to promote conscious eating and introduce healthy food into 
daily nutrition.
Bio Poland company offers two brands, BIO POLAND which offers a wide 
range of organic juices and the second brand CRAZY FRUITS are Super 
Juices (it is a mix of vegetables and fruits), Natural Smoothies, Juices, 
Non-alcoholic drinks and Isotonic 100% natural from fruits and vegs.
All of our products come in 250 ml of high-quality glass bottles.
All our products are Never From Concentrate | No Sugar Added | No GMO | 
No Preservatives | Veggie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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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Boyajian Inc.

4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revor Hutchinson
(02021)
144 Will Drive. Canton, Massachusetts

+1 781 828 9966 
www.boyajianinc.com
thutchinson@boyajianinc.com
Boyajian is a manufacturer of 100% all-natural infused olive oils, vinegars, 
vinaigrettes, dipping oils, citrus oils, flavorings and extracts. We provide 
custom blend, private label and co-packing services.

CANADA

Bremner Foods Ltd

4E1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erry Bremner
(V4G 1A1)
7352 Progress Place Delta, BC

1 604 940 1375 / 1 604 940 1385
https://www.bremnerfoods.com/
terry@bremnerfoods.com
Bremner Foods prides itself on producing the highest quality farm 
produce and premium quality products. The company is committed to 
use only finest ingredients. The core values of the company are honestly, 
accountability and simplicity. The best way to describe Bremner products 
would be Fresh, Pure and Premium. What makes Bremner’s Stand out 
above the rest is the premium quality. Ingredients are the key to getting 
the full benefits out of the products you are consuming; it is so critical. 
Bremner moto is you are what you eat! 
The company two categories of products i.e organic frozen fruits and 
Juices.

PHILIPPINES

Businesspeople Inc.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utemio B. Cabilin

1552
65 Mariveles St. cor Sultan St. Highway Hills, Mandaluyong 
City

8-4207120 / 09997932258 
https://mybizpeople.com
tmcabilin@gmail.com
VCO, Glow guyabano Juice, glow coffee, dried banaba leaves, MCT oil, 
Glow fruits and herbs 21 powder drink mix, coconut sap vinegar, coconut 
milk powder, fruits and herbs powder

ITALY

C&L SERVICES SRL

4F1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rio Rota
(20133)
Via Vigilio Inama, 23 - Milan

00393355801001 

dario.rota@dr-partners.com
C&L Services has been operating for over ten years, thanks to personnel 
with considerable experience to cover every segment of the shipment, 
whether it is of minimum quantity (groupage) or of considerable quantity 
(container).
We operate directly or through agents and correspondents in various 
Italian cities and foreign countries.
We carry out customs operations, maritime, rail, air, truck and all 
other formalities related to shipments, guaranteeing seriousness and 
professionalism.
Recently we started a new business activity by assisting the Italian 
companies in searching for new markets for their products. Ha have a 
Special Focus on promoting Made in Campania foo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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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C. O. P. Pili Sweets and Pastries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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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Nut! Roasted Pili Nut Garlic with Pili                               Plain Roasted 
oasted Pili Nuts

ITALY

Caffè Haiti Roma Srl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Ginevra Geracitano
(00134)
Via Ardeatina n. 1010

+39 06 71356180 / +39 06 71355350
www.caffehaitiroma.it
info@caffehaitiroma.it
Born in 1950, Caffè Haiti Roma is a historic roasting company that 
produces high quality espresso coffee blends in beans, ground, 
compostable pods and capsules, following the artisanal method worth 
of the best maestro roasters. Having a long heritage and mastership in 
producing traditional espresso coffee blends, the company was among 
the first ones in Italy to create a line of certified Organic & Fairtrade 
espresso. From this line, one of Caffè Haiti Roma's top blends, Biocaffè 
Gran Miscela 100% Organic 100% Fairtrade, has won 2 Gold Medals at the 
International Coffee Tasting (2015 and 2020 editions) and has obtained 
the certification of Italian Espresso. The company is also certified ISO 
9001, ISO 14001 and ISO 45001, and is associated with the prestigious 
Espresso Italiano Institute and the International Istitute of Coffee Tasters.

CANADA

Canada Beef International Institute

4F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Ichiro Kiyotomi
(103-0027)
Nittetsu Building 3F, 1-13-1, Nihonbashi, Chuo-ku, Tokyo

81 3 6665 6452 / 
https://canadabeef.kr/
ikiyotomi@canadabeef.ca
Canada Beef International Institute (CBII)  provides market development 
and promotion services to the Canadian beef and veal industry. CBII 
is responsible for the deliver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and promotion programs through offices in Canada, Mexico, 
Japan, China and Taiwan. CBII Senior Director stationed in the Japan 
office looks after the South Korea market.

CANADA

Canada Grand Enterprises Inc.

4F1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an Peng Zhou
(T6E 5P3)
Unit 2, 9804 47 Ave NW Edmonton, Alberta

1 780 800 7730 / 
www.grand-enterprises.com
zyanpeng@granwine.com
Canada Grand Enterprises Inc. devotes to bring Canadian health products 
to global consumers. We supply natural, safe and nutritional foods and 
drinks to people. Make a difference to the products you eat and drink every 
day. We are producing edible oils and quick grains. Such as, 
Twinfood cold press non-GMO flaxseed oil;
Twinfood cold press organic flaxseed oil; 
Twinfood cold press non-GMO canola oil;
Goldtop cold milled organic flax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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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

CANDELA PERU

4E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NA MARIA GARCIA y/o CLAUDIA CUELLAR
15816
MZ. F LOTE 9 PARQUE INDUSTRIAL VILLA EL SALVADOR-
LIMA-PERU

+51 983274854
https://candelaorganic.com/
commercial@candelaperu.net
1) ORGANIC COCOA DERIVATES: nibs, liquour,   powders, butter, coating)                                                                                                                    
2)ORGANIC DARK CHOCOLATE 70% COCOA AND 55% COCOA with: 
dried goldenberry, brazil nut, coffee, quinoa, amaranth and coconut.)                                                                                                                          
3)AMAZONIAN ORGANIC SUPERFOODS POWDERS:    Brazi 
nut, maca, sacha inchi, camu camu, lucuma and coco.                                                                                                
4)ORGANIC DRIED FRUITS AND NUTS:                                        Brazil 
Nut, dried goldenberry and sacha inchi toasted.                                  5)
AMAZONIAN OILS:                                                                   Edible oils with 
brazil nut, sacha inchi, brazil nut with chilli and brazil nut oil with basil.

CANADA

Canoe Global Trading Company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ill Jr. Coleman
(KQC5N6)
6073 Forestglen Crescent Ottawa, Ontario

1 613 415-4744 
www.canoetrading.com
billjr@cacl.net
Canoe Trading is Canada’s first online trading company – www.canoetrading.com
In 1986, CACL started sharing authentic Canadian goodness with Asia. This year, we 
are launching Canada's first online B2B trading company, to help our members share 
more truly Canadian products with more consumers around the globe.
At Canoe, we guarantee:
- Truly authentic Canadian brands
- The lowest prices, directly from brand owners
- Friendly Canadian Service!
Our Wine Portfolio:
Icewine: Strewn, Palatine, Chimo, Ice Star Icewine
Table wines: Strewn Premium, Cottage Block, Rogue’s Lot
Our Spirits:
Niagara Falls Craft Maple Whisky, Niagara Falls Craft Rye Whisky
Niagara Falls Small Batch Vodka
Levenswater Spring 34 Gin

ITALY

CASEIFICIO ANTONIO GARAU DAL 1880 
SRL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INA GARAU
(9040)
Street Cagliari n. 173 - 09040  MANDAS

+39 3479401998 
www.caseificiogarau.com
commerciale@caseificiogarau.com
Since 1880 the Antonio Garau Cheese Factory, the oldest in operation in 
Sardinia, produces Sardinian cheeses with dedication and passion, always 
seeking the taste and superior quality.
Since its origins, Caseificio Garau uses only milk from Sardinian farms, 
in which the food is based on wild herbs and shrubs typical of the local 
vegetation. This is how the production of cheeses naturally rich in 
omega-3 fatty acids was born. The cellars are built as they were used 
in the XIX century using the local stone. Their interior is permeated by a 
microclimate rich in scents, aromas and fragrances that, combined with 
the use of the table ultra aged pure fir, gives our cheeses a unique flavor, 
known and appreciated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Europe, the USA and 
Japan are the last frontiers crossed with exports.

THAILAND

CHANTABURI FRUIT PRODUCT CO.,LT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Witchaya Pruksakit
(22120)
33/2 M.5,Khaowua Sus-District,Thamai 
District,Chanthaburi Provice,Thailand

+66 611788883 / +66 039460177
www.chanthaburifruits.com
cf.pd@hotmail.com
Our company establish since 1995. Brough fruits from plantation in 
Chanthburi Province throgh processed for add value.Started with deep fry 
and stiring prcessing.Then brough new technology for help processing 
such as Vacuum fry technology and Freeze dr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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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Charm Oats/Sweet Grass Contracting 
Ltd.

4F1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ony Kim
(27658)
#115 Daecheong-Ro, Samsung-Myun Eumsung-Gun, 
Chungcheongbuk-Do

82 0438810287 / 

tonykim@charmoats.com
Health Food & Superfood

CANADA

Cochef Food Inc.

4E1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aey Kwak
(V5A 2G9)
#22 - 7228 Winston St. Burnaby, BC

604 374 7045 / 
www.cocheffood.com
jaeykwak11@gmail.com
BeeFamily Honey Stick is a nutritious health food containing Canadian 
No.1 Honey with super foods, such as royal jelly, collagen, ginseng, fruit 
juices and so on, in a sachet for convenience. We will be presenting 7 
types of Honey Sticks.

