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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근간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의 가치,
브랜드K와 만나 새로운 한류를 열어갑니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브랜드K’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 세계 소비자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K-리빙

K-뷰티

K-푸드

K-디지털

K-키친

국내 중소기업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해외 수출길을 넓히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한국 영화가 해외 영화제를 휩쓸며 전 세계가 한
류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해외에 알리고 전략적으로 
브랜딩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때,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의 공식 출범을 알립니다.

브랜드K는 2019년 9월 대통령의 동남아 3국 순방을 계기로 태국에서 런
칭하여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엄격한 평가와 대
국민 투표까지 더해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기회 삼아 수
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즘, K-뷰티, K-푸드 등 수많은 기업들이 입소
문을 타며 세계인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메이드 인 코리아’만이 브랜드K가 될 
수 있습니다. 매 기수마다 1,000개 이상 기업이 지원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브랜드K로 선정된 기업은 국내외 대규모 행사 및 온·오프라
인 전용 매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홍보·판촉전을 통해 전 세계 소
비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K란?

추진 배경



현황

8월 

브랜드K 1기 
제품 선정

9월  2일

런칭쇼를 통해 
브랜드K 
공식 출범

11월  1일

브랜드K 
미디어데이 진행

12월  11일

‘브랜드K 
송년의밤’ 개최

4월  29일

브랜드K 2기 
제품 선정

7월  11일

브랜드K 2기 
인증서수여식 개최

12월  16일

'브랜드K의 밤' 개최

5월  13일

브랜드K 
3기 제품 선정

6월  28일

브랜드K 
4기 제품 선정

2019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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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업체명	 (주)웰코스
제품명	 	메디팜 그린 플러스 크림
홈페이지	 www.welcos.com

업체명	 더마펌
제품명	 	바이오 코렉션 앰플 	

콜라겐 R4
홈페이지	 www.dermafirm.com

업체명	 (주)루토닉스
제품명	 루토닉스 볼륨 부스터
홈페이지	 www.rootonix.com

업체명	 (주)더말코리아
제품명	 	닥터메디엠 페이셜 	

레미디 크림
홈페이지	 www.dermalkorea.com

업체명	 (주)엠알이노베이션
제품명	 	더 마스크 오브 조로 	

비톡스 앰플
홈페이지	 www.thesera.com

업체명	 한국코러스(주)
제품명	 뷰티오 리바이탈 앰플
홈페이지	 www.koruspharm.co.kr

업체명	 (주)에이치케이피
제품명	 	소프리스 풋필링 	

더블에센스 마스크
홈페이지	 www.soflisse.co.kr

업체명	 (주)엘씨벤쳐스
제품명	 러브참 커스터마이징 가방
홈페이지	 www.lovecharm.co.kr

업체명	 (주)보끄레머천다이징
제품명	 	라빠레뜨 뷰티 카밍 그린 

턴오버 토너
홈페이지	 www.ibeaucre.co.kr

업체명	 알엘에이피(주)
제품명	 	로벡틴 클린 연꽃수 	

수분크림
홈페이지	 www.rovectin.co.kr

업체명	 ㈜기베스트
제품명	 링클파워 필링
홈페이지	 www.9tails.co.kr

업체명	 (주)허밍아비스
제품명	 스팀베이스 데일리 	
	 아이마스크
홈페이지	 www.hummingavis.com 

업체명	 (주)젠피아
제품명	 	시크릿키 스타팅 	

트리트먼트 로즈 에센스
홈페이지	 www.zenpia.co.kr

업체명	 아미코스메틱
제품명	 씨엘포 진생베리 	
	 프리미엄 앰플
홈페이지	 www.cl4.co.kr

업체명	 ㈜VTPL
제품명	 	씨스터앤 더블이펙트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홈페이지	 www.sister-ann.com

업체명	 에이드코리아컴퍼니(주)
제품명	 	마리엔메이 센서티브 	

수딩 젤 블레미쉬 크림
홈페이지	 www.marynmay.com

업체명	 ㈜제이앤피인터내셔널
제품명	 	마이얼스데이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홈페이지	 www.myearthday.co.kr

업체명	 데이셀 코스메틱
제품명	 	MBA 모발아 어성초 	

더마 스칼프 인텐시브 앰플
홈페이지	 www.daycell.com

업체명	 (주)엘유케이
제품명	 	룩168 타투아이브로우
홈페이지	 luk.co.kr

업체명	 브랜드501
제품명	 	바버501 쉐이빙부스터
홈페이지	  www.brand501.com

업체명	 (주)엘에스화장품
제품명	 뷰앤화 동방초본 마스크 
홈페이지	 www.lscosmetic.com

업체명	 (주)유씨엘
제품명	 	아꼬제 리바이빙 더스트 

클렌징 젤투폼
홈페이지	 www.e-ucl.co.kr/kor

업체명	 피플앤코
제품명	 아트델리 압솔뤼 라 	
	 볼륨드 쿠션
홈페이지	 www.peoplenstore.com

업체명	 (주)태영
제품명	 	엘렌실라 에스카르고 	

에센스 커버 쿠션 프리미엄
홈페이지	 www.elensilia.com

업체명	 (주)모노글로트홀딩스
제품명	 	엘로엘 블랑 	

커버크림 스틱
홈페이지	 www.monoglot.co.kr

업체명	 (주)오앤영코스메틱
제품명	 	오앤영 애크미 	

베타-글루칸 클렌징밤
홈페이지	 www.oandyoung.com

업체명	 울트라브이
제품명	 울트라브이 이데베논 
	 시그니쳐 앰플
홈페이지	 www.ultrav.co.kr

업체명	 (주)유니크미
제품명	 	유니크미 마스크팩
홈페이지	 www.uniquemi.com

업체명	 ㈜아이차밍
제품명	 	위치스 파우치 
	 셀피 픽스 피그먼트 섀도우
홈페이지	 www.i-charming.com

업체명	 (주)엠팩플러스
제품명	 	젤리팜 마이크로셀 
	 실리콘퍼프
홈페이지	 www.mpacplus.com

업체명	 (주)니코메디칼
제품명	 캐치미패치
홈페이지	 www.nicomedical.com



업체명	 (주)크리에이티브위드
제품명	 키라니아 보타니컬 샴푸
홈페이지	 www.creativewith.kr

업체명	 (주)에이치피앤씨
제품명	 	테라비코스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홈페이지	 www.hpnc.co.kr

업체명	 (주)비보존헬스케어
제품명	 티나자나 파인애플 
	 딥 클렌징폼 위드 파하
홈페이지	 www.vivozonhc.com

업체명	 (주)더플러스인터렉티브
제품명	 하트퍼센트 도트 온 무드 
	 아이 팔레트
홈페이지	 www.heartpercent.co.kr

업체명	 (주)나인위시스
제품명	 하이드라 스킨 앰플 세럼
홈페이지	 www.9wishes.co.kr

업체명	 (주)에스엘씨
제품명	 하나로 모델링 마스크 
	 모이스처라이저 
홈페이지	 www.slcosmetic.co.kr

업체명	 (주)제로파운더스
제품명	 	케피버블 클렌저
홈페이지	 www.lovekefii.com

업체명	 (주)닥터아임
제품명	 케어놀로지 리블루 
	 밸런싱 크림-인-미스트
홈페이지	 www.carenology95.com

업체명	 (주)팜스킨
제품명	 	프롬맘 초단백™ 
	 크림 포 베이비
홈페이지	 www.farmskincorp.com

업체명	 (주)제이아트컴퍼니
제품명	 펄케어 냉온 초음파 
	 갈바닉 마사지기
홈페이지	 www.pearlcare.co.kr

업체명	 (주)레이덱스
제품명	 포을 하트 포 마이 립스틱
홈페이지	 www.leidex.co.kr

업체명	 (주)딥포인트
제품명	 	포뷰트 스피어 왁스
홈페이지	 www.forbeaut.co.kr

업체명	 (주)모스티브
제품명	 	시올-아띠톡스MTS	

피부·두피관리 미용기기
홈페이지	 	www.seeall.kr

업체명	 (주)세이션
제품명	 	줄라이미 퍼퓸 논워시 	

헤어팩
홈페이지	 www.xation.co.kr

업체명	 (주)뷰티화장품
제품명	 	뷰그린 글루타치온 	

하이드로겔 마스크
홈페이지	 	www.btcosmetic.com

업체명	 주식회사 비스타릿
제품명	 	비오엠 라이트온 인 	

샤워 바디톤업
홈페이지	 	www.bomcosmetic.com

업체명	 (주)샤인앤샤인
제품명	 	샤이닝 에센스 오엘 	

마스크팩
홈페이지	 www.sshine.kr

업체명	 주식회사 로크
제품명	 	닥터바이오 에코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홈페이지	 www.doctorbio.kr

업체명	 주식회사 록키스
제품명	 록키스 티트리 필링젤
홈페이지	 	www.rokkiss.co.kr

업체명	 	더로터스(주)
제품명	 	더퓨어로터스 유스바이오틱

스 연꽃 발효 컨센트레이트
홈페이지	 	www.thepurelotus.com

업체명	 (주)스몰랩
제품명	 	엘딘 마이크로다트 	

프로젝트: 롤러
홈페이지	 	www.eldeen.co.kr

업체명	 (주)우리메카
제품명	 	홈케어 MTS AWY 	

Minipin Set
홈페이지	 	www.woorhimecha.

com/ko

업체명	 (주)이엔에스코리아
제품명	 	이너 스킨 모이스춰 	

바운시 세럼
홈페이지	 	www.ensbeautygroup.

com

업체명	 자민경(주)
제품명	 	크레마카라콜 오리지널 

달팽이 크림 
홈페이지	 	www.jaminkyung.

com

업체명	 (주)파워풀엑스
제품명	 	파워풀엑스 	

리커버리 크림 플러스
홈페이지	 www.powerfulx.com

업체명	 (주)정샘물뷰티
제품명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홈페이지	 www.jsmbeauty.com

업체명	 (주)케이피티
제품명	 론지 CC 클렌저
홈페이지	 	www.starpheres.com

업체명	 (주)코이즈
제품명	 옥시젠슈티컬스 슈티좀 앰플
홈페이지	 www.coiz.com

업체명	 (주)뉴앤뉴
제품명	 	체리파시노 메이져스 	

비타에너지세럼
홈페이지	 www.newnnew.co.kr

업체명	 (주)펀샤인
제품명	 옵타움 섬유향수
홈페이지	 www.optatum.co.kr

업체명	 (주)프랜드
제품명	 뷰티퓨어 헤어컬러
홈페이지	 www.plandkorea.com

업체명	 주식회사 파켓
제품명	 믹순 에센스
홈페이지	 www.mix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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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네이처가든
제품명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
홈페이지	 www.ngardenmall.co.kr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주)삼흥
제품명	 강개상인	
	 고려홍삼정골드
홈페이지	 www.kangg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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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광천우리맛김㈜
제품명	 광천우리맛김(재래맛김)
홈페이지	 www.kcwoori.com

업체명	 카브루
제품명	 구미호 I.P.A
홈페이지	 www.kabrew.co.kr

업체명	 ㈜기운찬
제품명	 	기운찬
홈페이지	 www.guc.co.kr

업체명	 ㈜두리두리
제품명	 굿밸런스
홈페이지	 www.dooridoori.co.kr

업체명	 (주)푸드나무
제품명	 	맛있닭 소프트 닭가슴살
홈페이지	 www.foodnamoo.com

업체명	 (주)한빛식품
제품명	 바삭 현미 누룽지 크래커
홈페이지	 www.thebassak.com

업체명	 명품김㈜
제품명	 	바삭바삭 김스낵
홈페이지	 www.marochip.com

업체명	 ㈜제우스
제품명	 	별애별참 과일칩
홈페이지	 www.jeuscorp.com

업체명	 복순도가
제품명	 복순도가 손막걸리
홈페이지	 www.boksoon.com

업체명	 ㈜비앤에프
제품명	 	뷰티 시크릿 석류 	

콜라겐 젤리스틱
홈페이지	 www.botoacai.com

업체명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제품명	 	산골알밤
홈페이지	 www.ecomommeal.co.kr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제주에서
제품명	 숙취엔 벵주야
홈페이지	 www.goldlarva.com

업체명	 (주)플레이스
제품명	 모아트 벨벳 립스틱
홈페이지	 www.moart-beauty.com

업체명	 (주) 허니스트
제품명	 	몽쉘베베 모이스처 밸런싱 	

탑투토 워시
홈페이지	 www.honest.co.kr

업체명	 ㈜지엠에프
제품명	 	올그루 야채교자만두
홈페이지	 www.gmfkorea.com

업체명	 ㈜서울에프엔비
제품명	 온통두유 서리태 	
	 통두유 99.8
홈페이지	 www.seoulfnb.com

업체명	 ㈜유기농사랑
제품명	 	엔젤김 춘하추동 김스낵
홈페이지	 www.ourangel.co.kr

업체명	 (주)씨알푸드
제품명	 씨알로 우리쌀프레이크
홈페이지	 www.crfood.co.kr

업체명	 (주)바이오믹스테크
제품명	 쉐프K 매직 쿡 세트
	 (설탕대신 등)
홈페이지	 www.viomix.co.kr

업체명	 광천조양식품
제품명	 왕후 광천김
홈페이지	 www.joyangkim.co.kr

업체명	 농업회사법인(주)영풍
제품명	 요뽀끼 1인 컵
홈페이지	 www.ypfoods.co.kr

업체명	 ㈜이지텍
제품명	 자연공유 곤약쫀득이
홈페이지	 	www.jayeongongyu.com

업체명	 ㈜트루나스
제품명	 	자연한알
홈페이지	 www.trunas.co.kr

업체명	 제주맥주㈜
제품명	 제주 위트 에일
홈페이지	 www.jejubeer.co.kr

업체명	 ㈜제키스
제품명	 제주 감귤 타르트
홈페이지	 www.jekiss.kr

업체명	 ㈜쟈뎅
제품명	 	쟈뎅 아워티
홈페이지	 www.jardin.co.kr

업체명	 농업회사법인(주)두레촌
제품명	 	조청명인이 만든 	

하루든든 견과바
홈페이지	 www.doorechon.kr



업체명	 ㈜성경식품
제품명	 	지도표 재래식 성경 식탁김
홈페이지	 www.sgkim.co.kr

업체명	 칠갑농산(주)
제품명	 칠갑농산 쌀국수
홈페이지	 chilkabmall.co.kr

업체명	 ㈜한스코리아
제품명	 쿡시 쌀국수
홈페이지	 www.cooksee.co.kr

업체명	 서울프로폴리스
제품명	 	프로비 프로폴리스 	

트리오 스틱
홈페이지	 www.probee.kr

업체명	 ㈜복지유니온
제품명	 	효반 연하도움식
홈페이지	 www.well-union.or.kr

업체명	 (주)더동쪽바다가는길
제품명	 	홍영의 붉은대게 백간장
홈페이지	 	더동쪽바다가는길.com

업체명	 (주)화요
제품명	 화요25
홈페이지	 www.hwayo.com

업체명	 	(주)그랜드비스타
제품명	 호떡당 호떡
홈페이지	 www.grandvista.co.kr

업체명	 	넥스트바이오(주)
제품명	 브루젠 콜드브루 커피
홈페이지	 www.nextbio.co.kr

업체명	 	(주)달구지푸드
제품명	 		훈제돼지막창
홈페이지	 www.dalgooji.kr

업체명	 	대동고려삼(주)
제품명	 		홍삼정 프리미엄
홈페이지	 www.ddkorea.co.kr

업체명	 	대운푸드시스템
제품명	 		엄마네 생순살 	

고등어조림(매콤한맛)
홈페이지	 www.daewoonfood.com

업체명	 	(주)루시카토
제품명	 		루시카토 마카롱 9입 세트
홈페이지	 www.lucycato.co.kr

업체명	 	(주)맘모스제과
제품명	 		우리쌀곡물과자
홈페이지	 www.mammos.co.kr

업체명	 (주)비티씨
제품명	 퍼멘진 발효홍삼 스틱
홈페이지	 www.btcbio.com

업체명	 	아름답게그린배영농조합법인
제품명	 		꼬샤꼬샤도라지배즙
홈페이지	 www.migreenpear.com

업체명	 	안국건강(주)
제품명	 		안국 루테인지아잔틴 플러스
홈페이지	 	www.shopagh.com

업체명	 	에스시디디(주)
제품명	 정담김구운 곱창김 10매
홈페이지	 www.scdd.co.kr

업체명	 	(주)오크라인터내셔날
제품명	 		K-BUNSIK 떡볶이
홈페이지	 	www.okrain.com

업체명	 	(주)신안씨푸드
제품명	 		코리아팝김 오리지널
홈페이지	 	www.sinan.co.kr

업체명	 	세준푸드농업회사법인(주)
제품명	 		하늘청감주
홈페이지	 www.sejunfood.co.kr

업체명	 (주)세준에프앤비
제품명	 		떡국맛집
홈페이지	 www.sejun.co.kr

업체명	 	주식회사 상경에프앤비
제품명	 		콕짜요 치킨소스
홈페이지	 www.funtable.co.kr

업체명	 미쓰리
제품명	 	미쓰리떡볶이소스	

(분말타입)
홈페이지	 www.missleefood.com

업체명	 	메디프레소
제품명	 메디프레소 한방 티 캡슐
홈페이지	 www.medipresso.com

업체명	 	청도감와인
제품명	 		감그린 레귤러
홈페이지	 	www.gamwine.com

업체명	 	(주)가리미
제품명	 		가평잣김
홈페이지	 www.k-garimi.co.kr

업체명	 	영어조합법인올레바당
제품명	 		제주딱새우라면
홈페이지	 	www.hanolle.com

업체명	 	농업회사법인(주)이비채
제품명	 		홍삼액에 인삼이 뿌리채
홈페이지	 	www.ebiche.com

업체명	 	이엔엘인터내셔널
제품명	 갓소스
홈페이지	 www.enltr.com

업체명	 정성드리
제품명	 		정성드리 하동재첩국
홈페이지	 	www.jeongseongdeuri.com

업체명	 (주)제이미크론
제품명	 		인비바 과채가공칩
홈페이지	 	www.j-micr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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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한울에프앤비
제품명	 정직한밥상 흑마늘 무뼈족발
홈페이지	 www.htable.co.kr

업체명	 	주식회사 함초록
제품명	 함초록 흑삼한뿌리
홈페이지	 	www.greenyco.net

업체명	 	해풍영농조합법인
제품명	 믿구마 반건조꿀고구마
홈페이지	 	www.foodabout.co.kr

업체명	 	농업회사법인호정식품(주)
제품명	 호정가 찹쌀유과세트
홈페이지	 	www.hojeongfood.com

업체명	 	제천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
제품명	 		고려홍삼정과
홈페이지	 	www.cheonsuin.com

업체명	 	좋은영농조합법인
제품명	 헬로아이 배도라지
홈페이지	 	www.goodfnb.com

업체명	 	(주)착한떡
제품명	 		꿀백설기
홈페이지	 	www.goodricecake.com

업체명	 초록 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
제품명	 건강한 사과즙
홈페이지	 www.greenfb.kr

업체명	 	티젠농업회사법인
제품명	 		티젠 콤부차
홈페이지	 	www.teazen.com

업체명	 (주)푸르농
제품명	 모까매
홈페이지	 www.purunong.com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제품명	 		파파주스 배도라지
홈페이지	 www.papai.co.kr/

업체명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제품명	 알토리 맛밤
홈페이지	 	www.altori.co.kr

업체명	 	튤립인터내셔널(주)
제품명	 		티베스트 알로에
홈페이지	 	www.tulipint.com

업체명	 	(주)키즈마루
제품명	 	하이드로 더치커피 	

콜드브루
홈페이지	 	https://smartstore.

naver.com/kidsmaru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코리아식품
제품명	 		청춘불판 무뼈불닭발
홈페이지	 www.oldmaster.co.kr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한도라지
제품명	 목이 편한 한도라지 목편한
홈페이지	 	www.handoraji.com, 

www.handoraji.kr

업체명	 (주)명성
제품명	 RF GLOVES 위생장갑

03 

K-키친
업체명	 (주)광주요
제품명	 	광주요 한결시리즈
홈페이지	 www.kwangjuyo.com

업체명	 (주)백조씽크
제품명	 깜뽀르테
홈페이지	 www.baekjosink.com  
	 www.calmforte.com

업체명	 (주)뉴랩
제품명	 뉴커터랩 위생 비닐랩
홈페이지	 www.newwrap.co.kr

업체명	 제이엠그린
제품명	 더블세이브 도마
홈페이지	 www.jmgreen.co.kr

업체명	 (주)제이월드텍
제품명	 	로페 ALL NEW 굿모닝 

테이크아웃 믹서기
홈페이지	 www.jworldtech.com

업체명	 (주)메탈쿡
제품명	 메탈락 스텐 밀폐용기
홈페이지	 www.metalcook.co.kr

업체명	 (주)PN풍년
제품명	 스톤벨 압력솥
홈페이지	 www.pn.co.kr

업체명	 동양케미칼
제품명	 	셰프웨어 밀폐용기
홈페이지	 www.dyckorea.biz

업체명	 (주)스마트카라
제품명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홈페이지	 www.smartcara.com

업체명	 (주)현진금속
제품명	 	어스템 스텐플러스 	

파인뷰 사각밀폐용기
홈페이지	 www.hyunjinmetal.com

업체명	 월딘
제품명	 	올다
홈페이지	 www.allda.co.kr

업체명	 (주)비엠코르
제품명	 	에코스타 IH 통주물 	

세라믹 냄비

업체명	 ㈜드림셰프
제품명	 오슬로 피오르 IH 	
	 프라이팬 세트
홈페이지	 www.dreamchef.kr

업체명	 (주)휴럼
제품명	 요거베리 요거트 메이커
홈페이지	 www.hurum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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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성신이엔씨
제품명	 	베스타노 신비쿡 
홈페이지	 www.ss-enc.co.kr

업체명	 (주) 로이스
제품명	 연기나지않는 황토요리지
홈페이지	 	www.loesspaper.com

업체명	 	(주)디스피스
제품명	 	보오글
홈페이지	 	www.dispis.kr

업체명	 	금마유기공예(주)
제품명	 	안성맞춤 방짜유기 놋반
홈페이지	 	www.notbankorea.com

업체명	 (주)퀸-아트
제품명	 제이드세라 프라이팬 세트
홈페이지	 www.queenart.kr

업체명	 (주)신성실리콘
제품명	 	실리팟 프리미엄 실리콘	

지퍼백
홈페이지	 	www.ssmold.co.kr

업체명	 엔유씨전자
제품명	 	엔유씨 스마트 요거트 	

메이커
홈페이지	 www.nuc.co.kr

업체명	 (주)창보
제품명	 직화 구이팬
홈페이지	 www.techef.co.kr

업체명	 지닉스(주)
제품명	 	쉐프레 스마트 1구 	

인덕션
홈페이지	 www.gnics.kr

업체명	 (주)피코그램
제품명	 	퓨리얼 유로체인저 	

직수 정수기
홈페이지	 www.picogram.co.kr

업체명	 이든테크
제품명	 	핀일로 통5중 엘레강스 	

스텐코팅팬
홈페이지	 www.finnilo.com

업체명	 범일산업(주)
제품명	 하우스쿡 즉석식품조리기
홈페이지	 www.hauscook.com

업체명	 휴롬엘에스
제품명	 휴롬 이지 착즙기
홈페이지	 www.hurom.co.kr

업체명	 	에코매스
제품명	 	슈가랩 에코백
홈페이지	 www.ecomass.co.kr

업체명	 	한일에스티에스(주)
제품명	 	통5중베르겐 냄비세트
홈페이지	 	www.hanilsts.com

업체명	 로얄금속공업(주)
제품명	 HON 손톱깎이
홈페이지	 www.royalmetal.co.kr

업체명	 케이알시(KRC)고려
제품명	 	KR-SG25-CL 보안경
홈페이지	 www.krceyewe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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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빙
업체명	 체어플러스
제품명	 Ori-Back 자세교정 의자
홈페이지	 www.chairplus.com

업체명	 (주)광진상사
제품명	 OROROC 필름 	
	 테이프 클리너
홈페이지	 www.cleebee.co.kr

업체명	 (주)네오메디칼
제품명	 네오 세이프가드 	
	 KF94 방역마스크
홈페이지	 www.neomedical.co.kr

업체명	 (주)누보
제품명	 	닥터조 뉴트리버블
홈페이지	 www.nousbo.com

업체명	 ㈜젠티스
제품명	 	락앤롤 매트리스
홈페이지	 www.gentice.co.kr

업체명	 (주)아임
제품명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기
홈페이지	 www.duzdryer.com

업체명	 한울생약 (주)
제품명	 리꼬 베이비 구강청결티슈
홈페이지	 www.hanul.co.kr

업체명	 프리젠트(주)
제품명	 두리 3.0 무소음 	
	 유아변기커버
홈페이지	 www.itspresent.co.kr

업체명	 (주)메이드바이맘
제품명	 리꾸 에듀매트
홈페이지	 www.liku.co.kr

업체명	 (주)원스타인터내셔널
제품명	 	메가텐 캐릭터 소닉 LED 	

아동 전동칫솔
홈페이지	 www.one-star.co.kr

업체명	 (주)에이플러스
제품명	 	멍냥키친 한우 콜라겐껌

꿀피부 / 황금똥 트릿
홈페이지	 www.apluspet.co.kr

업체명	 (주)이맥솔루션
제품명	 	맥세이버 프로 디젤
홈페이지	 www.emaxsol.com

업체명	 ㈜리틀캣
제품명	 리틀캣 Cat Planet
홈페이지	 www.petding.com



업체명	 (주)순수코리아
제품명	 	베베앙 아기물티슈
홈페이지	 	www.soonsukorea.