PHILIPPINES

COCOPLUS AQUARIAN DEVELOPMENT 
CORPORATION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eraldine S. Bautista
4000
Brgy. San Bartolome, San Pablo City, Laguna 4000, 
Philippines
09178378537,  (02) 82471850 / (632)8-5244548
http://www.kokosorganic.com.ph/
cocoplusaquarian@gmail.com 
Organic Virgin Coconut Oil, Organic Skimmed Coconut Milk, Organic 
Coconut Oil,(RBD), organic coconut sugar, aromatheraphy Body massage 
oil

CANADA

Coldfish Seafood Company Inc.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ergey Samotaenkov
(V5P 2S7)
1670 East Kent Ave. South. Vancouver, BC

 

sergey@coldfish.ca
Frozen and Fresh Seafood (Head off and gutted, fillets, portions):
Black Cod
Albacore Tuna
Pacific Halibut
Wild Salmon (Sockeye, King, Coho, Chum, Pink)
Ling Cod
Ikura
Spot Prawns
Simply West Coast - seafood value added retail line:
Salmon bacon
Smoked Sockeye Salmon
Smoked Sockeye/Atlantic Salmon Nuggets
Battered line (Fish & Chips, Pacific Cod, Sole, Haddock) 
Sockeye/Halibut/Pacific Cod/Albacore Tuna/ Black Cod portions
Sockeye and Halibut 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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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Confetti Sweets

4F1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athy Leskow
(T8H 2C1)
6, 41 Broadway Blvd. Sherwood Park, AB

1 780 570 5080 
https://www.confettisweets.ca/
kathy@confettisweets.ca
Confetti Sweets is a bake shop in Sherwood Park, Alberta, Canada that 
specializes in baking totally awesome cookies. What sets their products 
apart is the taste, texture and quality of ingredients. All their ingredients are 
premium with no added preservatives or additives.

POLAND

CONTIMAX S.A.

4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rzemyslaw Cieslik, Iwona Wiśniewska
(32-700)
Bochnia, Partyzantów 12 C

+48 609540121 / +48 146118733
www.contimax.pl
iwona.wisniewska@contimax.pl
Contimax was established over 30 years ago in the south of Poland. 
Contimax = three production plants supplying not only Polish market 
but also, systematically growing international group of Clients. Our offer 
consists of over 200 products (also organic): fish cans (salmon, salmon 
trout, mackerel, herring and others), frozen salmon fillets, portions, 
smoked fish, fish marinades, convenience meals, managed as a portfolio 
of brands. Wide assortment of products and diversified production let 
us to become a strategic supplier for many customers.  Our big flexibility 
allows us to adjust the production to our Clients needs.

NETHERLANDS

Daily Dairy

4D3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Tom Sijl
(3743 DK)
Emmalaan 12

0031 (0)88 040 7000 
https://daily-dairy.com/
tom@daily-dairy.com
Daily Dairy Holland is your cheese partner, from here to the other side 
of the world. Our expertise is based on years of experience going back 
to 1900. We are proud of our history and our products, from the classic 
Dutch cheeses like Gouda and Edam to the soft Mozzarella from Italy. 
And of course, our own premium brands like the V.S.O.C. black and white 
label and our Paulus Beer Cheese according to an authentic recipe from 
medieval monks. We believe in personal attention. That is why we like to 
work with customers who share the same love for our products. We take 
care of every detail, from start to finish. Therefore, we go the extra mile.

THAILAND

DAJIA COMPANY LIMITE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RAPHAPHORN DUSSADEEVUTIKUL
(74110)
63-63/1 Moo 8 Tha Sao, Krathum Baen

+66949455958 
www.deejaisnack.com
snackinfo.dajia@gmail.com
By integrating the heritage of knowledg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order to develop and create new things for consumers, we simply 
define ourselves as a 'Snack Creator' offerring unique recipe with better 
nutrition but delicious. Our vision is to create better life for snackers 
through our healthier and tasty snacks. Each of our products starts with 
the different concept that makes them unique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including main ingredients, texture, flavors, and nutritional values. 
"Deejai", our first brand launched in 2019, offers the real Thai Joy right 
after open the bag by using Thai Jasmine Brown Rice as a key ingredient 
flavored with authentic Thai taste (Tom Yum, Larb and Crab Curry). 
Deejai also contains 40% less fat than regular potato chips, NO MSG and 
preservative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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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CE

DELICIOUS FRUITS / ASIAC

4E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heodoros Devetzis
(59131)
Thessalonikis 60, Veria

+30 2331076748 / +30 23310 76488
www.asiac.gr/ deliciousfruits.eu/
teodevetzis@yahoo.gr
"DelicEUs Fruits" is the distinctive title of European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fresh fruits in the markets of Japan, S.Korea and Vietnam. 
European fresh fruits - apples and kiwis - that are produced in Greece, 
distinguish for their quality, safety and taste, since they adhere to rules 
for proper farming practices. All Producer Organization are certified with 
the most important Quality Management Systems Certificates, such 
as Global Gap, ISO 22000, BRC and IFS and they are fully complied with 
the food safety specifications of the above-mentioned certificates, as 
well the European Union’s specifications.  The Association of Imathia's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the proposing organization of the "DelicEUs 
Fruits" program and is an Association of Producer Organisation, founded 
as an initiative of the eight (8) largest Producer Organizations (officially 
recognized by Greece) who join forces to enhance their productive 
potential.

PHILIPPINES

Diamond Star Agro Products, Inc. 
(Philippines)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Tetsuji Yukawa
1630
Diamond Star Agro Products, Inc. (Philippines), Multi-
Purpose Bldg., FTI Complex, Taguig, Metro Manila Taguig, 
NCR

1.89865E+11 
https://www.diamondstar.com.ph/
tetsujiyukawa@yahoo.co.jp
Philippine fresh mangoes, solo papaya , Cardava/saba bananas, durian 
and pineapples

CANADA

Direct Plus Food Group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hawn Deguchi
(V2Y0G9)
Unit 120, 8621, 201st Street Langley, BC

1 800 663 4746 

shawnd@directplus.ca
For the past 25 years McSweeney’s has proudly provided Canadians with 
delicious meat snacks made with care. We come from modest beginnings 
and have developed into a brand that’s trusted.

CANADA

Drizzle Honey

4F1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ja Horsley
(T2N3S3)
2540 Kensington Rd NW Calgary, AB

1 403 796 3770 
http://www.drizzlehoney.com
aja@drizzlehoney.com
Drizzle Honey is selectively sourced, completely raw, superfood honey. Our 
collections are created using only natural, pure, 100% Canadian honey.
We have three Collections: The Everyday Collection includes our white 
and golden honeys as well of rounds of honeycomb. The Superfood 
Honey Collection includes our coveted raw honey blended with organic 
superfoods to create a health-conscious, functional honey. Lastly, the Craft 
Honey Collection boasts our one-of-a-kind spiced honeys.
All honey is produced using high standards of traceability and food safety 
practices. Drizzle is a Certified B Corporation™, Kosher and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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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East- West International Group Inc.

4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iunn-Der Wu
(44022)
4920 SOM Center Road, Moreland Hills, Ohio

+1 216 671 5105 
www.eastwestintlgroup.com
eastwestdevelop@aol.com
East-West Development, Inc. specializing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nsultant services that helping American food companies find 
distributors and organize promotional activities in the Asia Pacific Rim
1. Crazy Go Nuts (CGN) - Crazy Go Nuts products come in 10 (and 
growing) flavors and always feature simple, clean ingredients. We are 
vegan-friendly, gluten-free, and non-GMO. 
2.Perfection Snacks (PS) - Perfection Snacks is a well-known gluten-free 
snacks supplier serving 100 million better-for-you snacks to the world. PS 
products consist of Snack Mix, Mini Tortilla Chips, Pretzels, Sweet Twists, 
Salted Caramel Clusters.

POLAND

Eko-vit

4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amil Cendrowski
(92-518)
Techniczna 16/18

+48 
www.eko-vit.pl
kamil@eko-vit.pl
Eko-Vit is a leading Polish soft drinks producer. Present on the 
international market for more than 15 years, we are developing products 
from the recipe to the ready drink, using our own database of flavors 
or using our clients' ideas.  Our products are present in more than 70 
countries.  We specialize in canned beverages and thanks to that we have 
very short production times and highest possible quality. We have great 
experience in export field and in private label business.

CANADA

EMKAO Foods Inc.

4E1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yissi Nyemba
(V2V 6E4)
32885 MISSION Way Mission, BC

7786542556 / 7786542556
https://emkaofoods.com/pages/impact-new
ayissi@emkaofoods.com
COCOA BEANS PROCESSOR AND SINGLE SOURCE ORIGIN CHOCOLATE 
INGREDIENTS SUPPLIER.

SRI LANKA

Empire Teas (Pvt) Ltd.

4F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ARTHTHIPAN K
190/1 Siri Sumana Mawatha, Kelanimulla, Angoda. Sri 
Lanka

94773558378 / (94) 011-2549000
https://www.empireteas.com/
parththipan@empire.lk
We offer a wide range of products and packaging options, there is a wide 
range of Teas available from Sri Lanka (previously known as Ceylon), we 
can assist in designing, concept development, sourcing material and 
export to your destination.

We have a lab which tests different flavour combinations, we can use 
natural or artificial flavours to enhance the teas flavour and experience 
based on your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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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Eng Seng Food Products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Jean Mendoza/Ruby Bernales
8000
575 E. Quirino Avenue, Davao City, Philippines

(+6382) 3052263, +639177179855 
www.engsengfood.com
toweryema@yahoo.com
PRODUCTS : Fresh Young Coconut,Fresh/Frozen durian,,                      
Bananachips,freeze dried fruits

BULGARIA

Europe Shares

4F3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s Daniela Petrova
1000
Bulgaria, Sofia, Iskar Str 9

359 885 731 331 
www.wineexport.bg
info@wineexport.bg
Wine with PGI/PDO label from Thracian lowlands

NETHERLANDS

Export Partner: Trade Exhibitions and 
Missions

4D3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Guido Jacobs
(3743 DK)
Emmalaan 12

0031 33 294 6475 
www.exportpartner.com
info@exportpartner.com
As the Netherlands' largest export consultancy, Export Partner has been 
available since 2002 for companies that want to grow internationally. 
From business development to trade mission and from market research 
to online marketing: with all in-house expertise, Export Partner is your 
partner in international business.We are known for our hands-on mentality. 
Because export success revolves around strategy, building long-term 
relationships, but also and above all about doing . The world is our playing 
field and our approach is universal. Nevertheless, we look at every new 
project with a fresh perspective and we always work to measure. Because 
no company is the same. No market is the same. And each product has 
its own unique potential.The Dutch Export Combination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Nederland Exportland' and organized the first trade trips as 
early as the 1950s.

BELGIUM

Fam nv.