co.kr

업체명	 (주)플루토
제품명	 	서클 제로 고양이 	

자동 화장실
홈페이지	 www.plutostory.com

업체명	 비엔디생활건강
제품명	 세제혁명 프리미엄
홈페이지	 www.e-seje.com

업체명	 (주)삼마제약
제품명	 에스엠 케어 손 소독제
홈페이지	 www.sammapharm.com

업체명	 (주)바우와우코리아
제품명	 오리지-7 	
홈페이지	 www.bowwowkr.com

업체명	 (주)이온폴리스
제품명	 이온폴리스 수온감응 3색 	
	 LED 7단계 필터 샤워기
홈페이지	 www.ionpolis.com

업체명	 (주)한국미라클피플사
제품명	 은나노스텝 다용도 세정제
홈페이지	 www.kmpc.co.kr

업체명	 코코도르(주)
제품명	 코코도르 플라워 디퓨저
홈페이지	 www.cocodor.co.kr

업체명	 (주)다온에스아이
제품명	 	이지드롭 변기크리너
홈페이지	 	www.smartstore.

naver.com/easydrop

업체명	 (주)마더케이
제품명	 	케이맘 처음 물티슈
홈페이지	 www.motherkmall.co.kr

업체명	 (주)유피엘컴퍼니
제품명	 종이세제 한장으로 
홈페이지	 www.uplclean.com

업체명	 	㈜스피드랙 
제품명	 스피드랙
홈페이지	 www.speedrack.kr

업체명	 (주)쓰임받는사람들
제품명	 		스노우키즈 거품물감
홈페이지	 snowkidsartlab.com

업체명	 씨앤투스성진
제품명	 아에르 마스크 (KF94)
홈페이지	 www.cntus-sungjin.com

업체명	 (주)싸파에프앤시
제품명	 싸파 프리미엄 	
	 도도 민물 낚시대
홈페이지	 www.sapa.co.kr

업체명	 (주)아이콘
제품명	 아이리핏 텀블러 	
	 살균 건조기
홈페이지	 www.irefit.co.kr

업체명	 가온힐(주)
제품명	 	코튼샤워 인서트 기능성베개
홈페이지	 www.gaonheal.com

업체명	 ㈜큐원
제품명	 쿠셔니 폼블럭 / 
	 실크 단열 벽지
홈페이지	 www.cushioni.co.kr

업체명	 (주)씨엠에이글로벌
제품명	 클리어씨 김서림방지 클리너
홈페이지	 www.cmaglobal.net

업체명	 (주)모리스레포츠
제품명	 템플체인저
홈페이지	 www.imorys.com

업체명	 (주)쉐우드가구
제품명	 패브릭 소파
홈페이지	 www.sherwood.kr

업체명	 (주)아베크
제품명	 펫 토탈 살균 케어룸
홈페이지	 www.i-avec.com

업체명	 서현피엠에스
제품명	 폴더윙 플러스 옷걸이
홈페이지	 www.shpms.co.kr

업체명	 ㈜제너럴네트
제품명	 프로폴린스 가글
홈페이지	 www.gngroup.co.kr

업체명	 (주)홈에디션명진
제품명	 홈에디션명진 걸이 	
	 고무장갑
홈페이지	 www.homemj.co.kr

업체명	 (주)더밤부
제품명	 		순한대나무 아기헤아림 	

거즈 겉싸개
홈페이지	 	www.bamboo-bebe.com

업체명	 (주)고그린라이프
제품명	 	그로미미 젖병
홈페이지	 www.grosmimi.com

업체명	 주식회사 대성토이즈
제품명	 	빙빙블록 클래식 	

슈퍼 빌딩세트
홈페이지	 	www.dstoy.com

업체명	 	(주)꿈비
제품명	 	리코코 클린롤매트
홈페이지	 www.ggumbi.com

업체명	 	케이아이글로벌
제품명	 	스마트 똑구 우비
홈페이지	 www.ki-global.co.kr

업체명	 (주)건영크리너
제품명	 		에버웰 프리미엄 	

김서림 방지 클리너
홈페이지	 www.kycloth.com

업체명	 	갈렙이앤씨
제품명	 	스타일러V3
홈페이지	 	www.doblab.kr



업체명	 (주)블루마마
제품명	 실리콘&방짜유기 스푼포크
홈페이지	 	www.bluemama.co.kr

업체명	 	(주)스펙스테크
제품명	 		SFEX Inside 자동 소화 	

멀티 콘센트
홈페이지	 www.sfextech.com

업체명	 	(주)수산홈텍
제품명	 	가스타이머
홈페이지	 	www.soosanht.com

업체명	 (주)블루베리
제품명	 	블루아이디 고속 	

무선충전 살균기
홈페이지	 www.blueidee.co.kr

업체명	 (주)스타양행
제품명	 		확대경&일반경 양면 	

아크릴 탁상거울
홈페이지	 	www.staro.co.kr

업체명	 주식회사 오션플로우
제품명	 	아반펫 친환경 쿨매트
홈페이지	 	www.oceanflow.co.kr

업체명	 	아방데코
제품명	 	3단 접이식매트리스
홈페이지	 	www.avantdeco.co.kr

업체명	 	(주)엘라이트
제품명	 	FIRE HUNTER 	

자동소화시스템
홈페이지	 	ww.firehunter.co.kr

업체명	 에이로마(주)
제품명	 	에이로마 골드에디션 	

디퓨저
홈페이지	 	www.a-romakorea.com

업체명	 (주)리코블라인드
제품명	 누구나 오토 쉐이드
홈페이지	 	www.ricoblinds.com

업체명	 더조은(주)
제품명	 이피다 투명창마스크
홈페이지	 www.thegoodas.com

업체명	 	(주)듀오백
제품명	 	듀오백 골드
홈페이지	 	www.duoback.co.kr

업체명	 	(주)디아룩스
제품명	 		아쿠아디아 다이아몬드 

샤워필터 & 샤워헤드
홈페이지	 	www.aquadia.co.kr

업체명	 	(주)무계바이오농업회사법인
제품명	 	따지
홈페이지	 	WWW.MUGE.CO.KR

업체명	 	모니
제품명	 		음료병에 장착하는 이유

용품 모니캡&우유클립
홈페이지	 www.monee.co.kr

업체명	 (주)보보코퍼레이션
제품명	 	VOVO STYLEMENT
홈페이지	 	www.vovokr.com

업체명	 	(주)코멕스산업
제품명	 코멕스 밀폐용기
홈페이지	 	www.ikomax.co.kr

업체명	 	(주)해피엘앤비
제품명	 	더잠 차세대 인공지능 	

온열요
홈페이지	 www.happylnb.com

업체명	 	패숀팩토리(주)
제품명	 	퍼피아 소프트 하네스
홈페이지	 	www.puppia.co.kr

업체명	 	(주)큐어라이프
제품명	 	쓰리잘비 J01
홈페이지	 	www.3jalbi.co.kr

업체명	 (주)쿠나이앤티
제품명	 	하이포닉 노스팅 편백수 	

귀세정제
홈페이지	 	www.gcleantech.co.kr

업체명	 	(주)티에스피코리아
제품명	 조이버블
홈페이지	 	www.gcleantech.co.kr

업체명	 (주)푸드마스터그룹
제품명	 	닥터할리 펫 밀크
홈페이지	 www.drholipet.com

업체명	 	한아툴스(주)
제품명	 	플레티늄 매직렌치
홈페이지	 www.magicsaw.com

업체명	 	(주)하모니데코
제품명	 	아라벨르 레베카 	

알러지케어 침구세트 Q
홈페이지	 www.	bmdmall.kr

업체명	 (주)제이월드산업
제품명	 알집 더블제로매트
홈페이지	 	www.alzipmat.com

업체명	 	(주)이드엠
제품명	 	차량용공기청정기 바라미5
홈페이지	 	www.baramiaircleaner.

com

업체명	 	(주)이엘엔터프라이즈
제품명	 	보렐 필터샤워기 세트
홈페이지	 	WWW.VOREL.CO.KR

업체명	 	(주)제이와이에스앤텍
제품명	 	이지뷰 플러스 	

김서림방지 극세사
홈페이지	 www.	jys-tech.com

업체명	 	중원(주)
제품명	 	러브
홈페이지	 	www.jw.co.kr

업체명	 	주네프(유)
제품명	 코코내니
홈페이지	 	www.kokonanny.com

업체명	 	(주)지크린텍
제품명	 		미엘 클래식 100매 캡형 	

물티슈
홈페이지	 	www.gclean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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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헤리티지벤쳐스
제품명	 	르프레시 유기농 	

순면커버 비건생리대
홈페이지	 	www.1cmplus.com

업체명	 (주)소닉월드
제품명	 SONIC+ 음파 운동기
홈페이지	 www.sonixkorea.com

업체명	 오레스트(주)
제품명	 Orest 4D 음성인식 	
	 안마의자(OR-8000)
홈페이지	 www.or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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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업체명	 (주)캐스트프로
제품명	 Hello Charger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
홈페이지	 www.castpro.kr

업체명	 ㈜나팔
제품명	 나팔 액자 스피커
홈페이지	 www.thenapal.com

업체명	 (주)나인브릿지
제품명	 대쉬크랩 핏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홈페이지	 www.nine-bridge.co.kr

업체명	 뉴서광㈜
제품명	 루헤로 호신용품
홈페이지	 www.seog.co.kr

업체명	 망고슬래브㈜
제품명	 네모닉 라벨
홈페이지	 www.mangoslab.com

업체명	 골무트리
제품명	 	골무 포인터 마우스
홈페이지	 www.goalmutree.com

업체명	 (주)가포생활건강
제품명	 가포 공기압마사지기
홈페이지	 www.alance.co.kr

업체명	 고모텍(주)
제품명	 꼬모냉장고
홈페이지	 www.gomotec.com

업체명	 (주)미로
제품명	 	미로 가습기
홈페이지	 www.gomiro.com

업체명	 에브리봇㈜
제품명	 	에브리봇 물걸레 	

로봇청소기 EDGE
홈페이지	 www.everybot.co.kr

업체명	 (주)푸시풀시스템
제품명	 	스마트 디지털 도어록 

BABA
홈페이지	 www.pushpull.kr

업체명	 (주)참케어
제품명	 	손목밴드혈압계 H2-BP
홈페이지	 www.charmcare.com

업체명	 솔라루체
제품명	 	성장판 마사지 자극기 	

루미올라 H10+
홈페이지	 www.lumiola.co.kr

업체명	 블루필(주)
제품명	 블루필 미니헤드 팬 프로
홈페이지	 	www.bluefeelcorp.com

업체명	 (주)엔씨엠
제품명	 	블루밍 퓨어 화이트 

J9000T
홈페이지	 	www.bloomingbidet.

co.kr

업체명	 (주)일코전자
제품명	 	에스틸로 미니건조기
홈페이지	 www.ilcoltd.com

업체명	 (주)오토싱
제품명	 오토씽 스마트 	
	 무선 물걸레 청소기
홈페이지	 www.otocinc.com

업체명	 파세코
제품명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홈페이지	 www.paseco.co.kr

업체명	 비엔씨일렉트로닉스
제품명	 	홈세라 무선 신발 살균건조기
홈페이지	 www.homeceratech.com

업체명	 원소프트다임
제품명	 	원스마트다이어트
홈페이지	 www.onesoftdigm.com

업체명	 (주)라이온그룹코리아
제품명	 제우스 UHD TV
홈페이지	 www.liongroup.co.kr

업체명	 ㈜휴비딕
제품명	 휴비딕 비접촉 체온계
홈페이지	 www.hubdic.co.kr

업체명	 굿바이카(주)
제품명	 	바스트로 휴대용 	

대용량 전원공급장치	
(파워뱅크)

홈페이지	 www.bastro.net

업체명	 (주)메디코아
제품명	 	UMON 	

(건강한 삶을 위한 	
스마트 헬스 코치)

홈페이지	 www.medi-core.com

업체명	 (주)미디어힐스
제품명	 차량용 블랙박스
홈페이지	 	http://www.mediahills.

co.kr



업체명	 (주)보국전자
제품명	 	보국 에어셀 	

워셔블 전기요
홈페이지	 www.bke.co.kr

업체명	 (주)세인홈시스
제품명	 SI-818
홈페이지	 www.sinkleader.com

업체명	 (주)아하
제품명	 	공기살균기(퓨리토피아)
홈페이지	 	http://www.i-aha.com/

html/dh/main

업체명	 (주)원우이엔지
제품명	 	VISTA GLASS 	

(디지털 망원경)
홈페이지	 www.wonwoo.com

업체명	 위아비 주식회사
제품명	 에어로닥터
홈페이지	 	www.we-rb.com / 

www.airodoctor.com

업체명	 (주)이온인터내셔널
제품명	 	리얼EMS 챔피온 벨트 	

(복근+허리)
홈페이지	 	www.ioninternational.

co.kr

업체명	 (주)토이트론
제품명	 	올패스 AI 코딩카 제론
홈페이지	 www.toytron.co.kr

업체명	 (주)청우씨엔티
제품명	 	미니 공기청정기 	

(차량용&휴대용)
홈페이지	 https://www.cwcnt.com

업체명	 (주)티케이케이
제품명	 	무선스팀물걸레청소기	

- AKS-5000
홈페이지	 http://www.loaas.co.kr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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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데이셀 코스메틱
MBA 모발아 어성초 더마 스칼프 
인텐시브 앰플

002

(주)더말코리아
닥터메디엠 페이셜 레미디 크림

003

(주)엠알이노베이션
더 마스크 오브 조로 비톡스 앰플

004

(주)보끄레머천다이징
라빠레뜨 뷰티 카밍 그린 턴오버 토너

005

(주)엘씨벤쳐스
러브참 커스터마이징 가방

006

알엘에이피(주)
로벡틴 클린 연꽃수 수분크림

007

(주)루토닉스
루토닉스 볼륨 부스터

008

(주)엘유케이
룩168 타투아이브로우

009

㈜기베스트	
링클파워 필링

010

에이드코리아컴퍼니(주)	
마리엔메이 센서티브 수딩 젤 
블레미쉬 크림

011

㈜제이앤피인터내셔널	
마이얼스데이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012

(주)웰코스	
메디팜 그린 플러스 크림

013

브랜드501	
바버501 쉐이빙부스터

014

더마펌
바이오 코렉션 앰플 콜라겐 R4

015

(주)엘에스화장품
뷰앤화 동방초본 마스크

016

한국코러스(주)
뷰티오 리바이탈 앰플

017

(주)에이치케이피
소프리스 풋필링 
더블에센스 마스크

018

(주)허밍아비스
스팀베이스 데일리 
아이마스크

019

(주)젠피아	
시크릿키 스타팅 
트리트먼트 로즈 에센스

020

(주)VTPL	
씨스터앤 더블이펙트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021

(주)아미코스메틱
씨엘포 진생베리 프리미엄 앰플

022

(주)유씨엘	
아꼬제 리바이빙 
더스트 클렌징 젤투폼

023

피플앤코	
아트델리 압솔뤼 라 볼륨드 쿠션

024

(주)태영	
엘렌실라 에스카르고 
에센스 커버 쿠션 프리미엄

025

(주)모노글로트홀딩스	
엘로엘 블랑 커버크림 스틱

026

(주)오앤영코스메틱	
오앤영 애크미 베타-글루칸 클렌징밤

027

울트라브이	
울트라브이 이데베논 
시그니쳐 앰플

028

㈜아이차밍	
위치스 파우치 셀피 픽스 
피그먼트 섀도우

029

(주)유니크미	
유니크미 마스크팩

030

(주)엠팩플러스	
젤리팜 마이크로셀 실리콘퍼프

031

(주)니코메디칼	
캐치미패치

032

(주)닥터아임	
케어놀로지 리블루 밸런싱 
크림-인-미스트

033

(주)제로파운더스	
케피버블 클렌저

034

(주)크리에이티브위드	
키라니아 보타니컬 샴푸

035

(주)에이치피앤씨	
테라비코스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036

(주)비보존헬스케어	
티나자나 파인애플 
딥 클렌징폼 위드 파하

037

(주)제이아트컴퍼니	
펄케어 냉온 초음파 갈바닉 마사지기

038

(주)딥포인트	
포뷰트 스피어 왁스

039

(주)레이덱스	
포을 하트 포 마이 립스틱

040

(주)팜스킨	
프롬맘 초단백™ 크림 포 베이비

041

(주)에스엘씨	
하나로 모델링 마스크 
모이스처라이저

042

(주)나인위시스	
하이드라 스킨 앰플 세럼

043

(주)더플러스인터렉티브	
하트퍼센트 도트 온 무드 
아이 팔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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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주)뉴앤뉴
체리파시노 메이져스 	
비타에너지세럼

045

더로터스(주)
더퓨어로터스 유스바이오틱스 	
연꽃 발효 컨센트레이트

046

주식회사 로크
닥터바이오 에코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047

주식회사 록키스
록키스 티트리 필링젤

048

(주)모스티브
시올-아띠톡스MTS피부·두피관리 
미용기기

049

(주)뷰티화장품
뷰그린 글루타치온 	
하이드로겔 마스크

050

주식회사 비스타릿
비오엠 라이트온 인 샤워 바디톤업

051

(주)샤인앤샤인
샤이닝 에센스 오엘 마스크팩

052

(주)세이션
줄라이미 퍼퓸 논워시 헤어팩

053

(주)스몰랩
엘딘 마이크로다트 프로젝트: 롤러

054

(주)우리메카
홈케어 MTS AWY Minipin Set

055

(주)이엔에스코리아
이너 스킨 모이스춰 바운시 세럼

056

자민경(주)
크레마카라콜 오리지널 	
달팽이 크림 

057

(주)정샘물뷰티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058

(주)케이피티
론지 CC 클렌저

059

(주)코이즈
옥시젠슈티컬스 슈티좀 앰플

060

(주)파워풀엑스
파워풀엑스 	
리커버리 크림 플러스

061

주식회사 파켓 
믹순 에센스 

062

(주)펀샤인 
옵타움 섬유향수

063

(주)프랜드 
뷰티퓨어 헤어컬러

064

(주)플레이스 
모아트 벨벳 립스틱

065

(주) 허니스트 
몽쉘베베 모이스처 	
밸런싱 탑투토 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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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셀 코스메틱은 데일리 셀 케어를 향한 고 기능성 화장품 
전문 브랜드 입니다. 데이셀 이름처럼, 매일매일 생성되는 
세포(피부)를 건강하게 개선하여 재생시키는 시스템의 특허를 받은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데이셀코스메틱

MBA 모발아 어성초 
더마 스칼프 인텐시브 앰플

25,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01 

제품 특장점

Point ❶	 	어성초 추출물 7% 함유│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모발을 탄탄하게 가꾸어 주는 어성초 추출물 함유

Point ❷	 	자소엽추출물 3.5% 함유│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자소엽추출물을 함유하여 건강한 모발 케어 가능

Point ❸	 	녹차추출물 3.5% 함유│녹차추출물 속 폴리페놀, 카테킨이 두피에 영양분 공급

시원한 쿨링감으로 두피 건강과 모발을 지켜주는 한방 앰플 모발아 어성초 더마스칼프 인텐시브 앰플입니다. 두피의 건강
을 돕는 3중 마사지볼 데이셀 모발아 어성초 더마스칼프 인텐시브 앰플은 어성초, 자소엽추출물, 녹차추출물 및 9가지 한
방 조성물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데이셀코스메틱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4층

홈페이지	 www.daycell.com

연락처	 02-441-5558

이메일	 ks.kim@daycell.com

(주)더말코리아는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갖춘 	
스킨케어 화장품 전문 기업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 기획부터 제조 생산과정까지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부 전문가가 모여 피부의 근본을 연구, 
개발하여 보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547번길 105

홈페이지	 www.dermalkorea.com

연락처	 031-704-8222

이메일	 pp@dermalkorea.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더말코리아

닥터메디엠 페이셜
레미디 크림

(주)더말코리아

제품 특장점

Point ❶	 	누구나 매일 사용 가능한 대용량 저자극 보습 크림

Point ❷	 	특허 10-0490212로 등록된 Amino Acid Complex(17종의 아미노산)가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여 피부 장벽 강화

Point ❸	 	냉난방으로 인해 메마르고 건조한 피부의 각질을 잠재우고 	
부드럽고 촉촉한 수분감 부여

48,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02 

닥터메디엠 페이셜 레미디크림은 저자극의 대용량 고보습 크림으로, 냉난방으로 인해 메마르고 거칠어진 피부에 진한 보습
을 선사하여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어 줍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넉넉
한 용량으로 얼굴은 물론 건조한 바디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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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알이노베이션은 2011년에 설립한 회사로, 관련 직종에서 
10년 이상 연구개발, 영업을 해온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기술력과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과 
피부학적 전문 이론을 바탕으로 제품을 런칭하기 때문에 획기적이며, 
해외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창의적인 화장품입니다.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72길 37-8

홈페이지	 www.thesera.com

연락처	 053-325-6630

이메일	 cosmetics@mrinno.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엠알이노베이션

더 마스크 오브 조로 
비톡스 앰플

(주)엠알이노베이션13,2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03 

제품 특장점

Point ❶	 	일명 바늘 없는 보톡스, 바르는 보톡스로 	
눈 밑 다크서클과 잔주름을 고통 없이 완화

Point ❷	 	바르는 즉시 눈가 주름, 아이백, 	
다크서클을 지워주며 5~8시간 정도 효과 지속

Point ❸	 	부작용의 위험 없는 간편한 안티에이징

엠알이노베이션의 화장품 브랜드 ‘더쎄라’는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바늘 없이, 고통 
없이, 부작용 없이 실현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더쎄라만의 흡수 기술로 유효 성분을 피부 속 깊숙이 침투시켜 피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더 마스크오브 조로 비톡스 앰플은 바르는 즉시 눈가 잔주름과 다크서클을 지워주는 일
명 ‘바르는 보톡스’입니다. 보르피린, 나이아신아마이드, 펩타이드 등을 함유하여 크림처럼 얇게 펴 바르기만 하면 즉각적이
면서 지속적인 주름 개선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끄레머천다이징은 1991년 설립한 여성 패션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여성들의 아름다움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라이프스타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일류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의 가치와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49, 2006호

홈페이지	 www.ibeaucre.co.kr

연락처	 02-2137-1275

이메일	 linagrace@beaucre.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보끄레머천다이징

라빠레뜨 뷰티
카밍 그린 턴오버 토너

(주)보끄레머천다이징

제품 특장점

Point ❶	 	녹차 성분을 87% 함유하여 진정, 유수분밸런스 케어, 리프레시 효과, 항산화 효과 탁월

Point ❷	 천연 AHA·BHA·PHA 3종 소프트 필링 성분 함유로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깨끗하게 케어

Point ❸	 ‘EWG GREEN’ 등급 에센셜 오일로 향과 보습력을 높여 예민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

환경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등으로 깨진 피부 밸런스를 피부 턴오버 주기인 4주 동안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 필
링 토너입니다. 비건 인증을 획득한 토너로 피부 진정과 보습에 탁월한 보성 녹차 성분을 87%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천연 
AHA/BHA/PHA가 묵은 각질까지 케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만 생각한 안심 포뮬러로 인공향과 23가지 주의 성분을 
무첨가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22,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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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씨벤처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패션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엘씨벤쳐스

러브참
커스터마이징 가방

(주)엘씨벤쳐스129,000~189,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05 

제품 특장점

Point ❶	 	손쉽고 다양한 디자인 교체 	
플랩 교체만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방을 연출 가능

Point ❷	 	가성비 높은 패션 아이템	
명품 브랜드에 국한된 기존 
커스터마이징 제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

러브참 커스터마이징 가방은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가방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제
품입니다. 가방 덮개인 플랩을 탈부착할 수 있어 내 취향대로 손쉽게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신개념 디자인을 적용했습
니다. 다양한 플랩이 준비되어 있어 원할 때마다 교체가 가능하며, 진정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6층 R10호

홈페이지	 www.lovecharm.co.kr

연락처	 070-5014-4918

이메일	 lovecharmbag@gmail.com

알엘에이피주식회사는 기초 스킨케어 화장품을 제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항암치료로 인해 극도로 손상된 피부는 물론, 아토피/민감성/트러블성 
피부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병의원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는 컨슈머 라인까지 확장하여 모든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적극 진출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7, 
11층 (신사동, 신웅타워2)

홈페이지	 www.rovectin.co.kr

연락처	 1688-8328

이메일	 help@rovectin.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알엘에이피(주)

로벡틴 클린
연꽃수 수분크림

알엘에이피(주)19,8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06 

로벡틴 클린 연꽃수 크림은 정제수 대신 연꽃추출물이 75% 함유된 산뜻하고 편안한 수분크림입니다. 자정 능력이 뛰어난 정화
의 꽃, 연꽃추출물이 고함량 담겨 유해물질을 흡착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꿔주며, 캄페롤이 함유되어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
부 산화 및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원료비는 높이고 포장비는 낮춘 가격 거품이 없는 착한 제품이며, 동물 유래 성분은 일절 포함
되지 않은 100% 비건 제품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생분해성 재생용지를 사용한 친환경 패키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전 성분 단 23개│실제 보습 유효 성분 95%로 연꽃수 75% 함유. 항산화 성분인 	
캄페롤이 외부요인으로 인한 피부 산화 및 노화를 방지하고 천연 보습인자인 	
아쿠악실이 고함량으로 담겨 수분 증발 완화

Point ❷	 100% 비건 성분│전 성분 EWG 그린 등급으로 극예민성 피부도 사용 가능

Point ❸	 	친환경 성분 및 패키징│NO 동물실험 / 식물성 잉크 사용 / 친환경 생분해성 재생용지 사용 / 
재활용 용이한 스티커 패키징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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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토닉스는 두피 케어 브랜드로서 모근부터 케어하는 것이 
이 업의 본질임을 표현하기 위해 모근을 형상화하는 심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LED 두피 테라피 ‘볼륨 부스터’를 
런칭하여 펀딩 목표액의 1,559%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꾸준히 두피 케어에 좋은 상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동, 대명벨리온) 1103호

홈페이지	 www.rootonix.com

연락처	 070-7796-0101

이메일	 manager@rootonix.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루토닉스

㈜루토닉스149,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07 

제품 특장점

Point ❶	 	피부 표면에 순간적으로 전기적 
펄스를 가해서 분자단위가 
침투 가능한 홀을 만들어 내고, 
그 안으로 영양분을 밀어 넣는 
일렉트로포레이션(전기천공법) 	
기술 사용

자연의 힘으로 뿌리부터 차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신개념 두피/모근 홈케어 제품입니다.

루토닉스 볼륨 부스터

엘유케이는 2016년, 워터프루프 색조 브랜드 룩을 런칭하여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코스메틱 기업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공들인
메이크업이 잘 지워져 수정이 번거로운 현대 여성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뛰어난 지속력을 지닌 색조 제품을 런칭했으며, 
제품에 대한 임상 테스트를 거쳐 높은 지속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35, 	
	 삼화빌딩 303호

홈페이지	 luk.co.kr

연락처	 070-8146-8370

이메일	 admin@luk.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엘유케이

룩168
타투아이브로우

(주)엘유케이

제품 특장점

Point ❶	 	168시간 동안 유지되는 지속력

Point ❷	 피부 저자극 임상 테스트 통과하여 안심 사용 가능

Point ❸	 마커펜 타입으로 눈썹꼬리까지 날렵하게 표현 가능

한 번 그리면 최대 168시간 지속되는 제품으로, 뷰티 유튜버가 추천한 타투 아이브로우입니다.
물, 땀, 유분에도 번짐없이 또렷하게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18,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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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베스트는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9tails’를 출시하여 
좋은 성분을 통해 피부를 개선해주는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48 경원빌딩 2층

홈페이지	 www.9tails.co.kr

연락처	 070-7729-5727

이메일	 jaelee@9tails.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기베스트

링클파워 필링
㈜기베스트5ml. 32,000원 

6ml. 38,000KRW

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09 

제품 특장점

Point ❶	 	151회의 샘플 테스트 완료│임상실험 안정성 테스트와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및 유해 성분 무검출 검증

Point ❷	 	주름 개선 효과로 높은 재구매율을 보이며 홈쇼핑 총 매출액 350억 원 돌파

Point ❸	 	주름과 탄력 개선을 위한 특효성분 함유│17종 아미노산, 특허성분인 
바이오타이드, 7종 펩타이드 등 주름 개선을 위한 성분 함유

90초 만에 주름 개선 효과가 나타나 ‘바르는 보톡스’로도 불리는 주름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눈에 거슬리던 팔자주름, 미
간주름 등의 즉각적인 개선은 물론 장기적인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집중적인 주름 케어가 필요한 40~70대와 시술
이 두려운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바르는 순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링클파워 필링으로 아름다움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에이드코리아는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뷰티/퍼스널 케어 상품의 제조, 판매,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에이드코리아는 창업 이래 차별화된 디자인과 상품력, 우수한 
고객서비스로 고객의 아름다움과 꿈을 실현하는 생활 문화 기업으로 
발돋움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시장 리더십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에이드코리아컴퍼니(주)

마리엔메이 센서티브 
수딩 젤 블레미쉬 크림

에이드코리아컴퍼니(주)23,5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어성초와 티트리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즉각적인 피부 쿨링 효과를 발휘하는 크림입니다. 자극 받
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붉은 기를 개선하고 모공 수렴 효과를 선사해 맑고 고운 피부 톤으로 되돌려줍니다. 수분을 가
득 머금은 제형으로 빠르게 흡수되며 가볍고 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K-뷰티 010 

제품 특장점

Point ❶	 	임상 테스트 완료│2주 후 개선 효과 확인 (1) 민감성 피부 대상 사용성 테스트 (2) 피부 붉은 기 (3) 피부 열 진정(쿨링) (4) 외부 자극 진정 (5) 
모공 수렴 효과(수, 면적, 부피, 깊이) (6) 피부 자극 테스트

Point ❷	 	어성초와 티트리 성분으로 즉각적인 쿨링과 진정 효과│천연 유효성분의 함량이 높아 즉효성이 뛰어나며(어성초 추출물 71.8%, 티트리 
추출물 9.7%) 자극으로 달아오른 피부의 열을 내리고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사용 직후 피부온도 36도 -> 30.8도)

Point ❸	 	전 성분 EWG그린 등급, 16가지 유해 성분 무첨가, 무향, 저자극 트러블/모공케어 효과│파라벤, 에탄올, 계면활성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16가지 유해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 민감성 피부 대상 사용성 테스트와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이 적합한 제품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번길 	
25-23, 다산블루웨일 2차 F812-814호

홈페이지	 www.marynmay.com

연락처	 031-523-9023

이메일	 kyutae.cho@aidkorea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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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 인터내셔널

제이앤피 인터내셔널은 친환경 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전국의 아이들과 함께 지구 온도 1도 낮추기 캠페인 
‘괜찮아 지구야’를 펼쳐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제이앤피 인터내셔널

마이얼스데이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24,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11 

제품 특장점

Point ❶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신뢰할 수 있는 독일의 피부과학연구소로부터 	
최고 등급(Excellent) 부여

Point ❷	 	유기농 원료와 자연친화적인 소재로만 제품 제작

Point ❸	 	어린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도 효과적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크게 사랑받고 있는 마이얼스데이 로션입니다. 유기농·친환경 원료들을 사용하고, 유
해 성분 0%, 전 성분 EWG Green 등급을 받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키즈 전용 로션입니다. 특히 아토피로 민감한 아이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 툴관 9층 S16호

홈페이지	 www.myearthday.co.kr

연락처	 070-4042-6933

이메일	 jnp1@jnpkr.com

㈜웰코스는 아름다움을 통해 행복을 전하는 
자연주의 화장품 기업입니다. 
브랜드 사업과 ODM 사업을 진행하며 
미국, 중국 등 30여 개국 수출을 통해 
글로벌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웰코스

메디팜
그린 플러스 크림

(주)웰코스21,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촉촉하고 산뜻한 제형으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사용 가능한 더마 코스메틱입니다. 미백, 진정, 보습 3가지 라인
으로 피부 고민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며, 비타민나무 오일 성분(미백 비타민), 병풀추출물(진정시카), 히알루론산
(수분히알) 등의 유효성분으로 피부를 촉촉하고 환하게 가꾸어 줍니다.

K-뷰티 012 

제품 특장점

Point ❶	 	식약처 인증 미백, 주름 2중 기능성 화장품

Point ❷	 EWG 그린 등급의 안정성으로 민감 피부 안심 처방

Point ❸	 	500g 대용량 가심비 제품으로 온 가족 함께 사용 가능

소재지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3층	
공장 :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 1길 21-12	
연구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코오롱싸이언스벨리2차 1409호

홈페이지	 www.welcos.com

연락처	 1588-5055

이메일	 master@welc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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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501은 2017년 설립 후 지난 4년간 
다수의 브랜드와 상품을 런칭, 국내외 다수의 유관기관에 
인증받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501

바버501
쉐이빙부스터

브랜드50115,9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국내 최초 린스형 제형으로 만들어진 바버501 쉐이빙 부스터는 면도 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면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쉐이빙 부스터의 5가지 옵션은 소비자의 피부 타입에 따라 최적화된 새로운 면도 경험을 제공합
니다.

K-뷰티 013 

제품 특장점

Point ❶	 	피부 표피층에 오일 보호막을 형성하여 면도날 자극으로부터 안전하고 
부드럽게 면도 가능

Point ❷	 	투명한 제형으로 면도 시 가시성을 높여 불필요한 면도 최소화

Point ❸	 	사람 피부와 유사한 PH 5.5 약산성 성분, 85% 이상 EWG 그린 등급의 	
건강한 7가지 식물성 오일 함유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길 20, B동 2층

홈페이지	  www.brand501.com

연락처	 02-790-2490

이메일	 agent@brand501.com

㈜더마펌

진정한 더마의 기준을 제공하는 더마펌은 좋은 원료, 
피부 친화적 기술을 직접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더마펌

바이오 코렉션 앰플
콜라겐 R4

60,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14 

제품 특장점

Point ❶	 	탁월한 진정 효과│쉽게 붉어지고 자극에 약한 피부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고농축 아줄렌 파우더의 강력한 보랏빛 카밍 에너지

Point ❷	 	탄력 집중 케어 기능성 앰플│저분자 콜라겐(400DA)과 아데노신 및 5가지 펩타이드 
복합체와 시너지 작용을 내며 지친 피부에 탄력을 부여

Point ❸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저자극 테스트 완료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

잃어버린 탄력을 찾아주는 고보습 탄력집중케어 콜라겐 앰플입니다. 고농축 아줄렌 파우더가 자극 받아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아데노신과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 함유되어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유효 성분이 모공보다 작은 크기로 흡수되어 푸석하고 건조해 지친 피부를 보다 더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로 자극 받은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4

홈페이지	 www.dermafirm.com

연락처	 02-545-6363

이메일	 sales@derma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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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화장품은 자체적인 R&D 센터 및 국내 외 유수 기업과의 
협업으로 최신의 기술력과 자체적인 노하우를 축적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엘에스화장품

뷰앤화 동방초본
마스크

㈜엘에스화장품20,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피부 개선에 효과적인 뽕누에, 산삼,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차가버섯 등 자연 친화적인 한방 추출물과 피부 밀착력 및 에
센스 함유력이 탁월한 큐프라 원단을 적용하여 피부에 깊은 보습과 영양을 선사합니다. 사용자의 근본적인 피부 고민을 케
어하고, 사용자 개개인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K-뷰티 015 

제품 특장점

Point ❶	 	자연 친화적인 한방 추출물을 담아 예민한 피부에도 적합하며 각각의 한방 성분이 피부 고민을 효과적으로 케어

Point ❷	 	천연 큐프라 원단을 적용하여 피부 자극이 적고 에센스 함유력이 높아 피부에 풍부한 영양과 보습을 전달

Point ❸	 	고유의 한복 디자인을 활용하여 선물 및 기념품으로 인기 있으며, 5종 구성으로 피부 고민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 가능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176-8

홈페이지	 www.lscosmetic.com

연락처	 070-4880-1804

이메일	 21nara@lscosmetic.com

한국코러스는 1999년 설립 이래 130여 개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인 
스푸트니크V 위탁 생산을 통해 K-바이오의 2차 도약을 이끌며 
글로벌 바이오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업으로 
바이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한국코러스(주)

뷰티오
리바이탈 앰플

65,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16 

제품 특장점

Point ❶	 	피부 탄력 및 재생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 등급의 고순도 바이오원료인 
EGF(상피세포성장인자)와 hGH(인성장호르몬) 함유

Point ❷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를 생산하는 한국코러스의 기술력으로 	
화장품의 핵심 바이오 원료를 직접 생산

Point ❸	 	즉각적인 피부결 개선, 윤광 효과가 탁월하며 탄력 개선 효력 평가 완료로 	
제품 효력 입증, 바이오 원료 In vitro test 완료

사람의 체내에서 머물며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는 EGF와 hGH 농도가 25세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해 피부 노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뷰티오 앰플에 함유된 의약품 등급의 EGF와 hGH가 피부 세포 재생 주기를 정상화 시킴으로써 촉촉하
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되어 있고, 미국, 두바이 등 해외 6개국에 수
출 중입니다.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길 2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차 1205

홈페이지	 www.koruspharm.co.kr

연락처	 02-2632-4983 / 070-8856-6281

이메일	 bmlee@koruspharm.co.kr

한국코러스(주)



050 051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에이치케이피는 무역·유통 전문 회사로 국내 외 브랜드를 
제조·수입·수출, 유통·판매하여 국내 외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데 앞장서는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에이치케이피

소프리스 풋필링 
더블에센스 마스크

4,8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17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과일산 복합 추출 성분의 필링 
작용으로 묵은 각질 제거&	
편백수, 멘톨 성분으로 쿨링 케어와 	
피부 진정을 동시 케어

Point ❷	 	우레아 성분 함유로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케어해주며, 
촉촉한 보습력까지 갖춘 	
풋 필링 마스크

Point ❸	 	피부에 자극을 줄이고 	
각질 분해 효과 탁월한 식물 	
추출 성분인 알란토인으로 	
시원한 필링 및 발 피부를 매끄럽게 
보습해주는 스마트 마스크

발 각질을 제거해주는 발전용 마스크팩으로, 과일산 복합 추출 성분이 묵은 발 각질을 제거하고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편백
수가 불쾌한 냄새를 줄여주어 피부를 청결하게 도와줍니다. 벗겨내기 힘든 굳은 발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며 마무리
는 촉촉하게 케어해주는 스마트한 마스크팩입니다.

소재지	 충남 공주시 공단길75 (주)에이치케이피

홈페이지	  www.soflisse.co.kr

연락처	 02-423-4212

이메일	 kit4211@gmail.com

(주)에이치케이피

허밍아비스는 1998년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로 시작하여 
2018년 10월 자체 브랜드 ‘STEAMBASE’를 런칭하였으며, 
건강한 피부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허밍아비스

스팀베이스 데일리 
아이마스크

㈜허밍아비스2,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잠이 부족하여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로 눈이 뻑뻑한 현대인들에게 20분간의 휴식과 편안해진 눈을 선물하는 
아이 마스크입니다. 특허 받은 기술로 생성되는 풍부한 스팀이 아이마스크 안을 채워 아이마스크와 눈가 피부가 밀착되면
서 온열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온천수 스팀이 피로한 눈과 눈가를 감싸줘 마치 온천욕을 즐기는 듯한 휴식 시간, 소
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K-뷰티 018 

제품 특장점

Point ❶	 	귀한 온양 온천수 성분 함유│조선시대 세종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유숙했던 1300년 전통의 왕실 온천 ‘온양 온천수’의 효능

Point ❷	 	특허받은 스팀 기술│풍부한 40℃ 스팀 온열이 20분간 유지되어 	
눈가에 원활한 혈액 순환 증진

Point ❸	 	고글 타입의 편안한 착용감│눈과 미간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눈의 피로회복에 
탁월하며, 카모마일·자몽·장미 등 6가지 아로마 향으로 심신 안정 제공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 507-21

홈페이지	  www.steambase.co.kr

연락처	 070-4803-7002

이메일	 brseong@hummingav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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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피아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더마 화장품, 내면의 
아름다움 전문 기업입니다. 모든 것을 생산하는 뷰티 기업이며, 
소비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1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젠피아

시크릿키 스타팅 
트리트먼트 로즈 에센스

36,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19 

제품 특장점

Point ❶	 	피부를 탄력있고 화사하게 가꿔주는 
서양장미꽃수 함유

Point ❷	 	미백 및 주름 개선 2중 기능성

Point ❸	 	각질 관리, 피부 부스팅, 저자극 케어, 
피부 진정, 미백, 보습, 피지 컨트롤, 탄력, 
주름 개선, 피부결 정돈 효과

피부 본연의 빛과 결을 생기있게 만들어 주는 첫 단계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세안 후 피부 첫 단계에서 사용해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율을 높여 맑고 투명한 피부결을 제공합니다.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과 프로방스 장미꽃수 함유로 주름 개
선, 피부결 정돈, 미백, 탄력, 피부 진정, 보습, 피지 컨트롤, 각질 관리, 피부 부스팅, 저자극 케어 등 10가지 피부 집중 케어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07, 4층	
(논현동, 더퍼스트빌딩)

홈페이지	 www.zenpia.co.kr

연락처	 1661-6345

이메일	 cs@zenpia.co.kr

(주)젠피아

㈜VTPL은 브랜드 ‘씨스터앤’을 런칭한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VTPL

씨스터앤 더블이펙트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주)VTPL12,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자극 없는 발림성과 쉬운 블렌딩으로 섀도우로도 활용 가능하며, 강력한 멀티프루프 기능으로 오랫동안 또렷하고 반짝이는 눈
매 연출이 가능한 젤 펜슬 아이라이너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300만 개 이상을 판매(국내 아이라이너 1위)했으며, 일본 오프라
인 매장 1,000여 개 입점을 비롯해 미국,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K-뷰티 020 

제품 특장점

Point ❶	 	초강력 멀티프루프│건조 후 물과 땀, 유분에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멀티프루프로 손으로 
문질러도 전혀 흐트러짐 없는 방수력

Point ❷	 	하루 종일 롱래스팅│강력한 지속력으로 번짐 없는 예쁜 눈을 오랫동안 유지

Point ❸	 자극 없는 크리미 텍스처│눈가에 자극 없는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뭉개짐 없는 슬라이딩 젤 텍스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길 27 패스트파이브 빌딩 921호

홈페이지	  www.sister-ann.com

연락처	 070-5101-1234

이메일	 vtpl@vtpl.kr



054 055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아미코스메틱은 검증된 식물성 특허 기술을 가진 
더마테크놀로지 코스메틱 전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아미코스메틱

씨엘포 진생베리
프리미엄 앰플

59,000KRW│앰플 

43,500KRW│에센스

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21 

제품 특장점

Point ❶	 	피부 보호막 형성 및 피부 에너지 강화 
특허기술 적용(제10-1345735호)│글로벌 
11개국에 등록된 특허 발효 기술 적용으로 
피부 침투력 향상

Point ❷	 	2018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Point ❸	 	인체적용시험 완료│독일 더마테스트 	
피부 저자극 임상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Excellent)을 획득했으며 	
피부 톤, 탄력 개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완료

인삼의 일생에서 4년에 단 한 번, 오직 7일만 볼 수 있는 인삼의 붉은 열매 진생베리를 발효시켜 얻은 진생베리 발효 여과물 
80%를 함유한 앰플입니다. 인삼의 핵심 영양소인 사포닌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약해진 피부를 탱탱하게 가꾸어 줍니다.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3층, 5층

홈페이지	  www.cl4.co.kr

연락처	 080-332-3885

이메일	 lsb@skinami.co.kr

(주)아미코스메틱

유씨엘은 1980년 화장품 원료 메이커로 시작해 1995년 인천 
남동공단에 CGMP 공장을 완공하면서 화장품 OEM, ODM 업계 
1세대 주자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렌드를 앞서는 혁신으로 
바이오 및 기능성 화장품뿐 아니라 원물 확보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이 제주에서 이뤄지는 ‘True Natural’ 제품을 생산, 
현재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10길 67

홈페이지	 www.e-ucl.co.kr/kor

연락처	 064-805-8505

이메일	 uh.zhang@e-ucl.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유씨엘

아꼬제 리바이빙 더스트 
클렌징 젤투폼

(주)유씨엘24,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22 

제품 특장점

Point ❶	 	물을 만나면 조밀한 폼으로 변하는 젤 타입 매직 클렌저

Point ❷	 	원스텝으로 메이크업, 더스트 등 노폐물을 깨끗이 클렌징 가능

Point ❸	 	순하고 부드러운 폼이 피부 마찰을 줄여 깨끗한 세정 가능

리바이빙 더스트 클렌징 젤투폼은 이중 세안할 필요 없이 가벼운 롤링만으로 메이크업부터 미세먼지까지 말끔하게 세정
해주는 원스텝 딥 클렌저입니다. 피부 상태와 유사한 약산성 제품으로 피부의 자극은 줄이고 산뜻함과 촉촉함은 그대로 남
겨주는 젤 타입 클렌저입니다. 제주산 소나무잎 추출물 함유하여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
호해줍니다.



056 057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피플앤코는 정직한 품질과 제품의 다양성, 거품을 뺀 
유통방식을 선택하여 고객의 needs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미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피플앤코

아트델리 압솔뤼 라
볼륨드 쿠션

피플앤코38,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10여 년 베이스 명가의 노하우와 글로벌 제조사 코스맥스의 기술력이 만나 탄생된 커버 쿠션입니다. 프랑스 콜라겐 전문
기업 와이자르트사의 100% 프랑스 저분자 콜라겐을 함유하여 얇지만 완벽한 커버력과 밀착력을 선사합니다. 2020 소비
자 만족 지수 1위, 2020 롯데홈쇼핑 색조 부문 누적 주문액·주문 수량 1위, 2020 NS홈쇼핑 쿠션 부문 1위, 2020 신세계
쇼핑 쿠션 카테고리 총 주문액 1위 등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임을 입증했습니다.

K-뷰티 023 

제품 특장점

Point ❶	 	100% 저분자 콜라겐이 25% 함유되어 쫀쫀한 밀착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커버(오일 0% 함유)하며, 보습 특허 10종, 
탄력 특허, 피지 케어 특허, 브라이트닝 특허 취득

Point ❷	 	아트델리만의 엑스파인 공법과 전용 퍼프(니들퍼프)로 	
더 얇고 가볍게 빈틈없는 초밀착 커버 가능

Point ❸	 	얇지만 강력한 터치감으로 54시간 무너짐 없는 저분자 	
콜라겐 롱래스팅 커버 가능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70 70타워

홈페이지	 www.peoplenstore.com

연락처	 02-6737-2335

이메일	 peoplenco@daum.net

㈜태영은 엘렌실라와 뱅네프 생토노레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엘렌실라는 NS홈쇼핑 10년 연속 뷰티 부문 1등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뱅네프 생토노레는 
프랑스산 향료를 바탕으로 향기로운 화장품을 통해 향기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실현하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태영

엘렌실라 에스카르고
에센스 커버 쿠션 프리미엄

(주)태영39,9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2019년 7월 론칭 이후, 약 200만 개 이상 판매되어 홈쇼핑 쿠션 시장을 뒤흔든 쿠션입니다. 기초 스킨케어의 명가 엘렌실
라와 다양한 명품 쿠션 전문 제조사로 유명한 코스맥스의 컬래버레이션 속에 탄생했기에 더욱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믿
고 사용할 수 있는 쿠션입니다. 뛰어난 밀착력과 지속력으로 눈가 주름·다크서클·팔자주름·피부 붉은 기·기미·잡티를 커버
하며, 24시간 동안 균일한 커버력을 유지해 및 피부 윤기·수분 및 수분 개선을 지속시켜 줍니다. 또한, 피부 저자극 테스트
까지 완료한 제품입니다.

K-뷰티 024 

제품 특장점

Point ❶	 	스킨케어의 명가 엘렌실라와 	
명품 쿠션 전문 제조사 코스맥스의 
컬래버레이션

Point ❷	 	엘렌실라가 엄선한 100가지 성분 함유

Point ❸	 	론칭 1년 만에 200만 개 판매 돌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82 태영빌딩 5층

홈페이지	 www.elensilia.com

연락처	 031-709-5700

이메일	 aekyung.k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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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글로트홀딩스는 뷰티·패션·푸드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브랜딩하며 수입 상품부터 자사 브랜드 상품의 
기획·개발·마케팅·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내 TOP 생산업체, 
다양한 유통채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모노글로트홀딩스

엘로엘 블랑
커버크림 스틱

49,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25 

제품 특장점

Point ❶	 	자신의 피부 톤에 맞춰 변하는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호수에 상관없이 모든 피부 톤에 사용

Point ❷	 콜라겐, 볼륨 특허 성분,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잡티 커버와 동시에 피부 볼륨·보습 케어

Point ❸	 	슬림한 사각 모양의 용기에 특수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어 높은 휴대성으로 외부에서도 편한 사용 가능

크림에서 파운데이션으로 변하는 엘로엘만의 반전 제형으로, 크림의 보습력과 파운데이션의 커버력을 겸비한 스틱 파운
데이션입니다. 흰색의 제형이 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색상으로 변하여 호수 고민이 필요 없이 완벽한 잡티 커버가 가능합
니다. 또한 콜라겐 추출물, 볼륨 특허성분인 보르피린과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볼륨&보습 케어까지 동시에 가능합니
다. 임상 테스트를 통해 50시간 보습, 광채 지속 효과를 인증받았으며. 피부 자극 지수 0.00의 무자극 제품으로 민감한 피
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57-18

홈페이지	 www.monoglot.co.kr

연락처	 02-548-4399

이메일	 export@elroel.com

㈜모노글로트홀딩스

오앤영코스메틱은 성형외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다양한 국가로부터 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집중하기 위해 인터내셔널을, 제조를 위해 
코스메틱을 추가로 확장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오앤영코스메틱

오앤영 애크미
베타-글루칸 클렌징밤

15,000 / 56,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베타글루칸을 메인 성분으로 하여 사용 시 자극은 줄이고 세정력을 높인 제품입니다. 부
드럽게 클렌징이 가능한 셔벗 밤 형태이며, 제품에 다량 함유된 베타글루칸으로 손상피부 개선 및 보습을 집중 케어할 수 
있습니다.

K-뷰티 026 

제품 특장점

Point ❶	 	이중 세안 필요 없이 모공과 메이크업 노폐물까지 한 번에 딥클렌징 가능하며, 베타글루칸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수분 보습과 진정 케어

Point ❷	 3단 변형 텍스쳐(밤>밀크>오일)로 당김 없이 촉촉하면서 오일리 하지 않은 사용감

Point ❸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허브향과 피부 롤링 시 발생하는 은은한 온열감으로 피부 마사지 효과 부여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911호

홈페이지	 www.oandyoung.com

연락처	 02-517-0312

이메일	 simon@oandyoung.co.kr

(주)오앤영코스메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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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브이 코스메틱은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서 특허받은 기술력과 
다년간의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고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피할 수 없는 노화와 활기 저하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여 피부 
에너지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유효 성분을 개발, 화장품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울트라브이 코스메틱은 고객 모두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아름다움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울트라브이

울트라브이 이데베논 
시그니쳐 앰플

135,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27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고농축 고함량 이데베논 앰플│비타민C 
4배, 코엔자임Q10 보다 10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이데베논 함유로 안티에이징은 물론 
미백, 주름개선, 보습, 리프팅까지 하나로 케어

Point ❷	 	유효 성분의 황금 배합│미백, 주름 개선 	
2중 기능성 제품으로 히알루론산, EGF, 
펩타이드 등의 유효 성분의 황금 배합으로 
시너지 증가

Point ❸	 	특허 기술 적용│빛과 산소, 물에 취약한 
이데베논 성분을 안정화하여 화장품으로 
상용화한 울트라브이만의 특허 기술 
적용(이데베논 조성물 특허 제10-1374213호)

항산화 성분으로 널리 알려진 비타민 C나 코엔자임 Q10보다 더 강력한 ‘이데베논’ 성분이 다량 함유된 고기능성 앰플입니
다.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 제품으로 2017년 롯데홈쇼핑 뷰티 부문 전체 1위, 2018년 앰플 부문 1위, 2019년 뷰티 부
문 전체 1위, 2020년 롯데홈쇼핑·CJ홈쇼핑·GS홈쇼핑 앰플 부문에서 1위를 차지, 1,400만 병 이상 판매되며 제품력을 인
정받았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상원길19 신한IT타워 804호

홈페이지	 www.ultrav.co.kr

연락처	 02-539-3450

이메일	 info@ultrav.co.kr

울트라브이

2002년 설립된 ㈜아이차밍은 뷰티 제품 및 화장품 전문 회사입니다.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가치 추구 및 이상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과 
다양한 컬러를 통해 아름다움·즐거움 등의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아이차밍

위치스 파우치
셀피 픽스 피그먼트 섀도우

10,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위치스파우치 셀피픽스 피그먼트는 총 16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펄 코팅 가공 방식으로 인한 순간 밀착력으로 마치 호
일처럼 반짝이는 메이크업을 연출해주는 신개념의 압축 펄 피그먼트입니다.