4F4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udi Van den Bleeken

Neerveld 2 B-2550, Kontich Belgium

+32 3 450 92 20 / +32 3 450 92 50
http://www.fam.be
info@fam.be
Food processor, cutting machie f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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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Fisher Farms, Incorporated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Amy De Ramos - Export Officer
3005
16th Floor, Unit 1610, West Tower, Philippine Stock 
Exchange Center, Exchange Road, Ortigas Center, Pasig 
City, Philippines; Factory: Dampol 2nd-A, Pulilan, Bulacan, 
Philippines

6.39178E+11 / 
http://www.fisherfarms.ph/
amy.deramos@fisherfarms.ph
•   Vannamei Shrimp (Raw or Cooked: HLSO, EZP, PDTO, PD, Nobashi, etc.; 

Breaded Shrimp Products, and other Value-Added Products)
•   Milkfish (Whole, Marinated, Smoked, Microwavables, Fish Fillets, Delis, 

Sausages, and Breaded Products)

TAIWAN

Flavor Full Foods Inc.

4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icholas Chen
106447
11F., No. 102, Sec. 4, Civic Blvd., Da’an Dist., Taipei 106, 
Taiwan
+886 2 2750 5667 / +886 2 2750 6777
http://www.forewaysesame.com
kang@flavor.com.tw
Pure sesame oil, sesame sauce, sesame noodle pack, shallot oil, ginger 
sesame oil

USA

Food Export

4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emke Bosch
(60606)
309 W Washington St, suite 600, Chicago IL

  
www.foodexport.org
info@foodexport.org
Food Export–Midwe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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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market entry, and market promotion.

THAILAND

FOOD ONWARD COMPANY LIMITE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essara Banyatthasanai
(74000)
35/249, Mu 2, Ekkachai Road, Bang Nam Chuet Sub-
district, Mueang Samut Sakhon District, Samut Sakhon
0945692982 
www.foodonward.com
korachalj@foodonward.com
Food Onward Co.,Ltd. is a food manufacturing company, producing crispy 
fish skin, crispy fish skin with spices, and crispy fish skin with herbs under 
the standards of GMP HACCP and HALAL. 
Currently, we have 2 brands. 
1/ Daisuki Brand - Crispy fish skin with salted egg (salted egg and spicy)
Key selling points : Crispy soft, no fishy smell, and use real salted egg
2.1/ Kiengkun Brand - Crispy fish skin with spices ( Original, Tom yum, 
Mala, Wingzab)
Positioning : A finely grinded crispy fish skin mixed with thai spices. It is a 
Thai condiment to be sprinkled on top of cooked rice, vegetables, meats, 
and noodles to add a crispy texture and awesome flavour to any meal. 
2.2/ Kiengkun Brand - Crispy fish skin with thai herbs
Positioning : A side dish to every meal. The product can be enjoyed with 
beers and alcoholics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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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FOODEAST TRADE SRL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IA LUCCHESI
(80040)
VIALE DELLE INDUSTRIE, 2 - SAN SEBASTIANO AL 
VESUVIO- NAPLES
+39 0810480105 / +39 0810480105
www.foodeast.it
info@foodeast.it
We are based in Naples, in beautiful Southern Italy and we have been 
exporting Italian Food around the world for three generations, with love 
and passion.
Our catalogue includes a wide range of products: from main Italian staples 
like pasta, tomato and oil, to selected confectionery, organic items and 
fresh cheese.
Our staff has a long experience in food manufacturing, a good knowledge 
of foreign markets and a great desire of meeting new people and seeing 
how Italian cuisine evolves around the world.
Our assortment fits the need of both retail and foodservice markets, with 
customized solutions for industry, as well.
All our products are made with quality ingredients, traditional expertise and 
packed under our own exclusive brands.

GREECE

FRESHCANO - ALMME SA

4E4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onstantinos Kasapis
(GR59100)
Kouloura Imathias

+30 23310 97700 / 
www.cannedpeaches.eu / www.almme.gr/
kasapis@almme.gr
“Freshcano” is the distinctive title of a European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European Canned Peaches in the markets of South 
Korea and Singapore. European Canned Peaches that are produced in 
Greece, distinguish for their quality, safety and taste, since they adhere 
to rules for proper farming practices, GLOBAL GAP, and observe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BRC, IFS, HACCP & ISO, as such 
have been established and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Almme SA, 
is the proposing organization of the "Freshcano" program, that produces 
canned peaches with the be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Its facilities are 
considering being one of the most update and modern fruit processing 
in Greece. 
Almme has been recognized objectively from all the major supermarkets 
worldwide. 
The overall processing capacity is over 600 ton/day with total processing 
of 30.000 tons of peaches during the season.

NETHERLANDS

Friesland Campina

4D3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s. Iris Werther
(3818 LE Amersfoort)
Stationsplein 4

0031 033 317 3333  
www.frieslandcampina.com
iris.werther@frieslandcampina.com
FrieslandCampina supplies consumer products, such as milk, yogurt, 
cheese, infant nutrition and desserts, products for the professional 
market, such as cream and butter products, ingredients and semi-finished 
products for producers of infant nutrition, the food industry and the 
pharmaceutical sector. We have branches in 38 countries and exports 
to more than one hundred countries worldwide. At year-end 2020, 
FrieslandCampina employed 23,783 workers

PHILIPPINES

Fruits of Life, Inc.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ia Phoebe N. Dela Cruz, Operation Manager
1105
8 Sto. Niño St. Brgy. San Antonio SFDM, Quezon City

8-3725907 / 8-3725908 
www.lipa.com.ph
pdelacruz@lipa.com.ph
coconut water  - fresh and pasteurized , coconut meat shredded and 
chunks, coconut pu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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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

Fusion Foods

4E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arlos Cornejo
15084
Av. Paseo de los Andes 697, 
Pueblo Libre, Lima- Perú
5115640050  
https://www.fusionfoodsperu.com/
comex@fusionfoods.pe
Mango: 100% Kent mango chunks, A-Grade, totally ripe fruits, 20x20mm.
Brix minimum 13, hygienically perfect manufactured, without technical 
auxiliary substances, metal detected, uniform degree of ripeness.
Strawberry: Natural product made with fresh, firm, well ripened and healthy 
fruits from the species San Andres. 
Montain Dried Corn: Corn seed must be healthy, free from living pests and 
foreign smells. It must not contain mouldy or mildewed grains, nor unripe 
grains in ripening stage
White Corn:  Natural product made from the Zea Mays species variety 
Cuzco that has been discovered, selected, classified, peeled. Not should 
contain moldy kernels, no immature or unripe kernels. maturation
Carhuay Corn : The corn seed must be healthy, mature, free of live pests 
and strange smells. It should not contain moldy grains or grains immature 
or in a ripe state.…

PERU

GANDULES INC SAC

4E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IA TERESA GRADOS CASTRO

Av. Javier Prado Este 6210 Of. 403, La Molina

5116270300 
www.gandules.com.pe
mgrados@gandules.com.pe
Capsicums, vegetales y frutas en conservas, congelados y frescos.

TAIWAN

GEM CROWN ENTERPRISE CO., LTD.

4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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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B craft beer : Strawberry Cider 3.5ABV
2. DB craft beer : Pineapple Cider 3.5ABV
3. Hometown Taiwan Black Tea Liquor 
4. Green-up : Bee Honey 40g*3Jars gift box
5. Mr. honeycomb  : honey vinegar

ITALY

GLUTEN FREE FOODS SRL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IETRO MARIA LAGRECA
(70024)
VIA A. FLEMING 7 - GRAVINA IN PUGLIA (BA) - ITALY

+39 0803254176 / 
www.pastagustosa.it
hello@pastagustosa.it
The idea comes from the commitment and passion that has always 
distinguished our family in the field of milling and decorticating cereals. 
After years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 HOTEL 2021 + 서울국제식품전 국제관

85SEOUL FOOD 2021

PHILIPPINES

Good Sense Food and Juices Corp.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ernando R. Esguerra
4118
Blk. 1 Lot 1, Paper Trend Drive, Sterling Techno Park, Brgy. 
Maguyam, Silang, Cavite
(632) 8703-3400 
www.goodsense-juic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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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AND

Grupa Maspex Sp zoo

4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gdalena Pitala
(34-100)
Legionow

 
maspex.com
m.pitala@maspex.com
Maspex is one of the largest company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in 
food segment. B2B Sales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 cooperation with 
corporate
customers from Poland as well as with foreign companies. Our 
consignees
include international food corporations, leading manufacturers of yogurt
and companies from confectionery and conveniece sector. In our 
cooperation
with corporate customers we do our best to suit our offer to their needs
or create a product to meet their special requirements. We offer extruded 
products, sugar Candy beans, decorative sugar, vermicelli, nonpareils, 
coated extrusion, fruit powders, salty snacks, creamers, foamers.

MALAYSIA

Halal Development Corporation Berhad 
(HDC)

4F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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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HAWAIIAN KING CANDIES LLC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ue Fujimoto
(96819)
550 Paiea Street, Suite 501, Honolulu, Hawaii

 /
www.hawaiianking.com
sfujimoto@hawaiianking.com
For over forty-two years Hawaiian King Candies has been making 
premium chocolate-covered macadamia nut confections, and roasted 
macadamia nuts.  We are known worldwide for our   chocolate-covered 
macadamia nuts, using premium nuts from our own farms.
Hawaiian King Candies, Island Princess and Coffees of Hawaii, produce a 
variety of confection, snack and coffee products under our house brands 
100% MADE IN HAWAII.   
Island Princess has been producing local confections and snack items 
for over 30 years.  
We produce Estate Coffees under our Coffees of Hawaii brand on the 
Island of Molokai. We control every element of production from seed to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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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Healthy Berries Ltd - Superfruit Puree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hane Coupland
(C0A 1R0)
PO Box 1436 Montague, PE

1 902 863 7996 
www.superfruitpuree.ca
shane.coupland@superfruitpuree.ca
All-natural immune boosting puree’s are made only using whole berries 
to provide a fantastic fresh tasting product each and every time. Nothing 
added, nothing taken away. our patented technology allows us to use the 
entire berry (juice, skin, pulp, and seeds) to be able to lock in and harness 
all the nutrients Canadian wild blueberries (and other berries) have to 
offer, providing an antioxidant boost in only a ¼ cup per day.  Drink, drizzle, 
dip, or simply add me to anything – we make fresh fruit in a bottle easy 
and simple.