K-뷰티 028 

제품 특장점

Point ❶	 	펄 코팅 가공 방식의 높은 밀착력

Point ❷	 고발색 메이크업 제품

Point ❸	 	신개념 압축으로 소량 사용으로도 화려한 색감 표현 가능

㈜아이차밍

소재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A동 1608호	
(관양동, 평촌역하이필드)

홈페이지	 www.i-charming.com

연락처	 080-924-9200

이메일	 shopmaster@i-charm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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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의 생명력이 선사하는 명품 스킨케어 마스크팩 ‘유니크미’입니다. 맑은 땅 제주 섬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쇠
비름추출물, 코치닐선인장열매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감태추출물이 여리고 메마른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감싸
줍니다.

(주)유니크미

㈜유니크미는 사람의 피부에 건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제하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합니다. 
100% 천연 약초와 자연 숙성을 고집하며 제품 개발과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유니크미

유니크미 마스크팩
30,000KRW (1set)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29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제주 화산송이동굴에서 100일간 천연발효로 탄생한 원물로 제작하여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은 JCC 제품

Point ❷	 피부 타입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도록 미백, 모공, 탄력, 보습, 영양 다섯 단계로 세분화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907호

홈페이지	 www.uniquemi.com

연락처	 02-2068-8979

이메일	 marketing@uniquemi.com

엠팩플러스는 38년 접합 및 충전 기술의 노하우와 
110여 건의 특허기술을 근간으로 스마트폰 방수팩, 넥쿨러, 
다회용 마스크, 방향제, 탈취제, 메이크업 퍼프 등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엠팩플러스

젤리팜 마이크로셀 
실리콘퍼프

6,9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젤리팜 마이크로셀 실리콘 퍼프는 표면에 있는 8,100여 개의 엠보싱 형태의 마이크로셀로, 피부 화장의 완성도를 한 층 더 
높여주는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화장품을 피부에 보다 얇게 확산시켜 뭉침 없이 빠르게 커버가 가능하고, 화장품이 퍼프에 
스며들지 않아 위생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또한, 물티슈로 세척이 가능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스펀지 퍼프 대비 긴 수명으
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 한국 특허등록 및 미국·중국·일본에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한국 및 중국에 상표 등록된 제품
입니다.

K-뷰티 030 

㈜엠팩플러스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8길 55, 102호(용두동)

홈페이지	 www.mpacplus.com

연락처	 070-4919-0337

이메일	 mp@mpacplus.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퍼프 표면에 8,100여 개로 형성된 마이크로셀이 화장품을 피부에 얇게 확산시켜 뭉침 없이 빠른 커버력 발휘

Point ❷	 화장품이 퍼프에 스며들지 않고 물티슈로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이고 편리성이 높으며, 사용 수명이 긴 친환경적 제품

Point ❸	 	스펀지 퍼프 대비 약 1/3의 사용량으로 화장이 가능하여 경제적이고, 파운데이션·선크림 등 액체 제형의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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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메디칼은 국내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조 선도 기업입니다. 
2010년 설립 이후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 왔으며,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과 항상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33번길 50-12

홈페이지	 www.nicomedical.com

연락처	 031-761-0282

이메일	 overseas@nicomedical.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니코메디칼

캐치미패치
㈜니코메디칼

제품 특장점

Point ❶	 	커팅필름을 뜯어낸 후 하나씩 편리하게 떼어내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패치를 
필름에서 제거하면서 뭉개지는 현상을 완벽 개선

Point ❷	 	상처 치료용 하이드로 콜로이드가 이형필름 분리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밴드 본체에 전사 보호필름 부착

캐치미패치는 상처(여드름)를 보호하고 자가 치유에 도움을 주는 스팟 형태의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입니다. 기존 시장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 포장 형태로 박스 안에 쉘케이스를 추가해 보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였으며, 컴팩트
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니코메디칼만의 기술로 패치 부착 시 손에 닿지 않고 부착 가
능한 이지 터치 공법을 개발하여 위생과 편리성의 장점을 모두 갖춘 하이 퀄리티의 여드름 스팟패치입니다.

14,5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31 닥터아임은 1995년 개원 이래 피부 문제에 대한 
단편적 완화가 아닌 피부를 위한 가장 온전한 방식을 
추구해 온 피부과 전문의 임이석 박사의 철학을 케어놀로지에 
담은 기업입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12층 (역삼동)

홈페이지	 www.carenology95.com

연락처	 070-4172-9449

이메일	 official@carenology95.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닥터아임

케어놀로지 리블루 
밸런싱 크림-인-미스트

㈜닥터아임

제품 특장점

Point ❶	 	크림층과 워터층의 황금 비율	
사용 후에도 피부에 촉촉함이 	
오랫동안 유지되며 민감해진 피부에 
빠른 진정 효과 전달

Point ❷	 	언제 어디서나 빠른 진정 보습	
케어놀로지 리블루 라인의 	
베스트 셀러 아이템인 리블루 	
리페어 크림과 3중 히알루론산 워터를 
담아 언제 어디서나 빠른 진정 보습 가능

Point ❸	 	초미세 안개분사	
프랑스산 초미세 분사 펌프를 사용해 
뭉침 없이 고르게 분사

29,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언제 어디서나 민감해진 피부에 빠른 진정과 보습을 전달합니다. 리블루 크림이 그대로 담긴 pH5.5 약산성 크림-인-미스
트입니다.

K-뷰티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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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가 독자 개발한 특수한 제형의 거품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목욕과 동시에 EQ 발달과 촉감놀이 등 미술교육
이 가능한 제품으로, 12가지의 유해 성분을 제외하고 안전한 EWG 등급의 12가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제로파운더스는 브랜드 커머스 기업으로, 대표 브랜드는 
LED마스크로 유명한 에끌레어뷰티(eclair beauty)와 
어린이 목욕 제품을 만드는 케피(kefii)가 있습니다. 케피(kefii)는 
목욕과 동시에 오감체험의 교육이 가능한 목욕놀이를 제안하며, 
런칭 1년만에 100만 개 판매 달성을 하며 빠르게 성장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제로파운더스

케피버블
클렌저

20,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33 

제품 특장점

Point ❶	 	6가지의 향과 컬러, 풍성하고 
쫀쫀한 거품 제형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올인원 바디클렌저

Point ❷	 	안심 성분을 이용하여 전 제품 
저자극 테스트 및 피부 챌린지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독일 
더마 최고 등급(EXCELLENT)을 
획득한 안전성 강화 제품

Point ❸	 	목욕과 동시에 미술교육 및 	
EQ 발달과 촉감놀이가 가능한 
1석 2조의 제품

㈜제로파운더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8층 806호 A625(삼평동, 판교타워)

홈페이지	 www.lovekefii.com

연락처	 070-7575-3317

이메일	 hello@lovekefii.com

크리에이티브 위드는 키라니아 런칭으로 2018년 한국일보 
혁신기업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마케팅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크리에이티브 위드

키라니아 보타니컬
샴푸

18,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화학 성분을 단 1%도 허락하지 않은 100%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웰빙 샴푸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25가지 성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인체적용시험으로 두피열 진정·피지·각질 제거·손상 모발 개선·모발 볼륨과 윤기를 유지시켜주는 효과
를 확인했으며, 피부 무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샴푸입니다. 정제수 대신 100% 녹차수와 솝베리추출물 등의 천연 유래 세
정 성분이 깨끗한 세정 효과를 주며, 10배 강화된 두피케어 성분과 식물성 단백질이 두피와 모발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줍
니다. 샴푸의 천연향으로 아로마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K-뷰티 034 

㈜팜스킨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전 성분 100% 천연 유래 성분│보태니컬 
EWG Green 등급을 받았으며, 	
키라니아 시즌1 제품 대비 10배 더 많은 	
유효 성분 함유로 두피와 피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세정

Point ❷	 	정제수 대신 녹차수 사용│정제수는 한 
방울도 섞지 않고, 녹차수를 통해 두피의 열을 
내려주며 산뜻한 세정 효과 극대화

Point ❸	 	고급스러운 천연 에센셜 오일향│160년 
전통의 프랑스 명품 향수 공급사인 사라보의 
깊고 은은한 향을 조향하여 키라니아만의 
천연 에센셜 오일 향 완성

㈜크리에이티브 위드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강서아이티밸리 206호

홈페이지	 www.creativewith.kr

연락처	 070-4402-4233

이메일	 rkdalswl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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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피앤씨는 Global Best Skin Health Care Company를 
비전으로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전문 회사로서 
2014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CGMP, KGMP 및 ISO22716 기준에 
맞는 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에이치피앤씨

테라비코스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25,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35 

제품 특장점

Point ❶	 	피부 진정과 민감함에 좋은 성분만 
함유│피부 진정과 보호에 도움을 주는 
병풀추출물과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세라마이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줄 
7가지 자연 유래 추출물 포함

Point ❷	 	피부 수분 손실을 방지 및 자극 없는 
제형│라멜라 유화 입자를 적용하여 
피부에 유효성분을 전달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LLCE 
제형 & 피부 표면의 결합수 양을 극대화 
시켜 피부 보습 및 지속력을 향상시키는 
MKS(Mositure Keep System)

Point ❸	 	피부에 부담 없는 부드러운 발림성│	
소프트한 제형으로 산뜻하게 
마무리되며 촉촉한 사용감 제공

피부에 부담 없는 제형으로, 피부 수분 손실을 방지하며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고보습 진정크림입니다. 병풀추출물, 세라마이
드 등 민감함에 좋은 성분만 처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정성 및 효능·효과 인
체적용 테스트 결과 자극도 수준 0.0, 건조한 피부의 가려움 완화, 24시간 피부 보습 지속 제품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6로 22

홈페이지	 www.hpnc.co.kr

연락처	 043-236-0026

이메일	 hpncmall@hpnc.co.kr

(주)에이치피앤씨

㈜비보존 헬스케어는 2002년 설립 이후 LED 업계에서 축적된 기술과 
품질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고효율 성능의 제품들을 
연구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화장품 생산공장인 스피어테크를 
인수하면서 H&B 사업을 시작해 브랜드 ‘오겟’과 비건화장품 브랜드 
‘티나자나’를 런칭, H&B 전문 회사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비보존 헬스케어

티나자나 파인애플
딥 클렌징폼 위드 파하

18,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미세먼지 세정력 인체 적용 시험 91.9%, 생분해도 97% ,피부 촉촉함 95.2%, 피부 매끄러움 90.4%, 거품의 크기 
80.9%, 전반적인 사용감 95.2% 등 객관적인 수치로 인증된 폼클렌저의 우수한 성능과 함께 영국 비건소사이어티에서 비
건으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K-뷰티 036 

제품 특장점

Point ❶	 	친환경, 생분해성으로 자연까지 생각하는 딥 
클렌저│생분해도 테스트를 완료, 물에 잘 분해되어 피부에 
계면활성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클렌징 가능

Point ❷	 	식물 유래 세정 성분의 우수한 클렌징│팜오일 및 코코넛 
오일, 비누풀잎추출물의 자연 유래 세정 성분을 함유하여 
초미세먼지 세정력 91.9% 도달

Point ❸	 	민감 피부도 사용하는 마일드 각질 케어│마일드한 각질케어 
성분인 PHA와 파인애플 추출물이 작용하여 저자극 각질 
케어가 가능하며, 히알루론산·세라마이드NP 성분이 함유되어 
세안 후 촉촉한 피부 지속

㈜팜스킨㈜비보존 헬스케어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삼인로 15

홈페이지	 www.vivozonhc.com

연락처	 010-8535-1111

이메일	 jouk1000@vivozonh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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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구매처

펄케어 갈바닉은 이온 효과로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음(-)전하에서 양(+)전하를 향해서 이동하는 원리로 피부층 깊숙
히 화장품 유효성분을 흡수시키거나, 반대로 피부층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제품입니다.

제이아트컴퍼니 펄케어 브랜드는 외면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면의 건강까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제이아트컴퍼니

펄케어 냉온 초음파
갈바닉 마사지기

240,000KRW가격

K-뷰티 037 

제품 특장점

Point ❶	 	6 in 1 다기능 복합 피부관리기로 
3가지 모드(클린 모드, 뉴트리션 
모드, 부스트 모드)와 3가지 
기능(초음파, 이온, 핫앤쿨) 탑재 및 
원버튼 작동, 213g의 가벼운 무게, 
5시간 충전 3시간 30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제조

Point ❷	 	초당 300만 번의 진동으로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오랫동안 효과 지속

Point ❸	 	12℃~41℃의 온도 조절로 4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하며 피부의 상태에 
맞게 사용 가능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213호

홈페이지	 www.pearlcare.co.kr

연락처	 02-6394-7006

이메일	 kjm@jartcompany.com

(주)제이아트컴퍼니

제품 특장점

Point ❶	 	미니 스피어 (Mini-spear)│캡 내부의 작은 빗으로, 세밀한 스타일을 가능케하며 
옆머리, 구레나룻 부위가 뜨는 것을 제어

Point ❷	 	수용성│크림 왁스는 특별히 샴푸나 비누 없이 물만으로 쉽게 세척이 가능하며, 
모발에 기름기나 얼룩이 남지 않는 깨끗한 세척 가능

Point ❸	 	수소화 송진│모발 및 두피에 염증을 완화시키며, 단단하게 굳는 성질을 갖고 있는 
수소화 송진 성분 함유

딥포인트는 소비자가 스스로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퍼스널 헤어 제품을 만드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딥포인트는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 도전으로 브랜드 포뷰트는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딥포인트

포뷰트 스피어 왁스
27,9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38 

헤어디자이너가 개발한 스피어를 통해 누구나 특별한 노하우 없이 간단한 빗질만으로 멋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는 머리의 뿌리에서부터 머리카락을 스타일링하기 위해 디자인되었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11개의 빗살은 전문 헤
어 스타일리스트처럼 스타일을 가능케 합니다.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26길 9, 	
코리아젬스빌딩 402

홈페이지	 www.forbeaut.co.kr

연락처	 070-4464-8441

이메일	 eric@deeppoint.co.kr

(주)딥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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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덱스는 화장품 자동화 설비에 대한 다년간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자동화 설비 전문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레이덱스

포을 하트 포 마이
립스틱

18,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크리미한 고발색 텍스처가 부드럽게 밀착되어 입술에 무드를 입혀주는 매트 립스틱입니다. 
1호 시크 : 멋지고 우아한 나를 사랑해(브릭레드) / 2호 크러쉬 : 빛나는 당찬 매력의 나를 사랑해(체리레드) / 3호 러블리 : 심
쿵 사랑스러운 나를 사랑해(코랄레드) / 4호 샤이 : 때로는 수줍은 나를 사랑해(오렌지브라운) / 5호 캄 : 분위기갑 차분한 나
를 사랑해(로지베이지)

K-뷰티 039 

(주)레이덱스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414

홈페이지	 www.leidex.co.kr

연락처	 032-719-2396

이메일	 4oln@leidex.co.kr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가볍고 섬세한 에어리 크림 텍스처의 고발색 컬러 존과 당김 없이 입술 속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하트 영양 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입술 사이사이까지 밀도 있고, 촘촘하게 
밀착되어 깊이 있는 벨벳 입술 표현 가능

Point ❷	 	‘If you want to be loved, love yourself’ 만약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는 포을의 메시지를 담은 유니크 아이템

Point ❸	 	시어버터, 내추럴 오일 콤플렉스, 콜라겐 함유로 당김 없이 촉촉하고 건강한 입술 케어

팜스킨은 최초로 국내산 초유를 자원화할 수 있는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술로 만든 원료를 
국제화장품 원료사전(ICID)에 등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약 
50여 개국에 직간접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팜스킨

프롬맘 초단백™
크림 포 베이비

27,000~34,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연약하고 건조한 아기 피부의 고민 해결을 위한 초단백™ 리페어 케어 크림입니다.

K-뷰티 040 

㈜팜스킨

제품 특장점

Point ❶	 	초단백으로 건강한 피부 컨디션 유지

Point ❷	 피부 고민 부위를 케어하는 인도멀구슬나무 추출물 함유

Point ❸	 	두 가지 특수 제형이 선사하는 뛰어난 보습력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SB플라자 510호

홈페이지	 www.farmskincorp.com

연락처	 02-458-5253

이메일	 fromo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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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씨는 국내 모델링 팩 1위 업체로서 화장품을 
통한 피부 고민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새롭고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에스엘씨

70,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41 

제품 특장점

Point ❶	 	PVA, PVP, 에탄올 등이 포함되지 않아 사용 후에 건조함 없이 장시간 보습 유지

Point ❷	 피부 산도에 가까운 약산성 제품으로, 손쉽게 바르고 부드럽게 떼어지는 Peel-off 타입

Point ❸	 	도포 후 제품이 피부결 사이사이까지 밀착되고, 시간이 지나 제품이 경화되면서 생기는 수축 현상으로 리프팅 
효과 극대화

국내 모델링 마스크팩 1위 업체 SLC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일체형 모델링 마스크입니다. 별도의 도구나 혼합 과정 없이 간편
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포 후 팩 자체적으로 에센스가 뿜어져 나와 피부 속까지 장시간 보습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상을 통해 
사용 후 피부 수분 증진·각질 제거·모공 속 노폐물 감소·피부 리프팅·탄력 증진 등의 효과를 증명한 제품입니다.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59-9

홈페이지	 www.slcosmetic.co.kr

연락처	 053-614-9018

이메일	 sales@slcosmetic.co.kr

(주)에스엘씨

하나로 모델링 마스크 
모이스처라이저

똑똑한 소비자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스마트 뷰티 브랜드 나인위시스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나인위시스

하이드라 스킨
앰플 세럼

19,5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고농축이지만 세럼처럼 산뜻한 발림성으로 피부를 촉촉하고 쫀쫀하게 가꿔주는 수분 확보 앰플입니다. 정제수 대신 코코넛
수를 51% 넣어 즉각적인 수분 공급 및 유수분 밸런스 조절에 탁월합니다. 히알루론산 25%로 피부에 수분을 머금도록 하여 
보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피부 보호막 형성과 촉촉함을 유지하는 스쿠알란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
는 바오밥나무씨추출물, 우수한 보습력을 지닌 특허 성분 N COHC-65 원료를 함유하여 제품력을 보다 높였습니다.

K-뷰티 042 

제품 특장점

Point ❶	 	압도적인 속보습 개선율 117.39%로 제품력만으로 	
겟잇뷰티 뷰라벨 수분앰플 부문 1위 차지

Point ❷	 	단 1회 사용만으로도 258.75% 보습 효과 입증	
보습 지속력 258.75% / 48시간 겉보습 지속력 78.71%

Point ❸	 	정제수 대신 코코넛수 51% & 히알루론산 25% 함유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1401-1402호

홈페이지	 www.9wishes.co.kr

연락처	 02-569-9869

이메일	 globalsales@9wishes.co.kr

(주)나인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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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어울림을 갖는 컬러의 조화로 데일리부터 스페셜까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아이팔레트입니다.

더플러스 인터렉티브는 인디 메이크업 브랜드의 
가치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더플러스 인터렉티브

하트퍼센트 도트 온
무드 아이 팔레트

38,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43 

제품 특장점

Point ❶	 단독 사용 혹은 레이어링 할 때에도 매력적인 8가지 컬러와 4가지 텍스처

Point ❷	 	한 가지 팔레트로 다양한 메이크업 무드와 룩 연출 가능

Point ❸	 체온으로 녹는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패싯 글리터 제형으로 부드럽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9길 14, 3층

홈페이지	 www.heartpercent.co.kr

연락처	 070-4858-5602

이메일	 joliehee@nate.com

(주)더플러스 인터렉티브

거칠고 윤기없는 피부, 강력한 자외선과 스트레스에 지친 피부에 진정효과와 생기를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황금빛 수분감을 
되찾아주는 미백, 톤업, 수분공급 기능성 세럼입니다. 8가지의 주요 성분을 통해 피부 수분 보호막, 주름개선, 피부진정 등 8
가지 집중 케어가 가능합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독자적인 오일 캡슐화 기술로 산화되기 
쉬운 유효성분을 더욱 안정시켜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Point ❷	 	올인원 세럼	
토너, 에멀전, 세럼을 하나로 합쳐 
번거로움 없이 하나로 해결

Point ❸	 		8종 멀티케어 	
- 	유수분 밸런스, 	

수분보호막 - 항산화, 생기  
	 	- 탄력, 주름개선 - 미백, 톤업 	

- 피부노화예방 - 피부장벽 강화 	
- 피부진정 - 수분, 보습

주식회사 뉴앤뉴는 CGMP와 ISO22716을 인증받아 우수한 
화장품을 OEM/ODM/OBM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원자재 
구매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 단계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기획, 마케팅전략까지 전문인력을 갖추어 다양한 
제형과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2B와 B2C의 소비자를 
품질로 만족시키며 k-뷰티 수출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뉴앤뉴

체리파시노 메이져스 
비타에너지세럼

48,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44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1로 85(백석동)

홈페이지	 www.newnnew.co.kr

연락처	 02-538-1621

이메일	 lej2740@newnnew.net 

(주)뉴앤뉴



078 079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글로벌 클린뷰티, 비건뷰티, 발효과학의 힘 (특허출원제품)
- 	168시간, 맑고 깨끗한 제주에서 정성으로 발효하여 강한 보습력을 선사하는 연꽃잎 발효수에 유산균 유래 복합 발효성분

을 담아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를 탄탄하게 케어해주는 퍼스트세럼

제품 특장점

Point ❶	 	걱정성분 18종 무첨가 / 저자극 고효능/8프로바이오틱스& 
카밍컴플렉스 함유

Point ❷	 	임상으로 확인된효과(안면리프팅, 피부치밀도, 피부보습, 
마스크눌림자국, 마스크착용 10시간 후 피부진정 개선 등)

Point ❸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브랜드 (미국 K-beauty awards 	
3년 연속수상) / 17개국수출

제주의 선물, 더퓨어로터스가 당신의 피부에 안부를 
묻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 받은 브랜드 BEST 
K-BEAUTY AWARDS 수상 등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더퓨어로터스는 미국, 유럽등 해외고객님들의 리뷰로 
점점 가치를 더해가는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더로터스(주)

더퓨어로터스 	
유스바이오틱스 연꽃 발효 

컨센트레이트

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45 소재지	 	제주특별시 제주시 첨단로8길 40 제주산학융합원 307호

홈페이지	 www.thepurelotus.com

연락처	 070-5147-6672

이메일	 ithelotus@naver.com / ithelotus_jeju@naver.com

더로터스(주)

주식회사 로크는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원료로 개발한 저자극 
패밀리 더마 스킨케어의 선두자로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미국 등 해외 수출을 통해 고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더 많은 나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NO.1 
패밀리 더마 코스메틱 그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식회사 로크

닥터바이오 	
에코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480ml)

20,4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닥터바이오’의 상품은 1. 클린뷰티 : 동물에서 유래한 제품이 아니며 생산 및 제조 가공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동물성 원료가 
사용 또는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2. EWG 그린등급 : 피부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며, 피부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 
전 성분 EWG그린등급입니다. 3. 대용량&가성비 : 대용량 제품으로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온가족이 사용하기에 넉넉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하였습니다. 4. 2주 환불 보장 제도 :  제품 경쟁력과 제품 성분에 대한 믿음을 기
반으로 기업의 이익이 먼저가 아닌 소비자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여 제품 사용 후 불만족시 반품 및 교환을 책임지고 보장
해드립니다. 5. 온가족 더마 코스메틱 :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로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살리는 최적의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K-뷰티 046 

제품 특장점

Point ❶	 	특허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인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이 함유되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Point ❷	 	지치고 예민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Point ❸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67-29, 	
닥터바이오

홈페이지	 www.doctorbio.kr

연락처	 063-717-8787

이메일	 hkkorea0113@naver.com

주식회사 로크3,000KRW│단품 

10,000KRW│세트(3입)

35,000KRW│세트(12입)



080 081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록키스 티트리 필링젤은 가벼운 손놀림에도 피부의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마일드하게 벗겨주어 관리해주는 제품으로, 여러 
가지 추출 성분을 함유하여 피지와 각질이 일어나는 트러블 피부에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가꿀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순한 
필링젤입니다.

록키스는 2014년 천연화장품 브랜드로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하여 
2019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지난 7년간 각종 오픈마켓 및 소셜 미디어 
상위 랭킹을 유지하며 대표 시그니처 필링젤 제품 같은 경우 이제껏 
100만개 이상 판매가 되었으며 착한 성분, 합리적인 가격 ,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기본에 충실한 회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식회사 록키스

록키스 	
티트리 필링젤

11,000KRW가격

K-뷰티 047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5 	

(장지동) 107동 704호

홈페이지	 www.rokkiss.co.kr

연락처	 1588-1633

이메일	 redgirl8282@hanmail.net

주식회사 록키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부드러운 사용감과 효과적인 필링으로 피부 표면의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흡착하여 부드럽게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Point ❷	 	자연유래성분들로 각질케어 후 건조해질 수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건강하게 관리해줍니다.