THAILAND

HENGLEE COMMUNITY BUSINESS 
CO.,LT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ESAYA IAMSAENGSIN (Ms.)
(11120)
145/70 M.1 SUKHAPRACHASUN 2, PAKKRED, 
JAENGWATTANA RD., NONTHABURI THAILAND
+66 873 381 938 / +66 258 46911
www.thairichyhoney.com
mesaya.hcb@gmail.com
Raw Honey and Pure Natural Honey 
1.   Souce of bees diet is derived from Thailand’s plant such as Coconut 

Flower, Longan Flower, Lychee Flower which has strong sweet-scented 
aroma difference from some kids of flower 

2.   We operate our own bee farm called "Thai Richy Bee Farm" which follow 
Organic theory, no antibiotics, chloramphenicol or chemical are being 
use in our bees treatment. Our bee farm certified PGS Organic.

3. Certified GAP, GMP, Halal and PGS Organic. 

PHILIPPINES

Hi-Las Marketing Corporation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Roberto Angelo Amores
1630
Avocado Road, Special Economic Zone, FTI, Taguig City, 
Philippines
(+632) 8384941 to 42 / (+632) 8384940
ww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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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ILAND

HI-Q FOOD PRODUCTS CO., LT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atphalin Kanchanat
(10540)
16/17 Moo.7 Soi Wat-Salud, Bangna-Trad Road KM 9, T. 
Bangkaew, A. Bangplee. Samutprakarn
(+662) 750 0505 / 
https://www.hiqfood.com/en/
export.mkt@hiqfood.com
HI-Q Food Products Co., Ltd. was established since 1986. We have 
produced various products such as Tomato Ketchup, Chilli Sauce, Cooking 
sauce and condiments, Canned seafood and Ready meal in ambient 
temperature under the brand "Roza". Our products are certified by ISO, 
GMP, HACCP and Halal standard.
Roza is the leading brand of food products serving 
Thailand and the World for more than 40 years. 
Roza provide turnkey solution for all cooking styles by 
varieties of sauces, condiments, canned  foods and ready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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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Holac

4F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onald Ambrassat

Maschinenbau GmbH Am Rotbuhi 5 89564 Nattheim

49(0)7321-9645-0 / 49(0)7321-9645-50
https://www.holac.de
info@holac.de
Cutting machine for Food.

TAIWAN

HONEYCOMB FOOD & BEVERAGE INC.

4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va Lin
40453
5F.-2, NO.360, SEC. 2, TAIWAN BLVD., NORTH DIST., 
TAICHUNG CITY 404, TAIWAN (R.O.C.)
+886 4 2328 1789 / +886 4 2328 9189
http://www.bifido.com.tw/newsite/affiliates.asp
evalin@bifido.com.tw
Bifido-Probiotic Gummy, Probiotic Free Sugar Gummy, Probiotic Konjac 
Jelly
Just Drink - CAN Coffee

TAIWAN

I LAN FOODS IND. CO., LTD.

4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vis
103601
No. 72, Xining N. Rd., Datong Dist., Taipei City 103601 , 
Taiwan (R.O.C.)
+886 2 554 5300 / +886 2 550 1898
https://www.wanthome.com.tw/tw/product.aspx
fulin.yang@want-want.com
Potato Twist(Vegetable Flavour)
Rice Beans
Wafer Roll(Vanilla Flavour)
Jelly Drink(Grape Flavour, Guava Flavour)

THAILAND

IMG CORPORATION COMPANY LIMITE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irichet Chiraphongwattana
(74110)
44/12 Moo 7, Suan Luang, Kratum Baen , Samut Sakhon 
Thailand
+66 34 875 851 TO 52 
www.chimmafruit.com
info@chimmafruit.com
CHIMMA is Thai fruit snack that we selected premium grade fruit from 
Thai local farmer. The most special thing of CHIMMA is we are The First 
and Only one in the world who serve fruit snack with Coconut Milk Dip in 
every package. 
Our products including with
1.Freeze Dried Durian with Coconut Milk Dip
2.Dried Mango with Coconut Milk Dip
3.Freeze Dried Mango Cashew nut with Coconut Milk Dip
4.Freeze Dried Durian Cashew nut with Coconut Milk Dip
5.Coconut Chips with Durian Dip
6.Cookie Mango with Cashew nut with Coconut Milk Dip
7.Cookie Durian with Cashew nut with Coconut Milk Dip 
We intend to make everyone can enjoy our snack made by 100% fruit 
with full of flavor of Thai popular fruit with Coconut Milk Dip same as Thai 
origin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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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Indofood CBP

4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enny Hong
(12910)
Indofood Tower, 23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76-78, 
Jakarta
+62-21) 5795 8822 / +62-21) 5793 5960
https://www.indofood.com/
https://www.indofoodcbp.com/
yenny.hong@icbp.indofood.co.id
PT Indofood CBP Sukses Makmur Tbk (“ICBP” or the “Company”) is one 
of the established and leading players in the consumer branded products 
sector. We are engaged in diverse business categories, including noodles, 
dairy, snack foods, food seasonings, nutrition and special foods, and 
beverages. ICBP also operates a packaging business, producing flexible 
and corrugated packaging for our products.

INDONESIA

INDONESIA EMBASSY

4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winanto Rumpoko
(07342)
380, Yeouidaeba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82 2 2224 9049 /

itpc-kor@kemendag.go.id
Company list
1. Satoria Agro
2. OT Group
3. PT. Mayora Indah Tbk
4. PT. Indofood CBP Sukses Makmur Tbk
5. PT Ephraim Coffee Indonesia
6. PT Indo Rasa Utama
7. Goorita

USA

International Expertise Inc.

4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ike Hackbarth
(43420)
802 N Front St, Fremont, OH

+ 1 716 627 4369 
www.fremontcompany.com
mike.hackbarth@fremontcompany.com
International Expertise Inc. manages all export sales for The Fremont 
Company. Fremont is the leading American private brand condiments 
manufacturer exporting premium ketchup and barbecue sauces globally

USA

International Market Brands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mily Davenport
(98007)
14450 NE 29th Pl. Suite 125, Bellevue WA

1 425 827 3849 
www.imbusa.com
emily@imbusa.com
International Market Brands or IMB has been exporting high-quality food 
products catering to retail, foodservice, and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over 30 years. We partner with the leading manufacturers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Our main office is based in Bellevue, Washington, 
and our Asian Sales office is in Manila, Philippines.  
IMB primarily exports under our own brands (Carmel Sun, Olivia, 
AmeriPride & Daily's) worldwide. We also help our customers arrange their 
private labels.
Our range of products includes a wide variety of food items including:
• Cheese and Dairy
• Baking items
• Dried Fruits, Nuts, and other Commodities
• Condiments
• Spreads
• Canned Meat 
• UHT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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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IQ BAR

4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un Taek Lim
(02210)
21 Drydock Ave, Boston, MA,

+ 1 202 834 1086 
www.eatiqbar.com
juntaek.lim@gmail.com
IQBARs are protein bars formulated with clean-label ingredients rich in 
compounds shown to benefit the brain and body. Each bar contains 6 
brain nutrients, 12g plant protein, 3g net carbs, and <1-1g sugar.

ITALY

IT.T. SRL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TOJCEVA DRAGANA
(14050)
OPERATIVE OFFICE: REGIONE LEISO 98

+39  3314416350 
https://italiantasteborelli.it/
export@italiantasteborelli.it
IT.T. SRL was founded in Canelli (AT),Piedmont, Italy, at the end of 2014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Italian food and wine in Italy and abroad.

ITALY

ITALIAN TRADE AGENCY -Seoul Office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Vincenzo Calì
(03187)
Cheonggye Hankook  Bldg,  11 Cheonggyecheon-ro, 
Jongno-gu, Seoul
+82 2 7790811 / +82 2 7572927
http://www.ice.it/
seoul@ice.it
The Italian Trade Promotion Agency-ICE is the Government agency that 
supports the globalization of Italian firms, under the strategies of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CE helps to develop, facilitate and 
promote Italia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the needs of SMEs, their associations and partnerships. ICE 
promotes Italian F&B companies o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facing 
the challenges of global economic development, and assisting Korean 
businesses locate Italian partners and interact with them.

USA

J&J Snacks

4D1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tt Wareing
(60058)
5353 Downey Rd Vernon, CA

1 206 702 7696  

mwareing@jjsnack.com
JJSF manufactures nutritional snack foods and distributes frozen 
beverages which it markets nationally to the service and retail supermarket 
industries. The company's principal food products are SUPPER PRETZEL, 
TIO PEPE'S CHURROS,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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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JELFARM FRESH PRODUCE 
ENTERPRISE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ef Fernandez, Executive Assistan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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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ILAND

K.L. INTERFOOD CO.,LT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Panupong McKenzie
(11120)
58/76 Moo 3, Khlong Kluer, Pakkred, Nonthaburi 11120, 
Thailand.
+6629817731-32 
www.tamarindkl.com
klmarketing@tamarindkl.com
K.L. Interfood Co., Ltd. Thailand is a manufacturer and exporter of 
premium quality Tamarind products for more than 15 years experience. 

We have varieties of Tamarind products now, our products range are 
Fresh Tamarind both Sweet & Sour, Tamarind paste, Tamarind Peel Off, 
Tamarind Ball, Plum Glazed, Icing Glazed, Tamarind Candy, etc. 
We are certified by USFDA, GMP, HACCP, GLOBAL GAP, HALAL, SMETA, 
and Thailand Trust Mark.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tamarindkl.com for further information.

THAILAND

K.T. MSG CO., LT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phiwish Suttilertvorakul
(10110)
191/75 CTI Tower, 12 A Floor, Ratchadapisek Road, 
Khlongtoei, , Thailand, 10110
+662 661-8889-98 / +662-661-8685-6
www.ajinotakara.com
ajinotakara88@gmail.com
KT MSG CO., LTD. “AJINOTAKARA”  is a Thai-Japanese joint venture 
company established in 1995 with a registered capital of around USD 
35,000,000.-(Thai Baht 1.000.000.000.-) We are one of the leading 
Monosodium Glutamate (MSG) and Seasoning powder “ROSNEUNG” 
manufacturers in Thailand. We office a wind range of high-quality food 
ingredients and condiment products distributed to local and international 
markets under the name  “AJINITAKARA” Mountain brand.
We are proud to provide selective premium high-quality products with 
effectiveness. We have various premium products are proud to serve 
our key products Brand  “AJINOTAKARA” There are brands under the 
AJINOTAKARA umbrella:-  Dee Dee, D-Kitchen, Takara, D-cup, HaHa and 
Wise

POLAND

KRAJOWY OSRODEK WSPARCIA 
ROLNICTWA (KOWR)

4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RAJOWY OSRODEK WSPARCIA ROLNICTWA
(02-207)
Karolkowa 30

+48 22 376 72 26 / +48 22 376 71 42
www.kowr.gov.pl
kinga.meresinska@kowr.gov.pl
The National Support Centre for Agriculture supports the development 
of Polish agri-food sector by organizing the national stand under "Poland 
Tastes Good" slogan in Hall 1 stand SF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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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LACTIMA Spolka z o.o.