Point ❸	 	셀룰로오스 성분이 피부에 부담없는 각질제거에 도움을 주어 
숨어있던 밝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도록 도움을 줍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모스티브 
입니다. 시올 아띠톡스 브랜드는 3년에 걸친 연구개발 성과가 집약된 
강력한  뷰티 디바이스로 피부과나 에스테틱 샵에서 받던 전문가의 
손길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듣고 연구하고 
개발 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도록 시올 아띠톡스는 
한가지만 몰두 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모스티브

시올 아띠톡스MTS	
피부·두피관리 미용기기

250,000KRW가격

마이크로 핀으로 피부 또는, 두피에 채널을 형성하여 유효성분의 침투를 증대시키고 피부의 자연회복력을 높여주는 피부·두
피 관리 미용기구 입니다.

K-뷰티 048 

제품 특장점

Point ❶	 	MTS(미세침 치료)를 기반으로 유효성분이 피부속까지 직접 
전달되는 침투력으로 흡수력이 좋음

Point ❷	 	간편한 탭 교체로 마사지 기능을 수행함

Point ❸	 	유효성분이 흘러 나오는 양을 조절함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901호(테크노타워)

홈페이지	 www.seeall.kr

연락처	 070-4035-6129

이메일	 mostive@emostive.com

(주)모스티브

▶ 제품 구매처 ▶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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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그린 글루타치온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글루타치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피부에 영양과 생
기를 부여해주고 건강하고 맑은 피부로 케어해줍니다

뷰티화장품은 하이드로겔 마스크 분야의 최고의 기술역량을 보유한 화장품 OEM & 
ODM 제조생산 전문회사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하고 있는 기술 혁신형 기업입니다. (주)뷰티화장품은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와 ISO 22716을 획득하였으며 최첨단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품질보증평가인 'SQP'와 근무환경평가인 'WCA'를 통해 품질에 대한 안정성과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항상 유지하여 협력사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뷰티화장품

뷰그린 	
글루타치온 하이드로겔 마스크

4,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49 소재지	

홈페이지	 www.btcosmetic.com

연락처	 043-877-5107

이메일	 gbtg@btcosmetic.com

(주)뷰티화장품

제품 특장점

Point ❶	 항산화 효과

Point ❷	 물에 녹는 수용성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Point ❸	 피부에 영양과 생기를 부여

‘비오엠’은 ‘당신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를 최상의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겠다는 
브랜드 철학을 담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식회사 비스타릿

비오엠 라이트온 인 	
샤워 바디톤업

33,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바르고 씻으면 완성되는 밝고 화사한 피부.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촉촉한 발림성으로  주름 사이 끼임 없이 보송한 마무리. 4 
in 1 스마트 케어  - 미백+피부톤 개선+보습+피부 진정을 한 번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톤업을 위한 솔루션 - 각종 특허성분 
및 유효 성분 적용. 부드러운 크림 제형으로 빠른 흡수력.

K-뷰티 050 

제품 특장점

Point ❶	 	72시간 톤업 지속력 테스트 완료

Point ❷	 	피부 일차 자극 테스트 완료 -“비자극”판정

Point ❸	 	샤워 중에 바르고 씻어내기만 하면 
미백+피부톤 개선+보습+피부 진정을  한 번에!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9번길 4-6, 2호

홈페이지	 www.bomcosmetic.com

연락처	 070-8841-2099

이메일	 master@bstarlit.com

주식회사 비스타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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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효소 균주를 활용해 진세노사이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샤인앤샤인 자체 특허 기술 및 전통 한약 포제법 (炮製
法)으로 처리한 발효 홍삼 한방 원료를 각 제품마다 특화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특허 : Manufacturing Ginsenoside 
C-K) 현재 인천공항면세점에 입점되어있고 미국, 두바이, 베트남 등 해외에 활발한 수출중 입니다.

 ㈜샤인앤샤인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기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생명공학박사들이 특허기술을 5가지 이상 
확보하여 천연 바이오기술을 기반으로 꾸준한 R&D를 통해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원료와 고품격의 화장품으로 고객에게 
아름다움과 건강을 선사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샤인앤샤인

샤이닝 에센스 오엘 
마스크팩

40,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51 

제품 특장점

Point ❶	 	- 생명공학박사들이 만든 천연 발효 공법으로 탁월한 흡수력과  피부진정 효능	
- 핵심 원료 진세노사이드를 활용한 특허기술 적용	
- 미백, 주름개선, 보습을 개선하는 고도의 공정기술 활용

Point ❷	 	스킨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기반한 락토바실러스/콩발효추출물과 특허기술을 융복합하여 
외부 환경으로 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피부장벽을 강화하여 피부면역체계강화

Point ❸	 	- 	전성분 EWG그린 등급, 인체피부자극감시험과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이 적합한 제품

	 - 고농축 에센스 함유로 피부결 개선, 광채피부, 리프팅으로 동안피부 연출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BVC118호

홈페이지	 www.sshine.kr

연락처	 070-4351-4472~4

이메일	 shineshine0529@naver.com

(주)샤인앤샤인

세이션은 B2C 및 D2C 이커머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하우스며, K-Culture, K-beauty, E-commerce 시장과 D2C 시장의 성장에 
따른 인기 트렌드와 키워드 활용을 통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코스메틱 
브랜드인 그라펜, 여성 헤어&바디케어 브랜드인 줄라이미 그리고 여성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인 나라움 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커머스 및 오프라인 
시장을 통하여 동남아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세이션

줄라이미 	
퍼퓸 논워시 헤어팩

28,9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씻어내지 않는 타입의 헤어팩으로 드라이나 고데기 사용 전에 발라주면 손상을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관리해줍니다. 향수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78%이상의 자연유래 성분을 담아 하루 종일 찰랑거리고 향기롭게 유지해줍니다.

K-뷰티 052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제품 사용후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Point ❷	 	우수한 향 지속력

Point ❸	 	유분기가 남지 않는 타입으로 하루종일 
산뜻하게 머릿결을 유지 관리 가능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54 , 	
덕원빌딩 3, 4층 

홈페이지	 www.xation.co.kr

연락처	 02-2226-4032

이메일	 overseas@xation.co.kr

(주)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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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딘 마이크로다트 프로젝트 롤러는 엘딘의 코스메틱 라인인 세럼 프로젝트 제품의 유효성분과 함께 피부 속까지 전달하는 
더블 이펙트 프리미엄 테라피 제품입니다. 히알루론산과 유효성분으로 만들어낸 아주 작고 뾰족한 구조체인 마이크로다트
를 롤러에 적용하여 피부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스몰랩은 2008년 설립하여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제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제조 후 멸균공정을 거친 일회용 제품으로 재사용으로 인한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스몰랩

엘딘 마이크로다트 프로젝트 	
롤러

70,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53 

제품 특장점

Point ❶	 	3600개의 마이크로다트가 피부 결을 섬세하게 관리

Point ❷	 	롤러 팁의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등 유효성분과 세럼의 유효성분 흡수를 도와 
효과를 극대화

Point ❸	 	1회 사용으로 간편하고 위생적인 프리미엄 홈뷰티 디바이스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243-15

홈페이지	 www.eldeen.co.kr

연락처	

이메일	 smalllab.info@smalllab.co.kr

(주)스몰랩

㈜우리메카는 2008년에 설립되어 의료/피부미용기기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파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부터 제조, 판매, 사후관리까지 고객 
요구에 맞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우리메카

홈케어 	
MTS AWY Minipin Set

189,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아위 미니핀은 미세침을 이용한 물리적 피부자극으로 앰플의 흡수율을 높여 늘어진 모공을 조여주는 모공축소기기입니다. 
리페이스 앰플에 함유된 특허성분 ‘리얼톡스’가 주름생성을 억제하여 모공과 주름을 케어해줍니다. 일회용 멸균 팁카트리지
의 12개의 미세침이 1분에 3,500번 진동하여 1분에 42,000방울의 화장품이 피부 속까지 직접 흡수됩니다.

K-뷰티 054 

제품 특장점

Point ❶	 	오토타입 MTS  |  직접 롤러를 굴리거나 스탬프를 찍어 미세구멍을 만드는 
수동방식과는 달리 자동으로 구동되는 MTS로 1분에 3500번 진동합니다. 12개의 
바늘이 분당 3500번 진동하여 1분에 42000개의 미세구멍을 생성합니다.

Point ❷	 	EO가스 멸균  |  타사 제품 중 상당수가 바늘을 소독해서 재사용하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데 바늘에 묻은 각종 오염물질은 소독을 해도 완전하게 제거되지 못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위 미니핀은 사용자가 간편하게 바늘을 교체할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유도합니다.

Point ❸	 	통증 없는 MTS  |  소비자가 느끼는 통증을 최소화하여 사용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고자 제품에 삽입되는 원자재 바늘을 국내 SS304 소재와 특별한 연마각을 
사용하였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48번길 58(당정동)

홈페이지	 www.woorhimecha.com

연락처	 031-457-5032

이메일	 saleswrmc@gmail.com

(주)우리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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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 추출물 함량이 99.47%로서, 보검선인장의 수분과 영양을 오롯이 담아 낸 세럼입니다. 팩틴과 식이섬유소 뮤실리
지 성분이 풍부한 선인장 점액질은 피부 보호, 보호 유지 기능으로 보습을 채워주어 피부탄력, 피부결, 윤기 개선을 도와 
줍니다. 

이엔에스코리아는 자연 그대로의 원료와 가장 친환경적인 과학 
기술로 화장품에 자연을 담아, 피부를 위한 자연친화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천연 유기농 발효 공법으로 자연물이 피부에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이엔에스코리아

이너 스킨 모이스춰 	
바운시 세럼

32,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55 

제품 특장점

Point ❶	 	유기농 선인장 함량 
99.47%

Point ❷	 	보습 : 48시간 속보습 및 
72시간 겉보습

Point ❸	 	피부거칠기, 피부윤기, 
피부탄력 개선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207-15

홈페이지	 www.ensbeautygroup.com

연락처	 070-7116-1100

이메일	 web@ensbeauty.com

(주)이엔에스코리아

2004년에 설립된 자민경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직 
경영과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삶을 먼저 생각한다는 신념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피부를 위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진실된 
착한 화장품 입니다. 자민경은 Inner Beauty, Skin Healthy, 
Self Respect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자민경(주)

크레마카라콜 오리지널 
달팽이 크림 (50ml)

38,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56 

자민경㈜ 크레마카라콜 오리지날 달팽이 크림은 뮤신 90%를 함유하여 피부 수분케어, 장벽케어, 진정, 면역력케어를 도와
주는 멀티 크림입니다. 남녀노소, 4계절 자극없이 촉촉하고 결점없는 피부관리를 도와줍니다. 2006년 런칭 이후 누적 판매
량 약 4,000만개의 히트 상품이며, 대한민국 피부과학연구소 피부자극테스트 결과 무자극, 저자극의 안전한 제품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대한민국 최초 판매, 최다 판매, 진짜를 담은 크림  |  달팽이 점액 여과물 뮤신 90% 함유, 화장품 구입전 
반드시 전성분 확인해 보세요 

Point ❷	 	멀티 케어  |  크림 하나로 보습부터 미백까지 겨울에는 촘촘한 수분 관리, 여름에는 미백관리, 사계절 
모두 사용가능하며, 피부톤 개선 효과도 탁월합니다. 민감성 피부-장벽케어, 건성피부-보습케어, 
지성피부-산뜻한 마무리감으로 모든 피부 타입이 만족하며 사용 가능한 진정한 멀티 케어 자민경 
크레마카라콜 오리지널 달팽이 크림 입니다.

Point ❸	 	뮤신90%를 느낄 수 있는 쫀쫀한 텍스처  |  달팽이 점액 여과물의 촉촉함과 쫀쫀함을 느낄 수 있는 
텍스처로 잔여감 없이 피부에 흡수됩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2길 33-6, 1층

홈페이지	 www.jaminkyung.com

연락처	 02-567-4956

이메일	 overseas_sales@jaminkyung.com

자민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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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내추럴한 커버로 본연의 맑은 결을 살리는 윤광 누더 쿠션

‘정샘물’은 메이크업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정샘물뷰티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42,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57 

제품 특장점

Point ❶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SPF50+ / PA+++) 
기능성 화장품

Point ❷	 	스킨 코팅 픽서가 피부에 
촘촘하게 밀착되어 시간이 
지나도 맑게 빛나는 피부 
연출

Point ❸	 	살결 모양의 아티스트 
블렌딩 팔레트가 내장되어 
양조절 용이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2길 8, 백원빌딩 

홈페이지	 www.jsmbeauty.com

연락처	 010-4771-8154

이메일	 yejin.h@jsmbeauty.com

(주)정샘물뷰티

KPT는 세계적인 전문회사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 R&D, 생산 공정 최적화, 
컨텐츠(기술 자문)를 통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VALUE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초 구슬형 에멀전 펄 화장품 원료를 개발한 (주)케이피티가 만든 첫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냅니다.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는 브랜드, 론지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케이피티

론지 CC 클렌저
13,3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제품명 : 씨씨클렌저, 제품 카테고리 : 클렌징폼, 소비자가 (KRW) :  13,300, 용량 : 100ml/ 3.3876 OZ, 전성분 : 정제수, 스
테아릭애씨드, 글리세린, 라우릭애씨드, 미리스틱애씨드,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 글라이콜다이스테아레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라우라마이드디이에이, 비즈왁스, 만니톨, 
숯가루, 1,2-헥산다이올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 클로페네신, 향료, 알란토인, 수크로오스, 에틸헥실글리세린, 하이
드록시프로필스타치포스페이트, 다이소듐이디티에이, 크로뮴옥사이드그린, 티타늄디옥사이드, 옥수수전분, 하이드로제네
이티드레시틴,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 마트리카리아꽃·잎추출물, 알로에베라잎즙,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락토바실러스·
콩발효추출물, 흰버드나무껍질추출물, 오레가노잎추출물, 편백잎추출물, 황금추출물, 육계나무껍질추출물

K-뷰티 058 

제품 특장점

Point ❶	 	활성탄 숯 캡슐 함유 	
활성탄 숯은 목재를 구워 낸 검은 
덩어리로 재가 되기 이전의 탄소덩어리 
입니다. 각종 미네랄 성분이 농축되어 
알칼리성 특성으로 노폐물 배출 기능이 
우수한 천연 원료 입니다. 

Point ❷	 	자연 유래 성분 함유 	
마트리카리아꽃·잎 추출물, 알로에 
베라잎 즙,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락토바실러스·콩발효추출물 등 다양한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oint ❸	 	화학 방부제 무 첨가	
파라벤, 페녹시 에탄올 등 피부 자극 화학 
방부제 성분을 완전히 배제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피부를 
지켜줍니다.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6

홈페이지	 www.starpheres.com

연락처	 043-215-7725

이메일	 jhj2018@starpheres.com

(주)케이피티



092 093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제품 특장점

Point ❶	 	건성, 지성, 기미, 주근깨, 트러블 등 
피부 타입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하여 
피부고민에 맞는 앰플&부스터를 교차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Point ❷	 	슈티좀의 산소 운반 매커니즘 과정을 
통해 피부를 Deep Cleansing하여 
피부를 맑게 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Point ❸	 	피부 외층에 산소함유층을 형성하여 
오랫동안 보습력을 유지시켜 주고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손상을 
진정시켜줍니다.

순수산소의 생화학적 기능을 스킨케어에 접목한 화장품이며, 미세소구체(Ceutisome)와 산소수, 해양심층수, 빙하수 등 워
터베이스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솔루션(화장품)으로서 순수산소와 유효 액티브 성분을 피부에 함께 불어넣어 줌으로서 
보습, 진정, 재생,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과를 주는 기능성 위주의 병원용 화장품입니다.

2003년 창업이후 “피부미용 시술 후처치 시스템”을 연구 

개발, 생산, 마케팅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으로써, 

수년간 축적된 시장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700여개 유명 

병원, 피부과, 스파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중국 

상해와 미국 미네소타에 현지법인을 두고 세계 3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전문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코이즈

옥시젠슈티컬스 	
슈티좀 앰플 (H·P·O·W)

65,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59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9길 37-4(화곡동) 

홈페이지	 www.coiz.com

연락처	 02-2698-1811

이메일	 sales@coiz.com

(주)코이즈

파워풀엑스는 ‘리커버리 크림’, ‘메디핑’ 등을 출시하며 뷰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를 스포츠와 성공리에 융복합하였고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국내에 ‘스포츠 크림’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리커버리 
크림’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혁신성 상품을 개발, 
출시하며 지속적으로 신사업 부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파워풀엑스

파워풀엑스 	
리커버리 크림 플러스

37,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리커버리 크림은 공격적인 시연, 체험 마케팅을 통해 창립 3년만에 단일 상품 매출 300억원을 돌파하며 당사 코넥스 상장을 
견인한 히트 상품입니다. 소비자 특성에 맞춘 제품 개발을 통해 높은 소비자 만족도와 재구매 반응을 이끌어내며 당시 국내
에서 불모지였던 스포츠 크림 시장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K-뷰티 060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5길 13

홈페이지	 www.powerfulx.com

연락처	 02-500-8088

이메일	 help@powerfulx.com

(주)파워풀엑스

제품 특장점

Point ❶	 	관절·연골의 통증을 완화하는 식이유황(MSM), 글루코사민 함유

Point ❷	 	멘톨 성분 특유의 파스향이 전혀 없는 레몬라벤더향의 스포츠 
온열크림

Point ❸	 	고급스러운 바닐릴부틸에터 성분의 발열효과로 운동 전후 
워밍업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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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조절, 각질 제거, 수분 보충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올인원 에센스
1. 	부드럽고 자극 없이 피지와 각질을 정돈합니다.  (사용법)  콩 에센스를 피부에 둥글게 2~3분가량 롤링합니다. 마사지 후 

나오는 잔여물은 물세안 또는 패드로 닦아주세요
2. 발효 콩의 쫀득한 제형을 그대로 담아 끈적임 없이 속부터 탄탄하게  채워지는 속 보습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파켓은 화장품 브랜드 회사로써, “믹순(Mixsoon)” 을 
제조하고 유통합니다. 원료중심의 고품질 스킨케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채널 확보를 통해 브랜드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사회적 
가치 활동(CSR)을 병행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전시회,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식회사 파켓

믹순 에센스
35,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61 

제품 특장점

Point ❶	 	피지&각질 정돈과 수분 
충전을 동시에 가능한 
특별한 에센스

Point ❷	 	72시간동안의 고주파 
추출방식을 통한 최고의 
원료

Point ❸	 	4가지 핵심 성분만을 담은 
고농출 발효 에센스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65 3층

홈페이지	 www.mixsoon.co.kr

연락처	 070-7730-5658

이메일	 sale@pkcosm.com

주식회사 파켓

대표 브랜드: 옵타움, 브라질 현지 법인 운영, 브라질 출신 관세 및 무역 
전문 변호사, 의사, ANVISA 출신자, 경력 30년의 Beauty & 의료기기 
전문 경험자 브라질 인허가, 수입문제 해결, 현지 유통 및 판매의 모든 
부분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K-BEAUTY CONSULTION: 한국의 
뷰티 및 의료장비를 해외 수출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펀샤인

옵타움 섬유향수
15,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한 손에 잡히는 시크한 디자인으로 일명 ‘립스틱 향수’라고 불리는 옷에 뿌리는 향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용이하며 
세련된 알루미늄 케이스는 손쉽게 돌려서 사용하는 디자인으로 뚜껑이 없어지거나 가방에서 새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케이스
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리필만 변경하면 10가지 향기를 다양하게 데일리로 즐길 수 있으며 각인도 가능합니다.

K-뷰티 062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인텔리움 센텀 1102호

홈페이지	 www.optatum.co.kr

연락처	 051-747-8858

이메일	 moon@funshine.co.kr

(주)펀샤인

제품 특장점

Point ❶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에 소속된 향료 
제조사의 검증된 프랑스 수입 
프리미엄 프래그런스 오일을 
사용하여 프리미엄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Point ❷	 	15% 부향률로 지속시간이 
6~8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Point ❸	 	MSDS 인증 원료만을 엄선 
순수 곡물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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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나 모발의 손상 없이 매일 다른 색으로 헤어 컬러링할 수 있는 1-day 헤어 컬러 제품입니다. 컬러 연출 후 샴푸로 씻어
내면 본래 모발색으로 돌아오는 유니크한 제품으로, 특별한 날이나 기분 전환하고 싶은 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
다. 당사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모발 상태에 관계없이 연출 시 뛰어난 발색력을 나타내며 7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레드, 오
렌지, 그린, 블루, 바이올렛, 블랙, 브라운 >블랙, 브라운은 새치커버용 헤어컬러) 

PLAND는 유니크한 아이템으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코스메틱 R&D 
전문기업입니다. 자체 R&D 센터와 자체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특한 화장품뿐만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연구 개발합니다. PLAND는 수출증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퍼스널케어, 헤어 및 바디 제품 등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프랜드

뷰티퓨어 헤어컬러
10,9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63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간편하게 맨손으로 바르는 헤어컬러	
장갑이나 1제(염모제), 
2제(산화제), 전용샴푸 없이 
맨손으로 바르고 말리면 쉽게 
연출이 되며, 샴푸로 씻어내면 즉시 
본래 머리색으로 돌아옴

Point ❷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국내임상시험에서 무자극 판정을 
받은 검증된 헤어컬러로, 모발 
손상이나 두피 자극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음

Point ❸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기능	
땀을 흘리거나 약간의 비를 
맞더라도 컬러가 묻어나지 않는 
워터프루프 기능 보유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4. 1동 601호

홈페이지	 www.plandkorea.com

연락처	 031-8060-7474

이메일	 pland1590@naver.com

(주)프랜드

모아트 벨벳 립스틱은 1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트 립스틱에 가까운 텍스쳐이지만 매우 부드럽고 가볍게 밀착 되는 텍
스쳐가 특징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가볍게 밀착되는 벨벳 텍스쳐

Point ❷	 부드럽고 편안한 사용감의 매트 립스틱

Point ❸	 각질부각이 적고, 오래 유지되는 지속력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플레이스

모아트 벨벳 립스틱
15,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64 

(주)플레이스

2016년 뷰티 브랜드 ‘모아트’를 런칭하여 EU, 인도, 중동, 일본 
등으로 직접 수출하고 있습니다. ‘모아트’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뉴욕패션위크 공식 스폰서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 셀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10, 4층

홈페이지	 www.moart-beauty.com

연락처	 02-2038-8775

이메일	 md@moart-beau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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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서 추출하여 만든 계면활성제로 순하고 부드러운 거품과 님잎추출물이 아기 피부에 있는 노폐물 및 미세먼지 모사체
까지 세정해주는 올인원 워시 제품으로, 목욕 후에도 촉촉함을 유지해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피부건강을 기업 철학으로 삼은 
허니스트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 전문기업입니다. 허니스트의 
비전은 피부 과학 메커니즘 연구를 기반으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바이오 
소재를 탐색하고 개발하며, 피부 개선 및 피부질환을 치유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세계인의 피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허니스트

몽쉘베베 모이스처 밸런싱 
탑투토 워시

33,000KRW가격

▶ 제품 구매처

K-뷰티 065 

제품 특장점

Point ❶	 	생명의 나무, 님트리의 힘을 담은 저자극 바디워시	
(피부임상연구센터 인증 완료)

Point ❷	 	독일 더마테스트 인증(Excellent 등급 인증)을 통해 안전성 확보

Point ❸	 	프랑스 조향사가 개발한 프리미엄 비건 에센셜 오일

소재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
파크 본부동 512A

홈페이지	 www.honest.co.kr

연락처	 1600-6940

이메일	 korea@honest.co.kr

(주) 허니스트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BRAND K
KOREAN NATIONAL

CO-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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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네이처가든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

002
농업회사법인㈜삼흥
강개상인 고려홍삼정골드

003
농업회사법인 광천우리맛김㈜	
광천우리맛김(재래맛김)

004
카브루
구미호 I.P.A

005
㈜두리두리
굿밸런스

006
㈜기운찬
기운찬

007
㈜푸드나무
맛있닭 소프트 닭가슴살

008
㈜한빛식품
바삭 현미 누룽지 크래커

009
명품김㈜
바삭바삭 김스낵

010
㈜제우스
별애별참 과일칩

011
복순도가
복순도가 손막걸리

012
㈜비앤에프
뷰티 시크릿 
석류 콜라겐 젤리스틱

013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산골알밤

014
농업회사법인 ㈜제주에서	
숙취엔 벵주야

015
㈜알티스트
쉐프K 매직 쿡 세트(설탕대신 등)

016
(주)씨알푸드
씨알로 우리쌀프레이크

017
㈜유기농사랑
엔젤김 춘하추동 김스낵

018
㈜서울에프엔비
온통두유 서리태 통두유 99.8

019
㈜지엠에프
올그루 야채교자만두

020
광천조양식품
왕후 광천김

021
농업회사법인(주)영풍
요뽀끼 1인 컵

022
㈜이지텍
자연공유 곤약쫀득이

023
㈜트루나스
자연한알

024
㈜쟈뎅
쟈뎅 아워티

025
㈜제키스
제주 감귤 타르트

026
제주맥주㈜
제주 위트 에일

027
농업회사법인㈜두레촌
조청명인이 만든 
하루든든 견과바

028
㈜성경식품
지도표 재래식 성경 식탁김

029
칠갑농산㈜
칠갑농산 쌀국수

030
㈜한스코리아
쿡시 쌀국수

031
서울프로폴리스
프로비 프로폴리스 트리오 스틱

032
㈜더동쪽바다가는길
홍영의 붉은대게 백간장

033
㈜화요
화요25

034
㈜복지유니온
효반 연하도움식

035
주식회사 미쓰리
미쓰리떡볶이소스(분말타입)

036
(주)메디프레소
메디프레소 한방 티 캡슐

037
청도감와인
감그린 레귤러

038
(주)가리미
가평잣김

039
(주)그랜드비스타
호떡당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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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넥스트바이오(주)
브루젠 콜드브루 커피

041
(주)달구지푸드
훈제돼지막창

042
대동고려삼(주)
홍삼정 프리미엄

043
대운푸드시스템
엄마네 생순살 
고등어조림(매콤한맛)

044
(주)루시카토
루시카토 마카롱 9입 세트

045
(주)맘모스제과
우리쌀곡물과자

046
(주)비티씨
퍼멘진 발효홍삼 스틱

047
주식회사 상경에프앤비
콕짜요 치킨소스

048
(주)세준에프앤비
떡국맛집

049
세준푸드농업회사법인(주)
하늘청감주

050
(주)신안씨푸드
코리아팝김 오리지널

051
아름답게그린배영농조합법인
꼬샤꼬샤도라지배즙

052
안국건강(주)
안국 루테인지아잔틴 플러스

053
에스시디디(주)
정담김구운 곱창김 10매

054
(주)오크라인터내셔날
K-BUNSIK 떡볶이

055
영어조합법인올레바당 
제주딱새우라면 

056
농업회사법인(주)이비채 
홍삼액에 인삼이 뿌리채 

057
이엔엘인터내셔널 
갓소스 

058
정성드리 
정성드리 하동재첩국 

059
(주)제이미크론 
인비바 과채가공칩

060
제천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 
고려홍삼정과

061
좋은영농조합법인 
헬로아이 배도라지

062
(주)착한떡 
꿀백설기    

063
초록 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 
건강한 사과즙 

064
농업회사법인 코리아식품 
청춘불판 무뼈불닭발 

065
(주)키즈마루 
하이드로 더치커피 콜드브루 

066
튤립인터내셔널(주) 
티베스트 알로에

067
티젠농업회사법인 
티젠 콤부차  

068
(주)푸르농 
모까매 

06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파파주스 배도라지 

070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알토리 맛밤 

071
농업회사법인 한도라지 
목이 편한 한도라지 목편한

072
(주)한울에프앤비 
정직한밥상 흑마늘 무뼈족발 

073
주식회사 함초록 
함초록 흑삼한뿌리  

074
해풍영농조합법인 
믿구마 반건조꿀고구마 

075
농업회사법인호정식품(주) 
호정가 찹쌀유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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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가든은 홍삼 브랜드 ‘정원삼’, 건강기능식품 
‘뉴트리가든’, 자연소재식품 ‘오가닉가든’ 등 
각 브랜드 별로 특화된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생산·운영하는 건강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9길 12, 4층

홈페이지	 www.ngardenmall.co.kr

연락처	 1522-8658

이메일	 parkty@ngarden.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네이처가든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

(주)네이처가든

제품 특장점

Point ❶	 	스틱형 농축액으로 섭취하기 편하고, 무게 및 부피가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

Point ❷	 	정원삼만의 배합비로 홍삼의 진한 맛을 살리면서도 특유의 쓴맛이 적고 약간의 단맛을 �
살려 맛이 좋고, 영지, 황정, 두충 등 몸에 좋은 부원료를 첨가하여 건강과 맛을 잡은 제품

Point ❸	 	유통 마진과 절차를 줄여 타사 제품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

▶ 제품 구매처

29,900KRW가격

코로나로 면역력이 이슈인 요즘,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으로 누구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쿠팡 홍삼 부문 전체 판매 1위, 단일 품목 170만 개 누적 판매 제품으로 2019·2020년 소
비자가 직접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소비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푸드 001 
명품 홍삼을 만들기 위해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홍삼 전문 기업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802번길 38

홈페이지	 www.kanggae.co.kr

연락처	 031-986-0771

이메일	 k-gnss@hanmail.net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농업회사법인 ㈜삼흥

강개상인
고려홍삼정골드

농업회사법인 ㈜삼흥

제품 특장점

Point ❶	 	안전한 한국 수삼만 사용�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지대 재배 
인삼을 단독 계약 수매하여 1차 �
오염도 검사 진행

Point ❷	 	홍삼 그대로를 지키는 전통 제조방식�
200미터 지하수로 세척한 홍삼을 �
전통 저온 증삼 방식과 자연 건조�
(12월 초겨울 태양건조, 해풍, �
이슬과 서리 맞힘, 황토방 건조)를 통해 
가공함으로써 타사 홍삼제품 대비 �
두 배 더 높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포함

Point ❸	 	GMP 및 HACCP, ISO 22000 인증�
원료삼 수매부터 홍삼 제조, �
백화점 및 면세점 유통판매의 full-line 
구성으로 명확한 품질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확보해 철저한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홍삼 
제품을 생산

▶ 제품 구매처

220,000KRW가격

한 해 딱 한 번, 늦가을부터 70여 일간 자연의 에너지를 통해 자연 건조되고, 또 수작업을 통해 뿌리까지 말린 명품 홍삼입니
다. 고려홍삼정골드는 강개상인의 홍삼을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품인 만큼 장인 정신으로 홍삼 원료를 그
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홍삼 고유의 맛과 향은 물론, 진세노사이드 영양 성분이 더욱 높은 강개상인 고려홍삼정골
드로 생기와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K-푸드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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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광천우리맛김㈜은 1990년부터 
김 제조업을 시작한 부모님에 이어 
2대째 전통을 이어가는 가업승계기업입니다.

소재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147-40

홈페이지	 www.kcwoori.com

연락처	 041-642-4155

이메일	 kcwoori@naver.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농업회사법인 광천우리맛김(주)

광천우리맛김
(재래맛김)

농업회사법인 광천우리맛김(주)

▶ 제품 구매처

12,000KRW가격

서해안 최상급 원초와 갓 짜낸 신선한 기름으로 제대로 두 번 구워낸 명품 광천김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전통의 맛이 살아
있어 식사뿐만 아니라 심심할 때 스낵으로, 맥주 한 잔에 곁들이는 안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연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
는 광천우리재래맛김으로 더 건강하고 다채로운 식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K-푸드 003 

제품 특장점

Point ❶	 	엄선된 최상의 원초│타지의 김과는 맛과 영양 수준이 남다른 대한민국 �
충남 서해안에서, 특히 김이 가장 맛있는 12월과 1월에 따낸 최상급 김만을 사용

Point ❷	 	전통의 김 맛 고수│김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기름과 소금을 최소화하고 �
두 번의 굽는 작업 진행

Point ❸	 	엄격한 검수 및 최신식 설비│최신 위생 설비와 모든 제조공정 자동화시스템을 갖추어 
더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김 제조

카브루는 2000년 설립되어 가평의 맑은 물로 고품질의 
수제 맥주를 양조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수제 맥주 캔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편의점과 마트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만·몽골·싱가포르·홍콩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갈길 20

홈페이지	 www.kabrew.co.kr

연락처	 02-3143-4082

이메일	 hjshin@jinju.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카브루

구미호 I.P.A
카브루

제품 특장점

Point ❶	 	한국 브루어리 최초로 세계 
3대 맥주 대회 중 하나인 
유러피안비어스타 �
2017년 금메달 수상

Point ❷	 	수제 맥주 특유의 쌉쌀한 맛과 
풍부한 향을 가진 맥주

▶ 제품 구매처

3,800KRW가격

카브루의 세 번째 ‘구미호 맥주’ 라인업인 ‘구미호 아이피에이’는 다크 캐러멜과 구운 토스트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정통 
IPA로, 잘 익은 오렌지를 떠올리는 풍부한 홉 향이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도수(6.3%)와 75의 IBU에서 오는 쌉싸름
함과 묵직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수제 맥주 마니아도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K-푸드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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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9월에 설립된 두리두리는 HACCP, FSSC 22000, 
FDA Facility Registration를 보유, 인증 받았습니다. 
복원용 건조 쌀 제조 및 다이어트 식품 외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즉석 복원용 밥류, 분말 식사 대용식, 기타 
곡류 가공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소재지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2길 45

홈페이지	 www.dooridoori.co.kr

연락처	 031-711-9032

이메일	 dooricoco@hanmail.net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두리두리

굿밸런스 ▶ 제품 구매처

2,500KRW가격

물 또는 우유를 넣고 흔들어 마시는 분말형 간편 식사 대용식입니다.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기타 영양물질을 분말화하여 혼
합한 제품입니다. 현미, 아몬드 등이 알곡 형태로 함께 혼합되어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삭한 씹는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하여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바쁜 일상의 간편식, 다이어트용 저열
량식, 노인과 환자를 위한 영양 간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K-푸드 005 

제품 특장점

Point ❶	 	엄격한 품질 관리│HACCP, FSSC 22000, FDA Facility Registration 등 인증을 
취득한 완전 자동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위생 안전 제품

Point ❷	 	최상의 원료 배합비 적용│창업 이래 축적된 독자적인 곡물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가공된 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식감 극대화, 자체 R&D센터 연구진에 의한 제조

Point ❸	 	다양한 형태의 포장 제품 개발이 가능│지퍼백, 스틱 파우치, 스파우트 파우치 등 
주문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 제품 개발 가능

(주)두리두리

㈜기운찬은 자사의 특허기술로 다양한 자연산 약용버섯을 
식품 소재화 한 GMK를 생산하며, GMK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및 
케어 식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기능성바이오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자사의 제품들은 모두 철저하게 컨트롤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산되며, 
GMK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생산으로 소비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기운찬

(주)기운찬

기운찬 ▶ 제품 구매처

250,000KRW가격

자연산 원료를 통해 최고의 건강 제품을 만드는 ㈜기운찬이 정성껏 선보이는 건강 제품입니다. 기운찬버섯 GMK, 치커리
뿌리추출물분말, 맥문동분말 등을 한 포(2g) 스틱에 담아 총 120g으로 1~2달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투자가 될 것이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한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의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K-푸드 006 

제품 특장점

Point ❶	 	독자적인 특허기술로 생산되는 기운찬버섯(GMK)│GMK는 차가버섯, 상황버섯, 영지버섯 3가지 자연산 �
버섯을 동시 배양하여 얻어낸 복합버섯균사체로,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약용버섯의 영양과 효능을 
한번에 섭취 가능

Point ❷	 	건강에 좋은 원료 함유│자연산 약용버섯을 복합배양하여 생산한 GMK와 더불어 ‘식후혈당상승억제’ 등 �
기능성 원료인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맥문동 분말, 비타민과 미네랄 등 함유

Point ❸	 	간편한 이용, 안전한 섭취│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2g의 스틱형으로 꾸준히 섭취하기 용이하며, 제품생산 시 
HACCP·GMP 인증 시스템으로 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높인 고품질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 가능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밀가공지원센터 1층

홈페이지	 www.guc.co.kr

연락처	 041-579-2203

이메일	 guc2203@gu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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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닭가슴살 전문 플랫폼 ‘랭킹닭컴’을 개발한 
㈜푸드나무는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념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년 국내 푸드테크 1st 상장기업으로, 
다채로운 닭가슴살 전문 식품 브랜드와 함께 대한민국의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푸드나무

맛있닭
소프트 닭가슴살

▶ 제품 구매처

1,850KRW (100g)가격

맛있닭은 수분을 촉촉하게 보존해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으며,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제작되어 속까지 금방 따듯하게 조
리되는 다이스 형태의 간편 조리형 닭가슴살입니다. 간편하게 먹는 한 번의 식사를 넘어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일을 같이 하
고 싶은 분들께 건강한 라이프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맛있는 삶을 위해 맛있닭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
니다.

K-푸드 007 

제품 특장점

Point ❶	 	푸드나무가 제조·판매하는 닭가슴살 전문 식품 브랜드로, 닭가슴살의 영양은 
살리고 퍽퍽한 식감은 개선한 다양한 제품군과 맛으로 사랑받는 제품

Point ❷	 	원적외선 공법으로 닭가슴살 상·하면에 강력한 열을 균일하게 전달, �
겉표면은 코팅하여 수분을 꽉 잡아주고, 스티머로 속을 한 번 더 익혀 �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 극대화

Point ❸	 우수 상품 디자인전 수상(2019년, 특허청)

(주)푸드나무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15층

홈페이지	 www.foodnamoo.com

연락처	 070-4497-3707

이메일	 kim.hr@foodnamoo.com

㈜한빛식품은 친환경·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가치를 지키고, 최소한의 가공으로 건강에 
이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20년 이상의 식품 제조 
사업의 노하우로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정직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품을 만들어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106 나동

홈페이지	 www.thebassak.com

연락처	 031-907-2030

이메일	 hsw1225@hanvitcorp.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한빛식품

바삭 현미
누룽지 크래커

▶ 제품 구매처

4,000KRW가격

유기농 명인이 재배한 국내산 유기농 현미로 만든 누룽지 스낵입니다. 딱딱하지 않고 바삭하게 과자처럼 즐길 수 있으며, 첨
가물 0%의 건강하고 올바른 스낵입니다.

K-푸드 008 

제품 특장점

Point ❶	 	특허받은 발효 공법으로 약 1mm의 얇은 
두께로 제조, 과자처럼 바삭한 식감 극대화

Point ❷	 	믿을 수 있는 HACCP, Vegan, �
유기가공인증을 받은 스낵

Point ❸	 	첨가물 없이 100% 유기농 재료만 �
사용한 건강한 스낵

(주)한빛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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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낵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어업회사법인 명품김 주식회사입니다.

소재지	 충남 서천군 종천면 희리산길 139

홈페이지	 www.marochip.com

연락처	 041-953-5555

이메일	 maros43@daum.net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명품김(주)

명품김(주)

바삭바삭 김스낵 ▶ 제품 구매처

2,000KRW가격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김으로 토핑을 하여 기호성이 뛰어나고, 기름에 튀기지 않고 4번 구워 더 바삭하고 고소한 맛의 
스낵입니다.

K-푸드 009 

제품 특장점

Point ❶	 기름에 튀기지 않아 비교적 낮은 칼로리

Point ❷	 	건강에 좋은 천연 재료 포함

Point ❸	 	인공색소, 합성착향료, 합성감미료 무첨가

㈜제우스는 고품질 감귤 유통, 건조과일 생산 등 농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지역사회와 고객의 
만족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며, 최고의 품질경영으로 
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175

홈페이지	 www.jeuscorp.com

연락처	 064-724-0001

이메일	 sales@jeuscorp.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제우스

별애별참
과일칩

▶ 제품 구매처

4,000KRW가격

별애별참은 청정 제주에서 만들어지는 프리미엄 과일 칩 브랜드입니다. 설탕이나 보존료 등 인공 첨가물 없이 제철의 고품
질 과일만 100% 사용하여 더욱 달콤·새콤한 건강 간식입니다. 제주의 건강함을 고객에게 전합니다.

K-푸드 010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제철의 고품질 국내산 원물만을 
사용하여 첨가물 없이도 �
천연 과일의 깊고 풍부한 맛 구현

Point ❷	 	자연 건조와 가까운 특허 �
건조기술을 통해 영양소 파괴 최소화, 
바삭한 식감 극대화

Point ❸	 	HACCP, ISO22000, ISO14001, 
FSSC22000 등 다양한 생산관리시스템 
인증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 과정 인증

(주)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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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순도가는 전통 방식으로 빚은 
가양주로 쌀을 옛 항아리에 담아 전통 방식으로 
빚어낸 막걸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동길 48

홈페이지	 www.boksoon.com

연락처	 1577-6746

이메일	 boksoondoga@gmail.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복순도가

복순도가

복순도가 
손막걸리

▶ 제품 구매처

12,000KRW가격

복순도가 손막걸리는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빚은 가양주 형식의 전통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쌀과 전통 누룩을 이용해 영양분이 살아있고, 옛 항아리 독에 발효시켜 빚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주입니다.

K-푸드 011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전통 누룩으로 빚어 산미가 있는 막걸리

Point ❷	 	천연 탄산으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막걸리

Point ❸	 	부드러운 곡선과 세련된 막걸리 병 디자인

㈜비앤에프는 ‘합리적 건강습관’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처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고영양의 
제품들을 개발 및 유통하는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09번길 58-22

홈페이지	 www.botoacai.com

연락처	 1666-9121

이메일	 botob2b@gmail.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비앤에프

▶ 제품 구매처

15,900KRW가격

㈜비앤에프 뷰티 시크릿 석류 콜라겐은 여성 건강과 피부에 특히 좋은 석류와 콜라겐을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먹기 좋은 젤
리 형태로 만든 제품입니다. 1포 당 흡수율이 좋은 저분자 피쉬콜라겐 1,000mg를 함유하였으며, 1포 당 스페인산 석류 
약 1.2과를 함유하였습니다. 석류의 대표 생산지인 스페인에 있는 계약 농장에서 재배된 품질 좋은 석류만을 엄선하여 사
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제수, 착색료,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아 진한 석류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맛과 영양을 동시
에 잡은 제품입니다.

K-푸드 012 

제품 특장점

Point ❶	 	석류와 콜라겐의 과학적인 배합으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섭취

Point ❷	 	1포 당 흡수율이 좋은 저분자 
피쉬콜라겐 1,000mg 함유

Point ❸	 	1포 당 스페인 계약농장에서 엄선된 
품질 좋은 석류 약 1.2과 함유

뷰티 시크릿
석류 콜라겐 젤리스틱

㈜비앤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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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청정지역인 하동군 악양에서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하여 현지 농산물을 주재료로 친환경 
이유식을 제조·판매하는 에코 기업입니다. 모바일 및 자체 
쇼핑몰을 통한 간편 유통망을 구축하여 산후조리원을 나와 
갈 곳 없는 엄마와 아기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이유식 전용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99-8

홈페이지	 www.ecomommeal.co.kr

연락처	 055-884-2625

이메일	 ecomommeal@1915m.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

산골알밤 ▶ 제품 구매처

2,500KRW가격

슬로시티 하동군의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알밤으로, 중국산 밤과 달리 노란색을 띠며 밤 향이 매우 풍부합니다. 알밤 원물 
모양 그대로 탈각하여 알밤 모양 그대로 밤 특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K-푸드 013 

제품 특장점

Point ❶	 	하동에서 난 알밤으로 �
중국산 밤과 달리 노란색을 
띄며, 밤 향이 매우 풍부

Point ❷	 	알밤 모양 그대로 탈각하여, �
밤 특유의 맛 극대화

Point ❸	 	HACCP,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및 기타 화학품 등 
무첨가로 순수한 맛 선사

Point ❹	 	식사 대용 간식 및 다양한 
레시피 활용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

(주)알티스트는 2006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요거트, 
젤라또, 스무디 용도의 프리믹스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여 약 
45개국에 수출했던 경험과 
900여 매장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 한국에 새롭게 세워진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알티스트

쉐프K 매직 쿡 세트
(설탕대신 등)

▶ 제품 구매처

39,900KRW가격

물만 넣어 먹는 간편한 수프로, 제로 칼로리 천연감미료를 사용하여 혈당 및 칼로리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K-푸드 014 

제품 특장점

Point ❶	 물만 넣어 먹는 간편한 스프

Point ❷	 	제로 칼로리 천연감미료를 사용해 
낮은 혈당 및 칼로리 부담 감소

Point ❸	 	14가지 한국 전통 곡물을 배합하여, 
균형 있는 영양성분과 든든한 
포만감까지 제공

(주)알티스트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3-5 �
문래동 빅토리 테크노 타워 1층

홈페이지	 www.viomix.co.kr

연락처	 02-6403-3388

이메일	 limcs@viomi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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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주에서는 약용성분이 뛰어난 
꽃벵이를 제주도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브랜드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농업회사법인 ㈜제주에서

숙취엔 벵주야 ▶ 제품 구매처

12,500KRW (5포입)

25,000KRW (10포입)

가격

숙취엔 벵주야는 음주 전후로 섭취 시 숙취를 덜어주는 제품입니다. 제주도에서 직접 기른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제주 귤피, 제주 꿀 등이 함유된 효과적인 숙취해소제입니다. 황금꽃벵이의 단백질 성분이 간 기능을 보호함과 동시에 활력
을 주고, 귤피와 깔라만시의 비타민C, 비타민P 성분이 숙취는 물론 피로까지 풀어 주어 음주 다음날에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K-푸드 015 

농업회사법인 ㈜제주에서

소재지	 �제주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
하이테크센터 1106~1107호

홈페이지	 www.goldlarva.com

연락처	 064-713-3789

이메일	 kium8949@naver.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흡수가 빠른 꽃벵이 성분│헛개나무 등 일반 식물성보다 4배 이상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이 펩타이드 성분을 촉진시켜 숙취를 빠르게 해소

Point ❷	 	간 보호용 특허물질 함유│굼벵이 효소 처리물을 함유하는 간 보호용 조성물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효과적으로 보호

Point ❸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함유│깔라만시, 제주 귤피, 산수유 등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C,P가 다른 성분들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음주 후 빠른 피로 회복에 효과적

㈜씨알푸드는 곡식의 종자로 쓰는 낟알의 순수 우리말인 
‘씨알’의 뜻을 담았습니다. 자연 곡물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씨알푸드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건강을 위한 소중한 신념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씨알푸드

씨알로
우리쌀프레이크

▶ 제품 구매처

7,300KRW  (490g)가격

우리쌀 프레이크는 주원료가 100% 국내산 쌀인 제품입니다. 쌀을 눌러 굽고, 각종 영양소를 첨가하여 건강한 식사 대용이
나 다이어트 간식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쌀로 만들어 옥수수, 밀, 현미 등 곡물의 소화가 어려워 부담이었던 분들도 속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입니다.

K-푸드 016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고소한 100% 우리 쌀을 주원료로 하여 �
튀기지 않고 구워 만든 시리얼

Point ❷	 	철분, 아연 등의 영양소와 8가지 비타민 첨가

Point ❸	 	2012 우수 쌀 가공식품 TOP10 선정

(주)씨알푸드

소재지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85

홈페이지	 www.crfood.co.kr

연락처	 02-545-3648

이메일	 sangwookoh@cr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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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사랑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유·무기산을 
사용하지 않은 프리미엄 무산 김 원초로 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젤김(ANGEL GIM)’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어린이용 김을 제조하고 유통·판매하는 어린이용 
김 전문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유기농사랑

엔젤김
춘하추동 김스낵

▶ 제품 구매처

29,800KRW (20gx10개)가격

우리나라 대표 수출 수산품인 김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모든 김원초는 유기농 김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춘하추동 사계
절을 표현한 패키지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의 세계화를 위해 아몬드/코코넛/멸치/현미 등 4가지(춘하추
동) 다양한 맛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자 개발된 제품입니다.

K-푸드 017 

제품 특장점

Point ❶	 ‘한국의 아름다운 맛’을 목표로 춘하추동 사계절을 표현한 패키지로 4가지 맛

Point ❷	 	최고의 좋은 품질의 김원초인 ‘무산양식 유기농 김원초 사용’

Point ❸	 	아몬드와 참깨의 궁합 : 아몬드와 참깨를 사용하여 고소한 맛 / 코코넛의 진한 향기 : 건조 
코코넛을 사용하여 코코넛 특유의 향과 달콤한 맛 / 멸치를 품은 김 : 건멸치를 사용하여 
짭쪼름한 맛 /현미 그 고소한 기억 : 현미분태를 사용하여 톡톡 튀는 식감과 고소한 맛

(주)유기농사랑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35, 2층

홈페이지	 www.ourangel.co.kr

연락처	 051-363-9556

이메일	 organicgim@naver.com

㈜서울에프엔비는 스마트 푸드 테크로 
식문화 웰빙 기업의 비전을 가진 
기업입니다. 2005년 설립 이후 지난 만 
15년 동안 다양한 푸드테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품의 개발 및 제조·유통을 
핵심 역량으로 하는 속 알찬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서울에프엔비

온통두유 서리태
통두유 99.8

▶ 제품 구매처

17,900KRW (190mlx16개입)가격

온통두유 서리태 통두유 99.8은 원료 선별 기준에 맞는 국산 서리태만을 고른 후, 자사의 특허받은 통두유 제조공법으로 콩
의 껍질과 비지를 통째로 갈아만든 프리미엄 두유입니다. 콩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 급인 서리태 콩으로 블랙푸드를 구현하
였고, 비건 푸드 인증을 받으며 식물성 음료의 건강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65칼로리의 가벼운 열량, 1g이라는 낮은 당 
함량 그리고 서리태 통두유액 99.8% 두유액의 진함이 주는 든든함을 한데 담은 프리미엄 두유입니다.

K-푸드 018 

제품 특장점

Point ❶	 	100% 국산 서리태만을 골라 콩의 껍질과 비지까지 갈아 담아 식물성 단백질, �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의 영양을 골고루 섭취, 통두유 제조공법 특허 보유

Point ❷	 	착향료·소포제·안정제·유화제 무첨가, 콜레스테롤 0g, 트랜스지방 0g, 당 함량 1g, �
비건 푸드 인증 등 건강한 한 끼 대용 식품

Point 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에서 인증받은 친환경 SIG 무균팩과 종이빨대를 사용한 �
친환경 패키지

㈜서울에프엔비

소재지	 [본사 /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25209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36 �

� [제 2공장 원주기업도시] 26355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145�

� [영업마케팅본부] 134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1 KPGA빌딩 5층

홈페이지	 www.seoulfnb.com                            연락처  033-345-9550~2  

이메일	 joy@seoulfn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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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에프는 20년 이상의 냉동만두 제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 OEM 만두와 수출 전용 
만두 및 냉동밥을 직접 제조하여 EU, 미주, 아시아 등 
세계 전역으로 활발히 수출 중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지엠에프

올그루
야채교자만두

▶ 제품 구매처

17,300KRW가격

여러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야채 교자 만두로, 10년 이상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는 수출 전용 야채만두입니다. 각 지역·
국가별 수입 규정에 맞춘 제품 SPEC 및 5~7개 언어의 라벨로 구성된 패키지로 여러 국가에 판매 중입니다.