4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Piotr Romanowski
(14-300 Morag)
ul. Kaszubska 6

+48 89757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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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ok for importer and distributors on new 
markets.

THAILAND

LEADERTRADE PRODUCTS  CO.,LT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issPatita Kitwatcharamongkon
(10500)
1249/195 28th fl., Gems Tower Building, Charoenkrung 
Road, Suriyawong, Bangrak Bangkok
+66 22665555 / +66 22668899
www.leadertrade.net
contact@leadertrade.net, sales@leadertrade.net
Our product is made from real fruit concentrate not just an artificial 
mixed fruit drink which can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our competitors 
for our unique and tasty value. Which is ubiquitously accepted by our 
local(Thailand) market consumers. We offer and provide more choice 
of flavours to suit different markets. As demographic’s perception of 
flavours, colours and tastes vary geographically, we are ready to supply 
more flavours that are suitable to different markets as requested by our 
customers.

PHILIPPINES

Marigold Manufacturing Corporation 
(Mama Sita's)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Guada Marianne Frias-Quito
Export Admin and Operations Supervisor
1607
538 Jenny's Avenue, Barangay Maybunga, Pasig City, 
Philippines 1607
+632 86438776
+639430849484 / (632)8-6438774
www.msita.com
gfrias@msita.com
Base Ingredients: All-natural-Vinegars and Sea salt & Spices, Tropical 
Syrups: All natural tropical fruit syrups,  Snacks & Refreshments:  Rice with 
Spice kits - Arroz Caldo and Champorado (Rice + Cacao Rice Porridge 
Kit); Samalamig Geli-coolers Gulaman (Seaweed Gel) + Sugar cane Syrup, 
Noodle with Spice Kits,  Paste & Sauces, Spice Mixes: Noodles & Stir fries, 
Soup Mixes, Sinigang (Sour) Soup Mixes, Stew & Sauce Mixes, Spice 
rubs & Seasonings, Oyster Sauce, Table Sauces, Hot Sauces, Soy sauces, 
Marinades, Soy-based marinades, Vinegar-based marinades.

PHILIPPINES

Martsons Food Corporation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odalyn Dangel
8025
tambacan, Lizada, Toril Davao City 8025

082 2910161, +6382-291-0161  
http://www.philippineislandsdriedfruits.com/
sales@philippineislandsdriedfruits.com
Dried Mangoes, Dried Pine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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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MCT Dairies

4C207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yan Wucherer

926 Willard Dr

920- 471-1945 / 973-258-9222
www.mctdairies.com
ryanw@mctdairies.com
MCT Dairies offers Innovative solutions, Customized products,Worldwide 
logistics
Constant source of supply,Under our Redwood Farms brand we offer 
natural, processed and analog cheese in a variety of shapes and sizes to 
service the retail and food-service industry.We also have the ability to pack 
under private label including RBST free and Organic.

POLAND

MDR Healthy Food S.C.

4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mian Jastrzebski
(82-103)
ul. Żuławska 13A, Mikoszewo

+48885040777  
www.popcrop.com
damian@popcrop.com
BRC, Organic, Gluten-Free and Kosher certified producer of natural, 
healthy cereal chips + organic bread mixes under the brand POPCROP 
and products based on blue corn (the ancient variety of corn) under the 
brand BLUECORN. The mission of Jettings Systems is to offer customers 
healthy and tasty food and snacks. Our snacks are slowly baked, NOT 
FRIED, without any additives or preservatives. Thanks to this, without the 
use of extra fat, the benefits of whole grains are unchanged. 
All offered products are:
- vegan
- gluten free
- clean label with no added preservatives, colorants, flavor enhancers
- pure in composition (3-5 ingredients) and based only on whole grains
- GMO-Free
- with no allergens
And the majority of our products are Organic.

USA

Megamex

4D1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nny Kwon
(55912)
1 Hormel Place Hormel, MN

1 714 385 4500  
www.megamexfoods.com
hkwon@amkkorea.com
The idea behind the creation of MegaMex Foods was simple, to take the 
best of two power house brands from two countries and bring the flavors 
of Mexico to the dinner and restaurant tables across the globe. So, in 
October of 2009, Herdez del Fuerte, S.A. de CV of Mexico and Hormel 
Foods of the US did just that. More than a decade later, MegaMex Foods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Mexican Food companies in the US as a key 
supplier of Mexican products in retail, foodservice and convenience stores 
with business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IWAN

MEI-SHAN TEA-SEEDS OIL 
MANUFACTORY COOPERATION

4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Irene Tu
60342
No 617, Zhong shan RD., Meishan Township, Chiayi County, 
TAIWAN
+886 5 2621327 / +886 5 2627586
https://meishan.en.taiwantrade.com/
irene9880mail36@yahoo.com.tw
camellia seed oil, black sesame oil, pumpkin seed oil, camellia oil with nuts 
chili paste, black sesame oil with ginger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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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Meizy International Co., Ltd.

4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llen Lue
33044
9F.-5, NO. 77, XINPU 6TH ST., TAOYUAN DIST., TAOYUAN 
CITY 330, TAIWAN (R.O.C.)
+886 3 275 4746 / +886 3 275 4745
https://www.mzycandy.com/
mzytw0712@gmail.com
Plum candy with probiotics added(original flavor and less-sugar flavor)

USA

Mighty Cricket, LLC

4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arah Schlafly
(63011)
PO Box 3313, Ballwin, MO

+ 1 314 956 4437  
www.mightycricket.co
sarah@mightycricket.com
Mighty Cricket is introducing the next generation of proteins with delicious, 
nutritious, and convenient products.

CANADA

New Brunswick Canada

4E1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xime Breau
(E1W1B6)
22 Blvd St Pierre E, Caraquet, New Brunswick

1 506 726 3806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10/
marketing-and-trade-food.html
maxime.breau@gnb.ca
Our role is to develop and implement a total development approach for the 
agriculture, aquaculture, fisheries and value-added sectors. This approach 
aims at improving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our agri-food and seafood industry. New Brunswick is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frozen lobster and also produces other 
products such has snow crab, salmon, shrimp, oysters, potatoes, wild 
blueberries and much more.

AUSTRALIA

New South Wales Government Australia

4E3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YOOJIN KIM
(03154)
Australian Embassy, 18th Floor Kyobo Building 1 Jongro, 
Jongro-gu, Seoul
+82 2 398 2823  
www.global.nsw.gov.au
yoojin.kim@austrade.gov.au
Australia has a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nd New South Wales(NSW) where Sydney is 
the capital of is especially leading the trend at the center of the Australian Food & Beverage 
industry.
Many exporters located in NSW and have good product capabilities are currently looking for 
Korean partners, so please visit and experience a variety of Australian food and beverages. 
[List of NSW Exporters]
* Bestie Kitchen : Natural supplements for pet
* Bodhi Organics : Organic tea
* Bunnamagoo Estate Wines : Wines (from Orange)
* Cootamundra Country Foods : Jerky
* Garlicious Grown : Black garlic
* Garlo’s Pies : Meat pies, sausage rolls
* JD’s Seafood Export Contractors : Australian seafood 
* Kurrawong Organics : Vegetables and organic vegetable powders
* Nomad Chocolate : Chocolate bars and drinking chocolate
* Security Foods : Wagyu beef
* Topfruit International : Cherries, ciders
* Tulloch Wines : Wines (from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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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NEWTRITION

4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nna Kozłowska-Rorat
(01-231)
Plocka 5A

+48 691 556 223  
http://feel-fit.pl/en/home-2/
arorat@newtri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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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benefits of 
products are: rich in protein , no added sugar, gluten free, vegan, healthy 
guilt free snack. One of the bestseller are pralines "Protein balls with 
almonds, no added sugar ". feel FIT brand is exported to 15 countries in 
Europe, Middle East, Asia.

PHILIPPINES

Oleo-Fats, Incorporated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ance Ferrer, Marketing Specialist
1110
5 Mercury Avenue, Bagumbayan, Quezon City 1110, 
Philippines
8-7096536 / 09499927985 
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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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Orang Tua Group

4E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y
(11740)
Jl. Lkr. Luar Barat No.Kav 35-36, RT.1/RW.3, Rw. Buaya, 
Kecamatan Cengkareng, Kota Jakarta Bar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1740
021 58397888 
ot.id
export2@ot.id
One of the largest FMCG companies in Indonesia. Our products have been 
exported to more than 30 countries: Asia (China, South Korea, Malaysia, 
Vietnam, Thailand, etc.), Australia, Middle East, and Africa). Offering a 
yummy yet nutritious confectionaries to accompany your day.

USA

Pacific Cheese Co.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eo Hyungmin Oh
(94545)
21090 Cabot Blvd., Hayward, CA

 
pacificcheese.com
bleonard@pacificcheese.com
Pacific Cheese delivers an exceptional variety of cheese at-the-ready for 
foodservice and retail environments. We’re experts at handling private-
labels, and also offer our own beloved brands: Cheswick, North Beach, 
Pacific Blue and California Select Farms, among others.

Pacific Cheese offers a one-stop shop for top-quality cheeses at a 
great value. Our extensive product line includes natural and processed 
commodity cheeses, specialty & artisan varieties, and international 
imports cheeses. We offer a complete range of cheese categories with all 
variety of cut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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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Pacific Rim Shellfish Co.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helsea Sang
(V6H3X7)
1807 Mast Tower Road Vancouver, BC

1 604 687 4228  
www.pacrimshellfish.com
chelsea@pacrimshellfish.com
Established in 1977, Pacific Rim Shellfish was one of the first live shellfish 
markets in Vancouver and an original tenant of Granville Island. Today, 
this third-generation family busines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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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products 
include Dungeness crab, Geoduck, Pacific Oysters, Atlantic Lobster, Sea 
Urchin, Manila Clams, Mussels and much more.