K-푸드 019 

제품 특장점

Point ❶	 	식품 규격에 엄격한 EU 식품 법규에 
맞게 개발, EU 시장뿐만 아니라 �
동남아, 미주, 오세아니아 시장과 같은 
세계 식품 STANDARD에 적합한 �
글로벌 K-FOOD

Point ❷	 	현지화된 포장지 디자인·규격과 한국의 
맛을 담고 있는 우수한 만두 제품

Point ❸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SQF Lv.3에 
적합한 품질 경쟁력 보유

(주)지엠에프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시묘길 56-34번지 (노암동)

홈페이지	 www.gmfkorea.com

연락처	 02-3463-8082

이메일	 export@allgroo.com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499-35

홈페이지	 www.joyangkim.co.kr

연락처	 041-641-2110

이메일	 joyang2110@naver.com

광천조양식품은 광천김을 가공하는 전문 업체로, 
조미김과 마른김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우체국쇼핑에 상품을 공급 중이며, 
품질을 인정받아 통신판매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광천조양식품

왕후 광천김
13,000KRW가격

수라상에 올리는 정성과 전통의 깊은 맛을 살려 정성스레 구운 제품입니다. 광천김은 50년 장인이 직접 선별한 원초로 만들
어 김 본연의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K-푸드 020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가장 맛있는 김 채취 시기인 두 번째 김을 사용

Point ❷	 	광천김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

Point ❸	 	매월 자체 검사 및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
안전성 검사(* 전통식품 품질 인증서 및 할랄 인증서 취득)

광천조양식품

▶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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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뽀끼 1인 컵 ▶ 제품 구매처

3,000KRW가격

요뽀끼 치즈컵은 ㈜영풍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온에서 1년간 보
관이 가능하며 컵 용기로 구성되어 전자레인지로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떡볶이 떡의 제조 방법 특허로 상온에서 1년간 보관 가능

Point ❷	 	컵 용기 제품으로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 가능

Point ❸	 	FSSC 22000, ISO 22000, US FDA,, HALAL, GLUTEN FREE, 
EAC, HACCP 등 인증서를 취득한 공장에서 생산하여 높은 
안전성 및 신뢰성 보유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64

홈페이지	 www.ypfoods.co.kr

연락처	 053-593-4787

이메일	 trade@ypfoods.co.kr

농업회사법인 ㈜영풍

㈜영풍은 색소와 방부제, 화학조미료를 쓰기보다는 어렵고 
힘들지만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깊은 맛을 지켜가는 
기업입니다. 떡볶이, 부침개, 호떡, 잡채를 생산하며 현재 일본, 
홍콩,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세계 17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더 팔기보다 몸에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고집스럽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농업회사법인 ㈜영풍

K-푸드 021 
(주)이지텍은 2018년 식품 브랜드 ‘자연공유’를 
런칭한 식품 기업입니다. 자연공유는 좋은 재료로 만들어 
맛있고 더 건강한 간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자연공유는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제품만을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17번길 20 4층

홈페이지	 www.jayeongongyu.com

연락처	 070-7836-0803

이메일	 eznjk@okegtech.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이지텍

자연공유
곤약쫀득이

(주)이지텍

제품 특장점

Point ❶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간식

Point ❷	 5가지 맛 (오리지날, 말차, 보이차, 매울신, 츄러스)

Point ❸	 무방부제, 무인공색소, 무인공향료

▶ 제품 구매처

1,300KRW가격

불량식품 쫀드기에서 건강 간식 쫀득이로 재탄생한 자연공유 곤약쫀득이입니다. 곤약을 첨가하여 밀가루 성분을 줄이고, 국
산 현미와 찰보리를 첨가해 고소한 맛을 더했습니다. 오리지널, 말차, 보이차, 매울신, 츄러스 5가지 맛으로 취향에 따라 골
라 먹을 수 있으며, 불에 굽거나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K-푸드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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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한알 ▶ 제품 구매처

16,000KRW가격

자연한알은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고 신선한 자연 원료만을 동결건조하여 육수의 깊이와 맛이 일품인 자연 조미료입니다. 자
연한알은 세계 최초로 만든 타정 형태의 자연 조미료(특허등록상품)로써 누구나 쉽고 간편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자연한알은 부분 건조가 아닌 모든 자연 원물을 동결건조함으로써 원물의 맛, 향 그리고 영양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저
희는 제품의 맛과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선택해주신 고객님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모든 원물 100% 동결건조를 고집
합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출근 전 바쁜 아침, �
자연한알로 시간은 물론 맛과 
영양 모두를 해결 가능

Point ❷	 	캠핑 시 간단하게 사용 가능

Point ❸	 	한국의 식재료를 구하기 �
쉽지 않은 해외 거주자들에게 
손쉽게 한국의 맛을 선사

㈜트루나스

㈜트루나스는 동결건조식품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트루나스

K-푸드 02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6로 32

홈페이지	 www.trunas.co.kr

연락처	 043-845-0153

이메일	 first99z@trunas.co.kr

㈜쟈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5년 이상 
전통의 커피&티 전문 기업입니다. 
35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장인 정신으로 
최고 퀄리티의 제품을 선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쟈뎅

쟈뎅 아워티 ▶ 제품 구매처

8,900KRW가격

과일의 풍미와 자연의 싱그러움을 한 잔에 담은 블렌딩 티입니다. 정성껏 말린 과일과 홍차 잎, 과즙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프리미엄 티 브랜드입니다.

K-푸드 024 

제품 특장점

Point ❶	 	엄선한 생과만을 저온으로 20시간 이상 천천히 건조해 지켜낸 생과일 그대로의 풍미 유지

Point ❷	 	세계 3대 홍차로 유명한 스리랑카 우바산 홍차 잎 등 좋은 홍차와 허브티를 선별해 깊은 풍미 완성

Point ❸	 	친환경 PLA 필터를 원료로 최적의 추출을 위해 개발한 아워티 전용 티백 사용

(주)쟈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62(논현동) 영빌딩

홈페이지	 www.jardin.co.kr

연락처	 02-546-3881

이메일	 jardin@jar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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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 타르트 ▶ 제품 구매처

10,000KRW가격

제주 감귤 타르트는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겨울철 과일인 감귤을 이용한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제주 감귤 타르트의 가장 중요한 감귤 잼은 즙이나 향이 아닌 실제 감귤을 조려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
합니다. 제주산 메밀 분말과 아몬드 분말을 넣은 비법 과자 반죽은 잼과 어우러져 더욱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냅니다. 제주를 대
표하는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제주 감귤 타르트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맛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실제 감귤을 조려 만든 잼의 자연스러운 새콤달콤한 맛과 제주산 메밀, 아몬드 분말로 반죽해 구운 
고소하고 부드러운 과자

Point ❷	 	많은 판매량을 통해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제주 대표 기념품

Point ❸	 	200도가 넘는 오븐에서도 잼 부분이 타거나 녹지 않는 특별한 제조 기술을 통해 촉촉한 식감을 유지

㈜제키스

제키스는 제주도 내 10년 연속 제과 판매량 	
1위 기업으로, 제주의 가치를 제품에 담아 건강하고 
정직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제키스

K-푸드 025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205

홈페이지	 www.jekiss.kr

연락처	 064-721-1950

이메일	 jekiss_mkt@naver.com

제주맥주는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크래프트 맥주 
회사로, 30년 양조 노하우를 가진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양조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국내 크래프트 맥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제주맥주(주)

제주 위트 에일 ▶ 제품 구매처

3,500KRW가격

싹을 틔운 밀로 만든 엷은 색과 부드럽고 상큼한 맛이 나는 맥주로, 제주 감귤 껍질의 상큼함과 섬세한 꽃 향, 입안 가득 부드
럽게 퍼지는 시트러스 향이 만나 산뜻한 끝 맛을 선사하는 밀맥주입니다.

K-푸드 026 

제품 특장점

Point ❶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
위트 에일(밀맥주) 스타일의 맥주로, 
제주 감귤 껍질의 상큼함과 섬세한 꽃 향, 
산뜻한 시트러스향이 특징

Point ❷	 	세계 3대 맥주 품평회 2018 AIBA 
벨기에식 밀맥주 은상 수상

Point ❸	 	2019 대한민국 주류대상 크래프트 맥주 
에일 부문 대상 수상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늠농공길 62-11

홈페이지	 www.jejubeer.co.kr

연락처	 02-2235-5559

이메일	 jejubeer@jejubeer.co.kr

제주맥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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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두레촌은 국내산 쌀과 엿기름을 원료로 하여 
조청과 엿, 한과류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2008년 
강봉석 대표이사가 농축산부 전통식품명인 제32호	
(엿, 조청 2개 분야 국내 최초·유일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아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농업회사법인(주)두레촌

조청명인이 만든
하루든든 견과바

▶ 제품 구매처

4,800KRW (150g)가격

명인조청과 국내산 생과일, 현미, 견과류를 기타 첨가제 없이 만든 건강한 간식입니다. 우리 쌀로 만든 명인조청으로 건강한 
단맛을 냈으며, 국내산 7가지 생과일(사과, 딸기, 배, 오미자,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을 넣어 제조하였습니다. 8가지 브
레인 푸드 견과(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건포도, 호두, 캐슈넛, 볶음 헤이즐넛)에 로스팅 공법을 사용하여 풍미와 
포만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설탕, 합성향료, 보존료, 착색료, 유화제 등을 넣지 않아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나
트륨이 없는 건강한 간식입니다.

K-푸드 027 

제품 특장점

Point ❶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2호로 인증받은 강봉석 명인의 조청으로 만든 무설탕 견과바

Point ❷	 	HACCP 인증을 통해 검증받은 위생적이고 깨끗한 시설에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

Point ❸	 	4대째(140년) 이어온 강봉석 명인이 직접 재료 선별 및 제조

소재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신촌길27

홈페이지	 www.doorechon.kr

연락처	 043-852-0714

이메일	 doorechon@hanmail.net

농업회사법인(주)두레촌 (주) 성경식품

지도표 재래식
성경 식탁김

▶ 제품 구매처

5,900KRW가격

재래김 본연의 부드러운 맛을 살려 풍미를 높였으며, 1봉지에 1~2인이 한 끼 식사할 수 있도록 알맞게 잘라 담아 만든 김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고급 원초를 두 번 구워 바삭한 식감

Point ❷	 	직접 짠 들기름과 최적의 기름 배합으로 더욱 깊은 맛과 향 냄

Point ❸	 	청정 해역의 바닷물로 만든 천일염을 일정 기간 동안 간수까지 제거하여 
깔끔한 끝 맛 유지

성경식품의 ‘지도표 성경김’은 成(이룰 성) 京(서울 경)의 뜻과 같이 
김의 수도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널 김 부문 MS 1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신 위생 설비를 갖추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 성경식품

K-푸드 028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
� 신탄진로 351(와동)

홈페이지	 www.sgkim.co.kr

연락처	 042-632-8600

이메일	 cytdc88@sgfoo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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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농산㈜은 우리나라 쌀 가공 산업 부흥과 쌀 소비에 
앞장서고, 나아가 농촌의 발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쌀 가공식품 선도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칠갑농산(주)

칠갑농산 쌀국수 ▶ 제품 구매처

5,900KRW가격

태양열에 자연건조하여 만든 국수로, 일반 열풍건조 국수에 비해 식감이 탱탱하고 쫄깃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쌀
가루가 40% 이상 함유되어 소화가 잘 되고, 섭취 후 속이 편안한 점이 특징입니다.

K-푸드 029 

제품 특장점

Point ❶	 	태양열에 자연건조하여 국수의 
원료인 밀과 쌀 본래의 맛을 �
잘 살렸으며, 면이 잘 풀어지지 
않고 불지 않아 다양한 국수 
요리에 활용 가능

Point ❷	 	쌀가루를 40% 이상 함유하여 
소화가 잘 되고 일반 국수에 
비해 부드러움

Point ❸	 	HACCP 인증을 통한 안전하고 
청결한 먹거리 인증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70

홈페이지	 www.chilkabmall.co.kr

연락처	 031-908-9275

이메일	 dh_lee@chilkab.co.kr

칠갑농산(주)

㈜한스코리아는 자연 경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즉석 쌀국수, 즉석 쌀라면 전문 
업체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국내 최고의 식품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일류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103-17

홈페이지	 www.cooksee.co.kr

연락처	 032-933-9114

이메일	 goshinkc@naver.com

㈜한스코리아

쿡시 쌀국수 ▶ 제품 구매처

1,100KRW가격

쿡시는 쌀을 주원료로 만들었으며, 기름에 튀기지 않아 담백함을 살린 면입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면발의 식감을 느끼실 수 있습
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즉석 쌀국수 4종으로 구성(멸치맛, 얼큰한맛, 김치맛, 해물맛)

Point ❷	 	쌀을 주원료로 사용, 기름에 튀기지 않아 담백하고 부드러우며 쫄깃한 면발을 구현

Point ❸	 	201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중기부 장관 표창장 수상 및 즉석식품조리기 우수 디자인(GD)상품 선정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한스코리아

K-푸드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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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프로폴리스는 국내·외 처음으로 무알콜·수용성 
프로폴리스 추출 기술(WEEP 공법)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 개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 2호 연구소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서울프로폴리스

프로비 프로폴리스
트리오 스틱

▶ 제품 구매처

20,000KRW가격

프로비 수용성 프로폴리스 트리오 스틱은 3개국의 프로폴리스 추출물과 꿀, 도라지 농축액, 생강 추출 분말, 홍삼농축액 등
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바쁜 일상생활로 지친 몸의 항산화, 구강 내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
니다. 1일 1회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틱 제품입니다.

K-푸드 031 

제품 특장점

Point ❶	 국내 최초 개발된 2종 기능성(항균, 항산화) 프로폴리스 스틱 액상제형

Point ❷	 	서로 다른 유효성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산 프로폴리스, �
브라질 그린 프로폴리스, 호주산 프로폴리스 3개국 혼합(특허)

Point ❸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와 같은 면역력 이슈에 특화된 프로폴리스 기능성

서울프로폴리스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22번길 7 
(방현동 418), 서울프로폴리스

홈페이지	 www.probee.kr

연락처	 042-862-4888

이메일	 probee@probee.kr

사회적기업 ㈜더동쪽바다가는길은 “믿고 드실 수 있는 
정직한 먹거리만 제공한다”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융화, 
발전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호샛길 115-10

홈페이지	 더동쪽바다가는길.com

연락처	 1522-1897

이메일	 seafriends20@naver.com

홍영의 붉은대게
백간장

▶ 제품 구매처

12,000KRW (500ml)가격

홍영의 붉은대게백간장은 영덕의 특산물 대게와 각종 천연재료를 넣고 진하게 추출한 추출물에 정제염을 넣고 숙성시켜 불순물
과 건더기를 필터링해 맑게 만든 소스입니다. 어간장의 산뜻한 감칠맛은 살리고 특유의 비린내를 없앴으며, 색깔도 맑게 구현해 
요리 색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투명 간장으로 사용 시 요리 특유의 색 보존

Point ❷	 	대게 추출액 70% 함유로 감칠맛 극대화

Point ❸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 믿고 사용 가능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더동쪽바다가는길

K-푸드 032 

(주)더동쪽바다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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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는 증류식 소주, 탁주 등 주류 제조업체입니다.
화요는 소주의 소(燒) 자를 파자한 것으로, 불을 뜻하는 
'화(火)'와 존귀하다는 뜻의 '요(堯)'가 만나 전통을 잇는 
한국 최고 증류주의 이름, '화요'가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화요

화요25 ▶ 제품 구매처

11,800KRW (375ml)가격

화요25는 국내산 쌀 100%, 여주 지하 150M 암반층에서 채취한 깨끗한 물로 만든 프리미엄 증류주입니다. 도수는 25도이
며,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깔끔한 맛을 자랑합니다. 쌀 향이 은은하고 목 넘김이 부드러워 스트레이트, 온더락, 칵테
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용해도 맛이 좋습니다.

K-푸드 033 

제품 특장점

Point ❶	 	숨 쉬는 항아리인 옹기에서 숙성해 �
불필요한 잡내와 독한 맛을 없애고 �
곡주 특유의 부드럽고 그윽한 향 완성

Point ❷	 	감압증류 방식을 통해 일반 전통주의 �
누룩 냄새와 술 찌꺼기 탄 냄새 등을 없애고 
쓴맛을 제거해 타 증류주와 차별되는 �
맑고 깨끗한 맛

Point ❸	 	고려청자 ‘철화 양류문 통형병’의 �
소박하고 단아한 멋을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쌀알의 �
빛깔을 입힌 주병이 특징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848

홈페이지	 www.hwayo.com

연락처	 02-3440-8685

이메일	 yjc@gkwangjuyo.com

(주)화요

(주)복지유니온은 지역사회 어르신의 영양 돌봄 체계 
구축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신체적·심리적 질환으로 인해 적절한 영양 공급 및 먹는 
즐거움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양질의 고령 친화 식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 광진구 자양로 247번지 고광빌딩 2층

홈페이지	 www.well-union.or.kr

연락처	 070-4632-1740

이메일	 unionwork90@naver.com

효반
연하도움식

▶ 제품 구매처

4,000KRW (300g)

12,000KRW (1kg)

가격

효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판매 중인 연하도움 대체식으로, 점성이 유지되어 입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목 넘김이 좋아 씹고 삼킴
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식사입니다. 현재 9가지 다양한 맛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부착성이 낮고 구강기 및 인두기 내에 �
잔존물이 없어 기도 질식 예방

Point ❷	 	죽류 보다 열량이 높으며 비타민과 �
미네랄 보강으로 균형적인 영양소 공급 가능

Point ❸	 	사레 걸림이 적어 안전하고 쉽게 식사 돌봄이 
가능해 흡인성 폐렴 예방(*기술 특허 취득)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복지유니온

K-푸드 034 

(주)복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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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리는 한식요리소스를 분말로 생산하는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OEM과 ODM 제품의뢰가 가능하여 국내 
1000여개의 레스토랑이나 10여개의 중대형 프랜차이즈에 
납품하고 있으며, 해외 18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쓰리 
제조시설은 FSSC22000, HACCP 인증을 받아 30여종의 
제품을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식회사 미쓰리

미쓰리떡볶이소스	
(분말타입)

▶ 제품 구매처

1,500~2,200 KRW가격

미쓰리떡볶이소스는 8종으로 01~05번까지 매운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번은 순한 맛으로 어린이용, 1.5번은 외국인
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단짠맛, 02번은 가장 한국적인 매콤달콤한맛, 03~05번은 매콤한맛, 매운맛, 불맛으로 매운단계
별로 즐길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그외 고춧가루가 첨가되지않은 짜장맛, 카레맛이 있습니다. 미쓰리떡볶이소스는 떡볶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요리 또는  매운맛을 내야하는 해외현지음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K-푸드 035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정량화, 표준화가 되어있는 레시피소스로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맛을 낼 수 있음

Point ❷	 	분말로 되어있어 유통기한이 길고 휴대가 
간편함

Point ❸	 	조리시간이 짧고 조리방법도 쉬움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 54

홈페이지	 www.missleefood.com

연락처	 031-767-4516

이메일	 missleefood@naver.com

주식회사 미쓰리

(주)메디프레소는 건강한 우리의 한방차를 현대인에게 간편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캡슐화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로 티캡슐 상용화를 이루었으며, 
변화하는 건강한 식음료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맞춰 머신하나로 
커피와 티를 즐길 수 있는 뉴노멀 비즈니스에 맞춰 지속적이고 유연한 
개발, 생산, 유통을 종합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807호

홈페이지	 www.medipresso.com

연락처	 02-2224-5933

이메일	 gs@medipresso.com

메디프레소 	
한방 티 캡슐

▶ 제품 구매처

17,200KRW가격

다양한 전통 재료를 하나의 캡슐에 고이 담아 온전히 내 몸에 이로움을 더해 주는 십전티캡슐, 건강하게 즐기는 달콤하고 쌉싸름
한 진한 매력을 전하는 K-Tea 쌍화티캡슐,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지 않게 은은하고 감미롭게 즐길 수 있는 전통차 체감티캡슐입
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간편하게 즐기는 건강한 
한방차입니다.

Point ❷	 	기존 커피캡슐머신에 
호환가능합니다.

Point ❸	 	생분해성 PLA캡슐에 담아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메디프레소

K-푸드 036 

(주)메디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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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감와인은 제 17대, 18대 대통령 취임 건배주로 선정되는 
등 전통주로서 많은 대회에 이름을 알리고 수상을 해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감으로 만든 전통주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청도감와인

감그린 	
레귤러

▶ 제품 구매처

21,000KRW가격

100년된 와인 터널에서 2년이상 숙성시킨 세계유일의 감와인으로 알콜도수 12%로 풍부한 감미와 산미 떫은 맛의 부드러
운 조화, 스파이스한 풍미와 산미와 함께 은은하고 부드러운 산뜻한 맛이 나며, 생선 및 치즈와 잘 어울립니다.

K-푸드 037 

제품 특장점

Point ❶	 2년 이상 와인터널 숙성

Point ❷	 	Golden color, Sweet하고 산뜻한 맛

Point ❸	 	생선, 치즈와 잘 어울림

소재지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1길27

홈페이지	 www.gamwine.com

연락처	 054-371-1100

이메일	 webmaster@gamwine.com

청도감와인

주식회사 가리미는 2002년 설립된 스시노리 전문 생산, 
제조기업으로 현재 유럽과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 25개국에 
수출 중입니다. 가리미는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제품 생산, 
유통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맛과 가격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스시노리 생산 전문기업으로서 김 수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 125번길 123

홈페이지	 www.k-garimi.co.kr

연락처	 1577-3811

이메일	 seaweed@k-garimi.co.kr

가평잣김 ▶ 제품 구매처

1,200KRW 가격

가평잣김은 잣기름을 김에 발라 구운 김으로 가평의 특산품인 잣과 대한민국  청정 남해안의 김을 접목한 ㈜가리미만의 특허 제
품입니다. 가평잣김에는 가리미만의 특허기술로 잣기름을 추출하여 만든 제품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의 영양간식으로 적합합니
다. 본 제품은 가리미의 특허기술과 차별화된 맛을 바탕으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잣으로 유명한 가평의 생잣을 가리미만의 특허등록된 기술로 
잣기름 및 잣가루를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Point ❷	 	추출한 잣기름 및 잣가루를 첨가하여 구워 밥반찬은 물론 
어린이 및 학생들의 영양간식으로 적합합니다.

Point ❸	 	한끼식사에 좋은 사이즈와 중량으로 한 봉씩 개별 포장이 되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가리미

K-푸드 038 

(주)가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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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랜드비스타

최근 간편하고 고급화된 제품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그랜드비스타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진행한 
경험과 지켜온 신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워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그랜드비스타

호떡당 호떡
5,400KRW가격

2013년 대학로매장 오픈과 동시에 줄서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해진 호떡당입니다. 고객님들의 사랑과 호떡당만의 특별한 
발효기술 및 수제방식으로, HACCP 인증시설에서 깐깐하게 만들어 남녀노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국민간식으로 거듭났
습니다. 수제호떡의 맛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신선포장으로 안전하게 문 앞까지 배송해드릴께요. 호떡런은 이제 그만! 전
국 체인 맛집 호떡당 호떡을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K-푸드 039 

제품 특장점

Point ❶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민대표간식

Point ❷	 	수제로 빚어낸 차별화된 발효기술로 특별한 
맛을 제공

Point ❸	 	해동 후 말랑해졌을 때 기름없이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드시면 호떡 본연의 맛을 즐기실 수 
있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1-14 인수빌딩 B1

홈페이지	 www.grandvista.co.kr

연락처	 02-1577-4660

이메일	 info@grandvista.co.kr

▶ 제품 구매처

넥스트바이오는 ‘natural extraction biotech’ 
를 지향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주력 상품인 커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천연 허브 콜드브루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자연추출전문 기업입니다.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제2농공단지로 65-10

홈페이지	 www.nextbio.co.kr

연락처	 033-345-0026

이메일	 ceo@nextbio.co.kr / jhyu@nextbio.co.kr

 브루젠 	
콜드브루 커피

▶ 제품 구매처

25,000KRW 가격

“브루젠 콜드브루 커피”는 넥스트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수퍼드랍공법을 활용하여 추출한 20brix 이상의 고농도 커피 원액을 베
이스로 한 제품입니다. 저온 (18℃ 이하)에서 추출하여 원두가 가진 맛과 향,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 하였으며, 깊고 풍부한 맛
이 특징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고농도 콜드브루 �
저온에서 추출하여 부드럽고 
풍부한 맛

Point ❷	 	세계최초 수퍼드랍공법�
기존의 침출, 점적식이 아닌 
단시간, 고농도 추출방식

Point ❸	 	HACCP 인증 안심공정�
자동화된 HACCP 인증 
공정에서 위생적으로 생산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넥스트바이오(주)

K-푸드 040 

넥스트바이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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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원조 대구막창의 판매를 시작으로 1999년 
막창 가공판매를 시작한 식육부산물 유통전문기업 
(주)달구지푸드는 위생적인 생산시설과 공정, 그리고 차별화된 
다양한 아이템 개발로 막창의 본가 대구에서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습니다. 고객을 위한 No1, 그 하나만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달구지푸드

훈제돼지막창
10,000KRW가격

1999년 부터 이어진 대구막창의 원조 ‘달구지막창’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훈제돼지막창!! 특허기술이 3가지나 적용된 제
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 이제 집이나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기세요.

K-푸드 041 

제품 특장점

Point ❶	 	특허 기술 3가지(스팀, 훈제, 
벤조피렌저감화)가 녹아 있는 제품!

Point ❷	 �훈제처리로 돼지 특유의 냄새를 줄여 
선호도를 높인 제품!

Point ❸	 	초벌 및 IQF 냉각된 제품으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농공공단길 10.