USA

Pacific Valley Foods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hn Hannah
(98005)
2700 Richards Rd. Ste 101, Bellevue, WA

1 425 209 4016  
www.pacificvalleyfoods.com
john@pacificvalleyfoods.com
Pacific Valley Foods is a 46 year old family owned and operated supplier 
of high quality ingredients both frozen and dry.  Our main product lines 
are potato products and fruit products.  We have offices geographically 
located around the world to ensure a consistent supply chain.

CANADA

Padmashri Naturals Inc.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Neelam Toprani
(V5X0B1)
122-618 SE Kent Ave Vancouver, BC

1 604 628 2003  
www.sewanti.com
neelam@sewanti.com
Padmashri Naturals Inc. brings science and research based Traditional 
Indian Medicine based products with the brand name of Sewanti 
Ayurvedic Series. 
Sewanti products are manufactured in a GMP facility in Burnaby, B.C., and 
tested by third-party labs for purity, potency, and quality with Certificates of 
Analysis at raw material as well as finished product stage. 
Various scientific research papers and clinical studies are conducted on 
products including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ies in a hospital 
setting in India. 
The company’s flagship product Triphala plus is an effective remedy 
to correct constipation, support healthy digestion and elimination and 
improve eyesight.

ITALY

Paolo Lazzaroni&Figli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s. Cecilia Moretti
(21047)
Via Gorizia 41/43, Saronno (VA), Italy

+39 390296701021 
www.chiostrodisaronno.it
info@chiostrodisaronno.it
Paolo Lazzaroni & Figli is based in Saronno Italy (near Milano) and is 
owned by the Lazzaroni Family.
At the beginning of the 90’s, Paolo Lazzaroni built in Saronno the actual 
plant.
The Company is today run by Paolo and Luca lazzaroni who are the 7th 
and 8th generation of a family of entrepreneurs who always worked in the 
high-quality Italian food business.
Paolo Lazzaroni & Figli is very much export oriented, exporting in over 65 
Countries through the five continents more of the 80% of its turnover. The 
Company, especially well known for its Amaretti biscuits Panettoni and for 
the Amaretto liqueur is committed to offering a wide variety of high-quality 
Italian specialties to the high-end worldwide specialty trade.
Our products are created with a passion to obtain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uthenticity of the ingredients and 
the production processes following traditional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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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ParaCypress Tea Co., LTD.

4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Hsieh Chang-Yin
54069
1F., No. 811, Sec. 3, Zhangnan Rd., Nantou City, Nantou 
County 540, Taiwan (R.O.C.)
+886 4 9239 4545 / +886 4 9235 2506
https://www.paracypresstea.com
paracypresstea@gmail.com
1. Taiwan Four Seasons Oolong Tea
2. Assam Black Tea
3. Earl Grey Black Tea
4. Jasmine Green Tea
5. Tie Guan Yin Oolong Tea

PHILIPPINES

Pasciolco Agri Ventures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Maureen Pasciolco - General Manager / Owner
4325
1358 Capistrano St., Lusacan, Tiaong, Quezon, Philippines

(+6342) 5456173, +639273071884 
www.pasciolcoagriventures.com
maureenpasciolco@gmail.com
Virgin coconut oil (480 mt/year), nata de coco, coconut jam (144,000 
case/year), natural coconut vinegar, papaya pickles, coco vodka, coconut 
sugar (200 mt/year), coco syrup (500 mt/year), coco aminos (20 mt / 
year), coconut balsamico (20 mt/year); Capacity: 2014: 650,000 nuts; 
2015: 700,00 nuts; 2016: 750,000 nuts; 2017: 800,000 nuts; 2018: 936,000 
nuts

ITALY

PASTA CUOMO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LFONSO CUOMO
(80054)
VIA ROMA 29, GRAGNANO (NA)

+39 0810601402  
WWW.PASTACUOMO.COM
PASTACUOMO@GMAIL.COM
DRY PASTA MADE BY DURUM WHEAT SEMOLINA AND WATER

ITALY

PASTA NATURA SRL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ULVIA RUATA
(12044)
Via F.Crispi 10 Centallo    
Via Cantarane 1/b Villafalletto
+39 0171301594 / +39 0171301595
www.pastanatura.com
export@pastanatura.com
Pasta Natura produces Gluten Free Product: Pasta, flour and biscuits. Our 
products are gluten free conventional and organic made with high quality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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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PEI Mussel King Inc.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sther Dockendorff
(C0A 1S0)
318 Red Head Road PO Box 39 Morell, PE

19029613300 / 19029613366
www.peimusselking.com
esther@peimusselking.com
MUSSELS: Rope-grown cultivated blue mussels.  Scientific name: Mytilus 
edulis. Grown in the cold, clean waters of the Atlantic ocean off the east 
coast of Canada.
Frozen, fully-cooked in full shell.  Available in vacuum-packed bags in sizes: 
227g, 454g and 907g.
Simple preparation: boil-in-bag, or microwave, or sauce pan.
Suitable for foodservice and retail accounts.  Mussels come in Natural, 
or in several delicious sauces: garlic butter, white wine, red curry, and 
creamy leek.

ITALY

Perla snc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rio Ambrosino
(12038)
via mariri delle foibe, 11 - Savigliano (CN) - Italy

+39 0172 21724 / +39 0172 71 38 84
www.marenchino.it
d.ambrosino@perlaformaggi.it
Perla sells its cheeses both in Europe and overseas. Our production is 
as follow. Semihard cheeses such as Bra Duro DOP, Bra tenero DOP, 
Raschera DOP, Toma Piemontese DOP, Italian fontal, Goat Fontal, Toma 
with truffle, Toma soaked in wine, Pecorino with truffle.. Then soft little 
cheeses made of cow or sheep or goat milk or with a mix of them. Their 
names - Principino, Ducato, Dama, Regina - comes from the tradition of 
having in the area the Royal family in the past. Cheeses are available in 
wheels or in wedges for the shelf. In fixed weight and/or in variable weight. 
Among the producers of artisanal cheeses we may say that we have a big 
experience concerning the export activities so we may face challenging 
project and we have in the past developed tailor made project for some 
customers of ours.

PHILIPPINES

Peter Paul Phil. Corp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Gloria Morales, Sales and Marketing
1720
No.26 Cabellon St. cor Batac NSHA BF Executive 
Parañaque City
+639178338011  
www.peterpaul.com.ph
fredglo1127@yahoo.co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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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PHIL Inter Pharma USA

4C1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ristan Lee
(91730)
629-4, Yeoksam-Dong, Gangnam-Gu, Seoul 06126 Korea  
[Facility] 8767 Lanyard Court, Rancho Cucamonga,
8225671480  
www.philintl.com
tristan@philintl.com
A dietary supplement softgel contract manufacturer with facility in 
compliance with US FDA cGMP for dietary supplement based in Southern 
California, USA, who supplies

- quality softgels based on customers’ formula
- formula development based on customers’ product concept
- bottle and blister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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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Philbest Canning Corporation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y Hope B. Salimbangon
RD Manufacturing Group - Export Marketing Manager
9500
Purok Saydala, Barangay Tambler, General Santos City 
9500, PHILIPPINES
63835528002 / 63835538603
www.philbestcanning.com
mhbsalimbangon@rdcorp.com.ph
Canned Tuna, Pouched Tuna and Frozen Loins

PHILIPPINES

Philippine Embassy in Seoul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LELI MAGHIRANG, Agriculture Attache
4346
80 Hoenamuro, Yongsan-gu Seoul

+821028808831 / +822-7958831
www.philembassy-seoul.com
a.maghirang@philembassy-seoul.com
Philippine agri-food and fisheries products for exports to Korea

CANADA

Phytocultures Ltd.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on Northcott
(COE 1H3)
43 Macnevin Drive Clyde River Prince Edward Island

902-393-2296  
https://phytocultures.com/
phytocultures99@yahoo.ca
For nearly 30 years Phytocultures has helped innovate and exp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horticulture. Whether through custom 
propagation using advanced tissue culture systems, the development of 
distinct quality varieties of Haskap and potatoes for optimal production, 
or by helping clients around the world establish their own propagation 
businesses, we help companies grow and succeed.

USA

Pocas International

4D1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om Kang
(07606)
19 Central Blvd. South Hackensack, NJ

201 941 7900  
www.pocas.com
tomkang@pocas.com
We pride ourselves on honesty and integrity to build long-term 
relationships with clients and distribution partners. 
Now Pocas is operated by well-trained employees in administration, sales, 
marketing, accounting, finance, logistics, and research & development.

 Our objective is to study global market trends of healthy foods and 
beverages on behalf of our customers, and supply the best healthy 
products to
our valued customers at the lowest pric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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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Prairie Farms Dairy

4D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eMetria Isabel
(52806)
247 Research Parkway Davenport, Iowa

5634656630  
www.prairiefarms.com
disabel@prairiefarms.com
Prairie Farms Dairy Cheese Division, a division of farmer-owned 
cooperative, Prairie Farms Dairy, Inc., is home to the Prairie Farms, Swiss 
Valley Farms and Caves of Farib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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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Thomas Peace
(68827)
1132 9th Rd. CHAPMAN, NE

13089862526  
www.preferredpopcorn.com
thomas@preferredpopcorn.com
We are the growers and processors of premium bulk conventional and 
organic popcorn. With two locations to ship from we are equipped to meet 
all of your popcorn needs.

THAILAND

PRESERVED FOOD SPECIALTY CO.,LTD.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hatchavarn Vichitpun
(74000)
77 MOO 6,RAMA 2 RD., KHOK-KHAM, MUEANG SAMUT 
SAKHON SAMUT SAKHON

(6634)111 555  
www.preservefood.net
v.chatchavarn@preservefood.net
Preserved Food Specialty Co.,Ltd. Or PFS is a manufacturer of dehydrated 
food. We are equipped with high technology production lines for Freeze 
Dry, Spray Dry, Air Dry, Drum Dry, Frozen, and Extraction Products for both 
industrial and consumer markets.
The company can provide variety of sea food, meat, fruit, vegetable and 
herb for our customers around the world.
PFS also has our own farm and factory in Chiangmai in order to procure 
several kinds of fresh and frozen raw material to use in our production 
which can be controlled the quality, quantity, pesticide, and others.These 
can be insured the quality and capacity for the production which can meet 
the customer’s standard.
PFS has been a trust worthy supplier for many leading companies in many 
businesses both in Thailand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CANADA

Prime Health Ltd.

4E1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HARMESH CHAUHAN
(V2X 0Y4)
11450, 201a St, Maple Ridge, BC, Canada

+1 (604) 945-6744 / +1 (604) 945-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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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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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Privatbrauerei Hirt Vertrieb GmbH

4D4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ohann Lee
(1050)
JLee Consulting & Trading e.U. Straussengasse 5/2, Vienna

  

johann.lee@jleeconsult.com
Real variety: Real enjoyment needs real passion: for each and every type 
and each and every
activity. 
From Pils to Morchl, from 1270 to Zwickl: every Hirter beer has its own, 
finely-balanced recipe. A select variety for every taste.
Hirter and craft beer: a perfect match
The English term “craft beer” refers to the art of brewing, while the German 
“Kraftbier” has more to do with the strength of the beer, but ultimately, 
they both refer to the same thing: wholesome, hand-crafted beers with an 
intensive taste. When we speak
of craft beer here in Hirt, we are talking about a passion for brewing beer, 
about variety, the joy of experimentation and the huge significance of 
ingredients.
Beerique, Imperial Porter and, every fall, herbstCULT are the limited craft 
beers from Hirt.

PHILIPPINES

Progresibong Magsasaka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olores G. Lazarus, Vice-Chairman
8112
Purok 8 Fd Road 3, Sto. Thomas, Davao del Norte

09178140707 / 09366848370 

mpmcooperative@gmail.com
fresh cavendish banana, fresh cardava banana, banana chips

TAIWAN

PULY CO., LTD.

4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Vivian Ma
326013
No. 8, Shi 1st Rd., Yangmei Dist., Taoyuan City 326013 , 
Taiwan
886- 3- 4965587#12 / +886 3 4965565
http://www.pulyfood.com.tw
info@pulyco.com
Instant Boba

USA

PureFit Inc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obb Dorf
(92656)
3002 Dow Ave, Suite 418, Tustin, CA

1-949-679-7997  
https://purefit.com/
robb.dorf@purefit.com
PureFit was founded in 2001 with the expressed interest in making the 
highest quality protein bars in the world.  We are proud to say we are the 
first gluten-free protein bar to penetrate the market.  We are the first ever 
protein bar on Amazon.  We now export to over 20 countries. 
 PureFit has 2 lines of protein based products, including protein bar, protein 
pa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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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Real Organics & Naturals House Ltd. 
(Real House Canada)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unice Wong
(V6X1Z7)
156-11782 River Road

6044478828  
www.realhousecanada.com
info@realhousecanada.com
We have dedicated years of research in order to create natural health 
products that are SIMPLE, EFFECTIVE, AND HIGHLY BENEFICIAL, suitable 
for all family members. With our notable pharmaceutical and scientific 
R&D team, we continue to bring some of the most efficient, best quality, 
and highly competitive Canadian products to the market. Due to our 
expertise in botanical analysis and extraction techniques, some of our 
products are unique and cannot be replicated by competitors, which 
gives our products a firm foothold in the market. Our flagship products - 
Dual-Extracted Canadian Wild Chaga and NMN 12000mg Youth Fountain, 
and Unique Formula® - Beauty Secret® Series and Targeted Health 
Booster products are unparalleled in the market. The uniqueness of 
our products, high-quality assurance, scientific research, and laboratory 
reports are what make us stand out in the market.

USA

Ricos Products

4C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Enrico Falanga
(78210)
830 South Presa San Antonio, TX

1 210 222 1415 / 1 210 226 6453
www.ricos.com
enrico@ricos.com
Ricos Round Nacho Chips, Variety flavors/sizes of Ricos Nacho Cheese 
Sauce and Salsa sauces, Sliced jalapenos

CANADA

Rocky View Brewing Company

4F1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yle Thorsen
(T4C 1A2)
Site 1 Box 27 RR2 Cochrane, AB

1 403 710 8518  

lyle@rockyviewbrewingco.ca
Craft Beer

PHILIPPINES

Rosario's Delicacies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s. Mary Grace Belviz - Owner / Manager
8000
022-014 Agbisit Subdivision, Calinan, Davao City, 
Philippines
+63-82-241-0152

esbelviz@gmail.com
Fresh & frozen durian, durian chips, durian jam, bean to bar chocolates, 
tablea, cacao n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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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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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403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Sungchan suh
(A-9500)
Fleisch-und Wurstspezialitäten, Gewerbezeile, Villach

82 (0)10 6339 2775  
www.frierss.at
sungchan.suh@snsbglobal.com
The family-owned company FRIERSS is one of the leading quality 
companies in Austrian meat and sausage production. Founded in 1898 in 
Carinthia, well known for their unspoiled nature and beautiful landscapes, 
it is run in the fifth generation. 123 years of experience, best quality meat 
from regional farms in Austria and traditional family recipes as well as 
slow maturation in clear mountain air guarantee the highest quality and 
excellent taste, annually awarded in international quality competitions. 
Both Frierss production plants have EU, HACCP and JAPAN approvals as 
well as IFS certification. 
Frierss produces a diverse range of traditional Austrian specialties, such 
as Carinthian bacon, Carinthian farmer's ham, original Carinthian home-
made sausages and delicious Bratwurst. Well known as Austria's pioneer 
for Italian specialties. Frierss also produces finest prosciutto, mortadella, 
truffel-mortadella and salami milano.
Frierss was the official provider for the Austria Olympic Team at 2018 
PyeongChang Olympic Games.

AUSTRIA

Rupp AG

4D4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lice Ticha
(6912)
Krüzastrasse 8 Hörbranz

  

alice.ticha@schreiberrupp.at
RUPP AG - Austrian Cheese Pioneers
The passion for cheese runs deep in the Rupp family, who have been 
crafting great tasting and nutritious cheese since 1908. Today the cheese-
making tradition continues with the fourth generation of this family-owned 
business. 
Taking the tradition of cheese making from Europe to consumers around 
the world, Rupp offers a range of delicious products that cater to the 
health and wellness of families.

PHILIPPINES

SAMANCE Agro Products, Inc.

4E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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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 -3277812 / 0917-1480833  

samanceagroproductsinc@gmail.com
Guimaras dried mangoes, crisypy veggie chips, banana pops

PHILIPPINES

Sangkutsa

4E210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ayme Jamal G. Pedro
1103
#19 champaca St Roxas District Quezon City, 
Philippines,1103
09153555897 / 63-2-82556361  
www.sangkutsafoods.com
jay.pedro@sangkutsafoods.com
Pickled Mango(other picked fruits and vegetables), Mango Sa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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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Santini Foods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iwoo Choi
(94580)
16505 Worthley Drive San Lorenzo, CA

15103178888  
https://www.santinifoods.com
info@santinifoods.com
Open your tastebuds to Santini possibilities! Santini products are the 
missing ingredient to all your favorite recipes. Add explosive flavor to 
every dish with any one of our broad range of imported and manufactured 
goods.

USA

SCD Probiotics

4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ee Wood
(64108)
1710 Walnut St. Kansas City, MO

+1 913 541 9299  
www.scdprobiotics.com
bee.wood@scdprobiotics.com
SCD Essential Probiotics is a bioavailable liquid probiotic powered by a 
living ecosystem of 11 scientifically selected probiotic strains. Teem™ 
Defense Gut + Immune Balance is a carefully formulated whole biotic tonic

AUSTRIA

Schalk Mühle GmbH & Co KG

4D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Franz Schalk
(8262)
Kalsdorf 18, 8262 Ilz Steiermark, Österreich

+43 3385 312  
https://www.schalk-muehle.at/
contentsadd@gmail.com
Our organic hemp oil is made from the finest hemp nuts and is a delight 
to taste with its greasy taste and a typical aroma. Besides the high quality, 
bio hanfoil has a balanced composition of the fatty acid patterns (Omega 
3 and Omega 6 values are in perfect ratio of 1: 3, just as the human body 
needs). It also helps maintain a normal cholesterol level.

Hardly any oil has it in it as cold as our bio-oil, so try it out!

TAIWAN

SHIH CHEN FOODS CO., LTD.

4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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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pm0315.com
1.Oat Black Tea Soy Milk
2.Si Ji Chun Tea
3.Matcha Soy Milk
4.Black Tea Soy Milk
5.Black Sesame Soy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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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Soyko

4D1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ade In
(56545)
2493 380th St.

1 218 356 8214  
www.soykointernational.com
jadein@soykointernational.com
We export and promote Non-GMO, food grade, Identity-Preserved, and 
Organic soybeans, and small grain such as barley, wheat, and rye. In 
additions to Farming over 3,000 acres of farmland.

AUSTRIA

Stiegl Getränke & Service GmbH & Co. 
KG

4D4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In Soo Park
(a-5017)
Kendlerstraße 1

82 2 3463 7931 / 82 2 3463 7930
www.stiegl.at
trade@liquornjoy.co.kr
Stiegl-Goldbräu

"Salzburg's liquid gold."

Stiegl-Goldbräu is a traditional Salzburg beer specialty with 12° Plato 
and a characteristic golden-yellow color. A full-bodied beer with a gentle 
bitterness brewed using indigenous ingredients. Wonderfully refreshing 
and very agreeable.

CANADA

Sunhua Natural Foods Company

4E108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onnie Zhang
(S4M 0A2)
12100 Ewing Ave, B39

3065456366  
www.sunhua.ca
songbiao.shi@sunhua.ca
SUNHUA is a Canadian wholesale company that specializes in Canola oil,  
Flax Oil, and Roasted flaxseed, as well as Quick oats.

TAIWAN

SUNRIGHT FOODS CORPORATION

4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Darren Chen
11653
No. 9, Line 141, Sec 3, PeiShen Rd,Shenkeng Hsiang, Taipei

+886 2 662 1325#6203 / +886 2 662 4666
http://www.smile-sun.com
darren@sunfood.com.tw
Vermicelli, Thick Vermicelli, High Fiber Thick vermicelli, Organic Vermicelli, 
Organic Thick Vermic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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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Sunrise Fresh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rissa Dargy
( 95205)
237 N Golden Gate Ave, Stockton, CA

12099320192 / 
www.sunrisefresh.com
marissa@sunrisefresh.com
Sunrise Fresh is a 4th generation family farming company. We started 
drying cherries in 1996, and established Sunrise Fresh in 2003. It has 
always been our goal to use every part of our cherry crop, which led us to 
not only sell fresh fruit but dried as well. Sunrise Fresh uses cherries that 
did not meet fresh retail specifications; however, through our proprietary 
drying process we are able to make use of these cherries and create 
a delicious, healthy product great for snacking and as an ingredient in 
baking, cooking, etc. In 2019, we introduced peaches, pears, apples and 
blueberries to our line of fruits. Our mission is to provide the world with the 
highest quality dried fruit.

USA

Superior Jali Int'l Inc.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ily Zhang
(91754)
1111 Corporate Center Drive. Suite 104, 105 Monterey 
Park, CA

13232626877  
www.SJGlobalGroup.com
lilyzhang@superiorjali.com
Our company supplies dairy products and ingredients worldwide. Our 
products include: cheese, milk powder, cream, butter, WPC, WPI, alpha-
lactalbumin, lactose, UHT milk, protein bars, protein cookies, nuts and 
more. We have the expertise and experience to accommodate all your 
business needs.
We are one of the top 100 exporters of container shipments in the USA;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is our specialty.
S J Global Group Inc. is your international solution for agricultural and dairy 
products. Providing you with quality products and outstanding service is 
our foremost goal.

POLAND

SWEET BRANDS

4D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DRIANNA GRABSKA
(05-250)
RUNA LESNEGO 7, LAKI, RADZYMIN

0048 512297697 / 0048 222012379
WWW.SWEET-BRANDS.COM
ADRIANNA@SWEET-BRANDS.COM
We offer high quality Polish Sweets under SWEET&JOY brand.  
SWEET&JOY is young, dynamic brand loved by people who are looking for 
unique, sophisticated, high quality products.
In our portfolio you will find cookies with chocolate chunks, filled cookies, 
cookies with no added sugar, wafer crisps, roll wafers, waffles, meringue 
cookies and chocolate products.
All our products are produced according to quality standards of IFS and 
BRC.
They are packed in eye-catching packaging.
SWEET & JOY means no preservatives, no GMO, no animal ingredients, 
no alcohol, no artificial colours. SWEET & JOY is focused on natural 
ingredients.
Our company has a lot of experience in export. We sell our products to 
more than 20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TAIWAN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TAITRA)

4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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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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TAIWAN TOBACCO & LIQUOR 
CORPORATION

4E2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ernice Li
10066
No. 4,  Nanchang Rd.,  Sec. 1,  Chung Chen Dist.,  Taipei

+886 2 321 4567#255 / +886 2 341 5200
http://global.ttl.com.tw/ttlexport/index.html
1061085@mail.ttl.com.tw
OMAR Single Malt Whisky(Bourbon Type and
 Sherry Type), TTL Dry Noodles(Scallion oil and Shaohsing wine, Sesame 
Paste and Saltkoji Soy Sauce), Taiwan Beer Fruit Series-Pineapple

ITALY

Terre Taggiasche family farm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Antonio Fasolo
(18027)
via Dante 5 frazione Gazzelli 18027 Chiusanico (IM) Italy

+39 33333215549  
www.terretaggiasche.it
info@terretaggiasche.it
Terre Taggiasche organic farm cultivates 20 hectares of Taggiasca olives 
in Liguria, produces, transforms and packages everything directly on the 
farm. All products are certified organic, organic Taggiasca EVO oil, organic 
pitted Taggiasca olives, in brine, organic tapenade, organic sauces and 
condiments. We specialize in HORECA supplies and gourmet shops, we 
export to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Asia.

THAILAND

Thai Trade Center, Seoul

4C3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Chananya Punnarugsa
(04632)
#304-305, Namsan Lotte Castle Iris, Sogong-ro 35, Jung-
Gu, Seoul

02 795 2431 / 02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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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40 years we have successfully 
served numerous international traders through our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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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us at 02 
795 2431 or send email to info@thaitrade.kr or visit www.ditp.go.th/korea

USA

The Neil Jones Food Company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Bahman Dejbod
(98666)
P Box 30, 1701 W 16th St., Vancouver

13607370116  
www.NJFCo.com
bahmand@njfco.com
A true leader in Tomato processing technology, NJFCo offers   Ingredients, 
Food Service and Retail packed Tomatoes, Fruits, Cranberry Sauces and 
Juice concentrates to international clients. All backed by world class 
services by export dedicated team to support products, documentations, 
supply chain, logistics, marketing and market development.
Strategically located near superior fruit and tomato growing regions of 
the USA, and only minutes away from key USA ports, along with many 
warehouses throughout the USA, NJFCo International is able to offer 
many products all under one umbrella near many  ports.
What has led to  NJFCo international sales success and continues growth 
includes leadership in processing, fresh quality raw materials for highest 
quality packaging, backed by product guarantee and head ache free 
service for on time shipping,  working with international customers as 
partners, and offering Value, high quality at competitiv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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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Torrefazione Monforte Srl

4C401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agda Katsoura
(86025)
C.da Pesco Farese n. 25/26, Ripalimosani (CB)

+39 0874484723 / 
https://www.caffemonforte.com/en/
sales@caffemonforte.com
Torrefazione Monforte, ISO 9001 Italian coffee roasting company, 
manufactures BRC, Organic coffee blends (beans, ground, pods, capsules) 
cocoa powder.

NETHERLANDS

Trigon Food BV

4D3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Vincent van der Haag
(8912 AW Leewarden)
Edisonstraat 18

0031 58 213 5502  
www.trigon-food.nl
info@trigon-food.nl
Trigon Food BV started business at the beginning of 1999. Over the years 
we have expanded our range of products. We now carry a large range 
of foods and drinks, both famous brands and more competitively priced 
brands. We sell products produced in Holland, as well as from other 
European countries like Germany, Belgium, France, Italy and the United 
Kingdom

USA

Ufisheries

4C206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Julie Wong
(55406)
PO Box 6161 Minneapolis, Minnesota

+1 612 930 2288  
www.ufisheries.com
julie@UFisheries.com
Wild-caught Alaskan Salmon Jerky with natural wildflower honey, Organic 
sugar and brown sugar and Pink Himalayan sea salt. and its Non-GMO, 
gluten-free soy sauce

NETHERLANDS

United Dutch Breweries

4D3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r. Ramon Roos
(4816 KB Breda)
Druivenstraat 21

0031 76 578 1000  
www.uniteddutchbreweries.com
ramon.roos@uniteddutchbreweries.com
Beer is our business. We were among the first to export our iconic Dutch 
beers all over the world and have been brewing, shipping, marketing and 
exploring ever since… We are proud deliver our brands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fast and highly efficient. Today, United Dutch Breweries has 
loyal customer relations and brand presence in over 100 countries. Key 
to success is our strong portfolio that covers the full beer spectrum: 
from classic lagers like Oranjeboom and timeless abbey beers such as 
Monastère to trendy flavoured beers like X-Mark and the latest innovation 
in alcoholic drinks: the 100% natural hard seltzers of RVZD. United Dutch 
Breweries is a young company with a rich history. We are headquartered 
in Breda (the Netherlands) and have sales offices in Shanghai and 
Singapore. Our environment is highly creative, fast-paced, fun and 
collab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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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V LABEL ITALIA SRL

4F205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Michelle Hwang
(03185)
3F., Concordian bldg., 76 Saemunan-ro,  Jongno-gu, Seoul, 
Korea
+82-70-7011-3131  
www.vlabel.org
info@vlabel.kr
Korean Official Agent for V-label Italia
Consulting Services offered and provide help for customer to achieve 
Vegetarian, Vegan and Raw Vegan V-Label License. V-Label is the quality, 
transparency and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vegan certificatio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guaranteed for the consumer, V-Label 
allows companies to promote their products with safety and reliability.

USA

Valley Fig Growers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Linda Cain
(93702)
2028 S 3rd Street, Fresno, CA

14188161886  
www.valleyfig.com
lcain@valleyfig.com
The best dried figs come from California.  Located in the fertile 
San Joaquin Valley, our fig-grower owned cooperative is one of the 
largest handlers of figs in North America, having 30 grower members 
representing about 40% of the California fig industry. Whether you’re using 
our dried figs or fig products in a commercial kitchen or enjoying our dried 
figs at home, the benefits of dried figs are many. You can find them in your 
favorite store or online, under the brands: Sun-Maid, Orchard Choice and 
Blue Ribbon. You can count on California Figs.

CANADA

White Box Food Co. Ltd.

4E102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Rod McCarrell
(V7N 3N2)
201 - 3371 Chesterfield Ave., North Vancouver, BC

16049612181  
www.whiteboxfood.com
rod.mccarrell@whiteboxfood.com
White Box Food Co. Ltd. (WB) products & services exhibited will include:
1. Single-portion, frozen seafood product images and information.
2. Proprietary branded packaging.

The WB seafood product images and information will include material 
based on the following species: Pacific Sockeye salmon, Atlantic salmon, 
Pacific Rockfish Snapper, Canadian Shrimpmeat, Rainbow Trout, Canadian 
Scallops, Pacific Halibut and Canadian Lobster.

The WB seafood product images and information in combination with 
the WB proprietary packages will allow potential business partners to 
understand how the end-consumer ‘experience’ is a key part of creating a 
superior value chain.

USA

WUSATA

4D204

Contact

Address

Tel / Fax

Website

E-mail

Exhibits

Kristi Zelinka
(98662)
4601 Vancouver, WA

13606933373  
www.WUSATA.org
kristi@wusata.org
The Western United States Agricultural Trade Association (WUSATA®) 
creates opportunities by helping food and agricultural companies gain 
new business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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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Zas International

4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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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our extensive global network of partners and distributors market 
ZAS product under our proprietary brands such as Chef West, Xotix, 
Wellington’s, and Bon Vivant as well as through the hundreds of Private 
Labels we represent. Products are shipped worldwide directly from 
member suppliers and factories in the USA and abroad. In addition to 
retail and food service items we also handle a variety of raw materials, 
packaging, machinery, and other equipment related to the food industry.

We are proud to be associated with all ZAS principals and customers and 
are always dedicated to servicing the food industry with the highest levels 
of integrity, service, and professionalism. Our 26 years of a rock solid 
reputation is the best proof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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