홈페이지	 www.dalgooji.kr

연락처	 053-593-5910

이메일	 dal5910@naver.com

▶ 제품 구매처

(주)달구지푸드

2002년 창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표특산물인 
고려인삼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하고있는 회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인증, HACCP지정을 받았으며 
20여개국 수출을 통해 고려인삼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 입니다.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586

홈페이지	 www.ddkorea.co.kr

연락처	 041-753-8803

이메일	

홍삼정 프리미엄 ▶ 제품 구매처

60,000KRW가격

다른 첨가물없이 오직 100% 6년근홍삼농축액과 정제수만 함유된 스틱형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한 홍삼제품 입니다.홍삼정프리미엄은 금산군에서 군수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였으며, 대동고려삼의 특허기술로 제조되어 
홍삼 고유의 향과 유효성분손실을 최소화한 제품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1일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Rg1,Rb1 및 Rg3의 합) 20mg을 섭취할 수 있는 고함량 제품

Point ❷	 	GMP 인증 및 HACCP 지정을 갖춘 시설에서 생산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

Point ❸	 	휴대가 편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스틱형 건강기능식품 제품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대동고려삼(주)

K-푸드 042 

대동고려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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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운은 지난 30년 동안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리기 위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찾아 가는 고객의 
눈이었으며, 손과 발이었습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니즈가 확산하는 요즘.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대운푸드시스템

엄마네 생순살 고등어조림 	
(매콤한맛)

6,800KRW가격

엄마네 생순살 고등어조림(매콤한맛)은 5분 간편조리, 99% 가시제거와 자사특허 비린내제거용법을 통해 생선조리의 불편
함을 덜었습니다. 초벌하지 않은 생순살로 신선한 비주얼과 식감까지 잡았습니다. 번거롭다고만 느끼셨을 고등어조림을 이
제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K-푸드 043 

제품 특장점

Point ❶	 99% 가시제거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생선을 섭취!

Point ❷	 �자사특허 비린내 제거 기술로 영양만점 고등어를 
비린내 없는 고유의 맛으로 즐겨요!

Point ❸	 	전자레인지용 트레이와 필름으로 환경호르몬 없이 
안전하게!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옹주물로 31-38

홈페이지	 www.daewoonfood.com

연락처	 010-5115-5588

이메일	 cdfs4000@naver.com

▶ 제품 구매처

대운푸드시스템

2007년 (주)루시카토는 대한민국 1등 디저트 회사를 목표로 
탄생한 브랜드로서 마리웨일은 높은 품질과 서비스, 매력적인 
음료와 다양한 프리미엄 디저트를 전하는 카페 브랜드로 세계의 
다양한 디저트를 전하기 위해 최고의 디저트 그룹을 뛰어 
넘어 고객은 물론 가맹점주도 행복한 차별화된 디저트 문화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이끌어 나갑니다.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
1206-7호(강서아이티밸리)

홈페이지	 www.lucycato.co.kr

연락처	 1833-8514

이메일	 mari@lucycato.co.rk

루시카토 마카롱 	
9입 세트

▶ 제품 구매처

31,500 KRW 가격

이탈리안 머랭을 사용해 항상 쫀득쫀득한 꼬끄와 전용 크리머를 이용해 제조하는 부드러운 버터크림 필링, 개성 넘치는 맛의 조
화가 마음을 녹이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루시카토 마카롱입니다. 모든 마카롱의 색은 타르색소가 아닌 천연 재료를 이용한 색
소만을 사용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 맛있고 건강한 맛을 추구합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정통방식 그대로 구운 꼬끄

Point ❷	 	개성적인 맛과 색으로 채운 버터크림 
필링

Point ❸	 	마카롱에 딱맞는 패키지로 배송하며, 
넉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루시카토

K-푸드 044 

(주)루시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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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설립하여 곡물과자만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기업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맘모스제과

우리쌀	
곡물과자

20,000KRW가격

국내산 곡물만을 사용해서 만든 오곡쌀과자, 통밀펑과자, 홍삼오곡과자, 생강쌀과자, 현미쌀과자 5종을 한번에 즐길 수 있
는 전통과자입니다. 

K-푸드 045 

제품 특장점

Point ❶	 국내산 곡물만을 사용하였습니다. 

Point ❷	 �기름에 튀기지 않았습니다. 

Point ❸	 무색소, 무첨가물을 사용한 건강한 간식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둔촌대로526번길 8

홈페이지	 www.mammos.co.kr

연락처	 031-741-2000

이메일	 mammos01@hanmail.net

▶ 제품 구매처

(주)맘모스제과

(주)BTC는 2006년에 설립되어 천연물 건강기능성 소재와 
의약품 신약 연구개발과 제조 및 유통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필요 인증을 획득한 자체 고품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지역에 공급 및 구매 Global 
Network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
기술고도화동 703호

홈페이지	 www.btcbio.com

연락처	 031-500-4290

이메일	 info@btcbio.com

퍼멘진 	
발효홍삼 스틱

▶ 제품 구매처

109,000KRW 가격

퍼멘진 발효홍삼 스틱은 유산균 발효 특허공법으로 제조한 발효홍삼농축액입니다. 특허기술로 쓴맛을 개선한 발효홍삼과 블루
베리맛으로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며, 하루 1포로 진세노사이드 Rg1+Rb1+Rg3의 합 1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비티씨

K-푸드 046 

(주)비티씨

제품 특장점

Point ❶	 	유산균 발효 특허공법으로 제조한 발효홍삼농축액으로 �
체내 흡수가 용이합니다. �
※ 100% 한국산 6년근 농협 인삼만 사용

Point ❷	 	특허기술로 쓴맛을 개선한 발효홍삼과 블루베리맛으로 �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Point ❸	 	하루 1포로 진세노사이드 Rg1+Rb1+Rg3의 합 10mg을 �
섭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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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맛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맛’을 넘어서 ‘삶’까지 
함께 하고 싶은 상경에프앤비는 늘 여러분 옆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요리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온가족 
식탁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맛! 상경에프앤비가 꿈꾸는 ‘맛있는 
삶’ 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식회사 상경에프앤비

콕짜요 	
치킨소스

3,900~7,900KRW 가격

K-SAUCE의 선두주자! 한국의 전통 치킨소스. 소스 및 기타가공품류·곡류가공품류(시즈닝/파우다/염지제)등 전문적으로 
제조·생산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용량, 간편식 등 식생활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K-푸드 047 

제품 특장점

Point ❶	 	국내산 생야채들을 직접 갈아 넣어 깊은 
신선한 풍미를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Point ❷	 	실리콘 캡 사용으로 벌레·먼지 유입 
차단과 새지 않아 장기간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 

Point ❸	 	사용하기 편리함, 흔들림이나 두드림 
없이 가볍게 눌러서 사용하기 편리함

Point ➍	 	1. 자체 공장에서 제조 �
2. 직접생산·배급을 통한 정직한 가격�
3. OEM·ODM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100

홈페이지	 www.funtable.co.kr

연락처	 041-742-3311~3315

이메일	 skf033@skfnb.net

▶ 제품 구매처

주식회사 상경에프앤비

㈜세준에프앤비는 FSSC2200, HACCP 인증을 받은 떡, 
누룽지, 소스 제조회사로, 진정한 의미의 소울푸드를 생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입니다.

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남면 흥성길 53

홈페이지	 www.sejun.co.kr

연락처	 033-432-9346

이메일	 hoyalee@sejun.co.kr

떡국맛집 ▶ 제품 구매처

3,000KRW 가격

진한육수에 쌀떡을 넣어 2분만에 조리완성,  4가지 종류의 다양한 맛으로  라면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즐길수 있는 건강한 간편식
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12개월 상온에서 보관 가능

Point ❷	 진한 감칠맛의 육수

Point ❸	 다채로운 고명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세준에프앤비

K-푸드 048 

(주)세준에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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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준푸드농업회사법인(주)은 대한민국 식품 명인 77호로 지정받아 
우수한 대한민국 전통문화 전통음료를 대를 이어 조상의 얼을 
유지하고 후손에게 우수한 전통식혜 제조 방법등을 전수하여 3대를 
이어가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세준푸드농업회사법인(주)

하늘청감주
1,500KRW 가격

고두밥에 엿기름 우린물(보리가루를 물에 우린것) 따른한 온도에서 삭힌(당화)과정에서 감주의 독특한 풍미를 생성되는 천
연의 말토오스가 좌우함에 따라 전통감주는 효소 활성화를 위해 900분이상 물과 침지 및 삭힌을 300분 이상을 유지하고 밥
알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의 감주라는 자연의 맛의 전통 제품입니다. 전통음료 감주를 실온(1-35도) 보관 및 유통기
한이 12개월 유지됨으로써 국민음료 즉 대중음료로 장소에 제한없이 아주 손쉽게 섭취 가능합니다.

K-푸드 049 

제품 특장점

Point ❶	 	- �감주의 원료는국내산 엿기름 보리, 햅쌀, 
설탕 등으로 단순한 원료 배합과 인공 
첨가물이 없이 자연 허들방식(온도, 시간, 
Ph, 수분, 산소등)으로 천연의 맛을 구현

� 	- �보리 엿기름에 내포한 천연 효소제인 
아밀라제를 다량 추출을 위해 장시간 �
기다림의 제조 공정 수행

� 	- �당화력이 뛰어나 고유 감주의 최적 풍미 
생산 

Point ❷	 	�- �요양원 , 환자용. 노인 어르신등의 용도의 
전통음료

	 	�- �스포츠 음료(골프, 등산 등), 야유회, 외식, 
각종 세미나·모임등에 활용이 용이

	 	�- �휴대성, 간편성, 자연의 풍미성이 우수하여 
소비자 접급성이 뛰어남

Point ❸	 	�- �밥알이 없어 외국인, 어린이, 유아 등 
섭취하기가 매우 용이

	 	�- �세계인의 입맛을 손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전통음료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가마을길 63 �
� 세준푸드

홈페이지	 www.sejunfood.co.kr

연락처	 031-761-4564

이메일	 webmaster@sejunfood.co.kr

▶ 제품 구매처

세준푸드농업회사법인(주)

세계 문화유산 신안 갯벌 수산물에 대한민국 1호 감별사의 
전문성을 담은 수산식품 전문 기업 입니다. 최고품질의 선별을 
통해 깨끗함과 정성을 담아 건강한 식품을 만든다.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품질을 공급하는 것이 신안씨푸드 사명입니다.

소재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로 368-24

홈페이지	 www.sinan.co.kr

연락처	 010-2706-1679

이메일	 www.seaprdoucts@naver.com

코리아팝김 	
오리지널

▶ 제품 구매처

22,000 KRW가격

세계 유네스코 지정 신안 갯벌 지주식으로 키운 고급 원초를 사용하여 김의 고유의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코리아팝김은 김의 바
삭함과 제품을 뜯었을 때의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Pop과 대한민국 K문화 홍보를 위한 K-POP 의미의 브랜드입니다. 남녀노
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밥에 먹어도 어울리고, 맥주안주로도 먹어도 어울리는 간편하고 맛있는 도시락 김 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단백질과 비타민 A와 비타민 
B1, 비타민 C가 많이 함유 
되어있습니다.

Point ❷	 	각종 성인병 억제, 피부미용, 
정력증강, 암예방, 갑상선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며, 모든 영양소를 
갖춘 완벽한 식품에 가까운 
해조류 식품입니다.

Point ❸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생식할 경우 암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신안씨푸드

K-푸드 050 

(주)신안씨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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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 선정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상한 청년농부인 
김영순 대표가 재배 직접 원재료를 선별하여 만든 믿을수 있는 
HACCP 인증 특허받은 제품으로, 2018년 전라남도 스타트업 
대상, 농업과기업간경진대회 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 2019년 
국민일보 청년창업 우수상, 2020년 으뜸청년농업인 대상 
수상한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아름답게그린배영농조합법인

꼬샤꼬샤	
도라지배즙

14,900KRW 가격

신지식농업인 원예학석사 청년농부가 운영하는 아름답게그린배에서 만드는 haccp 인증 특허받은 과채쥬스입니다. 

K-푸드 051 

제품 특장점

Point ❶	 	100% 국내산 배 및 도라지만을 
엄선하여 사용

Point ❷	 �생산자가 주 원료인 배를  재배, 수확, 
가공, 판매 까지 직접함으로써 믿고 
먹을수 있음

Point ❸	 	�배즙 제조방법 특허 2건, 제조장치 
제조공정 특허 

소재지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홈페이지	 www.migreenpear.com

연락처	

이메일	 kkk7012@daum.net

▶ 제품 구매처

아름답게그린배영농조합법인

눈건강 NO.1 브랜드. 20년 가까이 눈 하나만 고집해온, 눈건강 NO.1 
브랜드 안국건강입니다.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눈건강 기능 식품, 
안국건강이 제대로 만듭니다. 안국의 진심, 고객의 고민거리에 초점을 
맞춘 눈건강 결정체를 모았습니다. 이제, 눈 건강은 안국건강으로 
안심하세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1층 1호 

홈페이지	 www.shopagh.com

연락처	 02-834-5182

이메일	 dhlee@ag-health.com

안국 루테인 	
지아잔틴 플러스

▶ 제품 구매처

26,900 KRW 가격

20년 가까이 눈 하나만 고집해온, 눈건강 NO.1 브랜드 안국건강의 대표 제품입니다. 황반색소의 주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보충해야 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안국 루테인 지아잔틴 플러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황반색소 밀도(MPOD)’ 변화량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섭취군 44.9% 증가 / 대조군 9.2% 증가 / 시험대상 
60명)

제품 특장점

Point ❶	 	루테인지아잔틴 식약처 권장 1일 
섭취량 최대(20mg) 충족 (루테인 
18.18mg + 지아잔틴 1.82mg) 

Point ❷	 	안국건강의 인도 전용농장에서 
계약 재배한 우수한 품질의 
마리골드 사용

Point ❸	 	항산화와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기능성 추가 (비타민C, 
비타민E, 구리, 아연)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안국건강(주)

K-푸드 052 

안국건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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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시디디(주)는 전북 김수출 1위기업으로서 전북의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선도기업입니다. 2011년 설립하여 5년만에(2016년) 
1천만불 수출성과를 거뒀고, 무역공로를 인정받아 전북도지사 등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출국으로는 태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등이며 
수출품으로는 김밥김(마른김, 구운김), 김스낵 등이며, 김제품 외에도 
다양한 해조식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에스시디디(주)

정담김
구운 곱창김 (10매)

3,700KRW (28g)가격

곱창김은 생김새가 꼬불꼬불한 곱창같다 하여 이름 지어졌으며, 1년에 단 20여일만 수확할 수 있는 생산량이 많지 않은 귀
한 김입니다. 구운곱창김은 다른 김보다 식감이 특별하고 단맛과 향 좋아 미식가들이 찾는 제품으로, 특유의 달콤하고 고
소합니다. 2022년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2020~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최우수브랜드, 우수브랜드를 수상하였습
니다.

K-푸드 053 

제품 특장점

Point ❶	 타사 대비 고품질의 초사리 곱창김을 사용

Point ❷	 타사 대비 고품질로 포장하여 보관이 편리하다는 장점

Point ❸	 국내외 인증받은 시설 및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

소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제석사지로 
285

홈페이지	 www.scdd.co.kr

연락처	 063-832-8504

이메일	 scdd@scdd.co.kr

▶ 제품 구매처

에스시디디(주)

K-BUNSIK 	
떡볶이

2014년에 설립된 Okra International Co” Ltd.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싱, 개발 및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해외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노력하는 
오크라인터내셔날이 될 것입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
프라이빗타워 2차, 1308호

홈페이지	 www.okrain.com

연락처	 02-2658-2662

이메일	 okra@korinus.com

▶ 제품 구매처

2,500KRW 가격

K-BUNSIK TOK-POKI는 한국의 길거리의 대표적 음식인 떡볶이 제품입니다. K-BUNSIK 떡볶이는 떡이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넣어 만들어서 소스가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할랄인증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다양한 연령층의 섭취가 가능함

Point ❷	 	상온보관 제품으로 1년동안 장기 
보관이 가능함

Point ❸	 	혼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1인용 제품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오크라인터내셔날

K-푸드 054 

(주)오크라인터내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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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올레바당은 HACCP 지정을 받아 위생적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주도 산지 수산물을 직접 가공/생산하여 
학교급식, 홈쇼핑, 온라인몰 등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주 딱새우를 활용하여 컵라면, 마라면 등을 
개발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등 해외에도 성공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영어조합법인올레바당

제주딱새우	
라면

30,000KRW 가격

청정 제주 딱새우만을 엄선하여 찌고, 말리고, 분쇄하여 진공 로스팅한 뒤 티백 속에 딱새우의 진한 맛을 꽉 가두어 단 3분이
면 시원한 국물이 우러납니다. 감자면을 사용하여 쫀득한 식감과 담백한 맛을 더했으며 국내산 고추분태와 야채 후레이크를 
추가하여 얼큰한 맛 또한 살렸습니다.

K-푸드 055 

제품 특장점

Point ❶	 	청정 제주에서 어획한 신선한 딱새우만을 엄선
Point ❷	 	특허 인증 받은 진공 로스팅 기술로 딱새우의 

진한 맛을 티백 속에 꽉!
Point ❸	 	감자면을 사용하여 쫀득한 식감과 담백하고 

시원한 맛을 살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근내길 74

홈페이지	 www.hanolle.com

연락처	 070-4122-2222

이메일	 kshb0000@naver.com

▶ 제품 구매처

영어조합법인올레바당

홍삼액에 	
인삼이 뿌리채 

“자연을 향한 건강한 먹거리” 이비채는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으로 최상의 만족도를 선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다양한 생산설비로 고객과 파트너의 만족도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건강식품 전문 제조 기업 입니다.

소재지	 �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공단길 21

홈페이지	 www.ebiche.com

연락처	 054-336-5300

이메일	 ebiche@naver.com

▶ 제품 구매처

25,900/24,900KRW (120ml X 12)병가격

특허보유 (제10-0737271/수삼과 홍삼농축액을 이용한 기능성음료 제조)제품. 홍삼액에 3년근이상 인삼이 뿌리째로 함유된 제
품. 시각, 후각, 미각을 동시에 충족! 비타민B1 추가로 기능성, 영양성까지 겸비한 우수한 제품. 홍삼과 인삼을 동시에 섭취. 한국
전통식품BEST5 국무총리상(금상)수상제품. 글로벌누적판매370만병 이상!(최근6년기준)

제품 특장점

Point ❶	 	홍삼과 인삼을 동시에 섭취! 
비타민 b1까지 영양성 겸비한 
건강한 제품

Point ❷	 	시각,후각,미각 동시에 충족. 
4년근홍삼과 3년근인삼을 한번에 
섭취

Point ❸	 	한국 전통식품 BEST5 금상 
수상(국무총리상)과 HALAL인증 
제품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농업회사법인(주)이비채

K-푸드 056 

농업회사법인(주)이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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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엘인터내셔널은 2011년 설립, 100-1=-99 슬로건 아래,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무역을 기초로 하여 연구소 R&D, 제조, 
유통 및 홍보마케팅에 이르는 다각화 사업을 통해 많은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R&D를 위해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세계로 뻗어가는 이엔엘인터내셔널을 
만들어 갑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이엔엘인터내셔널

갓소스
6,900KRW 가격

‘갓소스’는 분말타입의 ‘만능요리소스’로 액상소스보다 유통기한이 길어, 해외여행 및 캠핑, 여행 등에서 요리 시 활용도가 
높게 개발된 제품으로 화학 캡사이신 첨가없이 100% 양념 고춧가루 기반으로 위생적인 관리와 스마트한 시스템에서 생산
하고 있습니다. 갓소스 1BOX : [60g X 4팩(8~12인분)] / 1팩당 2~3인분. Size / Weight: 45mm x 125mm x 160mm / 
240g (1BOX) * 매운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1단계 : 순한맛 (아이들도 잘먹어요) - 2단계 : 매운맛 (신라
면보다 살짝 더 매운 맛) - 3단계 : 아주 매운맛 (매운맛 매니아용)

K-푸드 057 

제품 특장점

Point ❶	 	육류와 해산물, 각종 면요리, 
나물들과 최적의 조합을 
이루는 분말타입 조미료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을 
간단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음 
(떡볶이, 제육볶음, 닭볶음, 
생선조림, 나물무침, 비빔냉면, 
물회 외 피자, 스파게티, 
과자(나쵸 등)의 시즈닝)

Point ❷	 	알루미늄 파우치 포장으로 
공기 접촉률을 낮춰 제품의 
변질이 없고, 무게가 가벼워 
휴대와 운반이 간편, 액상소스 
보다 유통기한(1년 6개월)로 
길어 보관 및 수출 시 용이

Point ❸	 	HACCP(해썹), ISO9001, 
ISO22000, FSSC22000 
인증, FDA 시설 및 제품등록, 
AEO인증, EAC인증, 
전문무역상사 인증, 메인비즈 
인증

소재지	 이엔엘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www.enltr.com

연락처	 02-6447-0406

이메일	 enltrco@naver.com

▶ 제품 구매처

이엔엘인터내셔널

정성드리 	
하동재첩국

정성드리는 “마음을 건강한 먹거리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인 하동재첩국의 경우, 국내 다양한 온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되어지고 있으며, 2017년 미국, 캐나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해외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50-3

홈페이지	 www.jeongseongdeuri.com

연락처	 1668-0743

이메일	 hadongmall@naver.com

▶ 제품 구매처

34,000KRW가격

정성드리 하동재첩국은 섬진강 유역에서 채취된 재첩을 엄선해 만든 제품입니다. 아주 작은 조개에서 우러나는 시원한 국물 맛
이 일품인 제품으로, Haccp인증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가공시설에서 제조한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입
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섬진강 재첩만을 엄선해 만든 
전통 먹거리

Point ❷	 	2014년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브랜드 대전 대상 수상

Point ❸	 	HACCP 인증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가공시설에서 제조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정성드리

K-푸드 058 

정성드리



162 163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폐사는 기존 사업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2017년 프리미엄 스낵 전문 브랜드 ‘인비바’ 를 런칭했습니다. 
‘인비바’는 정직하게 만들고 다양한 제품을 통해 다채롭고 
풍부한 맛을 전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다름’을 통해 매일 1%씩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제이미크론

인비바 	
과채가공칩 

2,800KRW 가격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원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과일&야채칩 입니다. 간식 하나도 칼로리 부담 없이 가볍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첨가물을 넣지 않은 건강한 간식으로, 저온진공후라잉 공법을 이용하여 원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 그리고 식감까지 살려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스낵입니다.

K-푸드 059 

제품 특장점

Point ❶	 	국내산 원재료

Point ❷	 	첨가물 ZERO

Point ❸	 	원재료의 맛, 식감, 
영양이 그대로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73번길 12 

홈페이지	 www.j-micron.co.kr

연락처	 070-8676-8341

이메일	 hihahn@j-micron.co.kr

▶ 제품 구매처

(주)제이미크론

고려홍삼정과

한국에서 인삼과 허브를 직접 생산 및 가공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홍삼 가공과 허브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국내 대표 특산품인 인삼을 주원료로 홍삼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약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보조식품 
개발은 물론, 첨단기술과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건강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소재지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2로 30

홈페이지	 www.cheonsuin.com

연락처	 043-642-6909

이메일	 cheonsuin@daum.net

▶ 제품 구매처

2,000KRW (20g)가격

아카시아 꿀과 올리고당에 재운 한국의 대표적인 홍삼입니다. 독특한 향과 달콤한 맛, 쫄깃한 식감,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양이 
특징입니다. 한국의 홍삼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증가시키고, 몸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우울증과 피로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완벽한 선물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위생적인 개별포장 �
뿌리별로 개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먹을수 있고, 위생적인 포장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Point ❷	 	100% 한국인삼의 깊고 풍부한맛 �
방부제, 무착색제, 무향료; 깨끗한 
기본재료만 사용합니다.

Point ❸	 	HACCP 인증 시설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제천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

K-푸드 060 

제천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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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F&B는 전남 나주에 소재하고 잇는 음료전문 제조업체로, 
나주의 특산품인 배와 기타 과실-채소를 원료로 다양한 건강 지향형 
과채음료 및 기타 가공품을 생산하여 자사제품 개발 및 OEM, 수출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좋은영농조합법인

헬로아이 	
배도라지

25,900 / 24,900KRW가격

한국 배 주산지인 ‘나주배’를 사용하며 준비된 설비와 16년 배음료 전문으로 납품한 제조 노하우로 배 원물의 자연에서 나오
는 당으로 인위적이지 않게 단맛을 내었습니다. 특허받은 기술력, NFC착즙공법과 3번에 걸친 살균으로 제품을 생산. 미국 
아마존 입점 ‘초이스’ 등극으로 상품성이 검증되었습니다.

K-푸드 061 

제품 특장점

Point ❶	 	물한방울 섞지않은 NFC 
착즙공법, 3번에걸친 살균

Point ❷	 	과즙함량 95% 이상의 
달콤한 과채주스

Point ❸	 	국내산 나주배, 도라지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길 87

홈페이지	 www.goodfnb.com

연락처	 061-335-9630

이메일	 sales@goodfnb.com

▶ 제품 구매처

좋은영농조합법인

꿀백설기

(주)착한떡/GRC Corp. 는 한국의 고유 음식인 우리민족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음식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먹거리 ‘떡’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가야로  199

홈페이지	 www.goodricecake.com

연락처	 1588-2279

이메일	 goodbreadvip@naver.com

▶ 제품 구매처

700KRW (20g)가격

멥쌀로 만든 백설기 사이 흑임자 흑설탕을 섞은 꿀소스가 고소함과 달콤함을 이루는 꿀백설기입니다. 바쁜 현대화 사회 간단한 
아침대 용으로 한끼를 책임지며 개별포장이 되어있어 더욱 위생적이고 휴대성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
겨먹을 수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착한떡 대표제품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정직한 재료 사용 100% 국내산 쌀과  엄격히 고른 최상의 재료로 사용

Point ❷	 	안심먹거리, 무식품첨가물로 색소나 향을 인위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Point ❸	 	깔끔한 개별포장, 소포장으로 간편하게 보관과 휴대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섭취 가능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착한떡

K-푸드 062 

(주)착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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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에프앤비는 엄격한 원료 및 품질관리와 원활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식품 
기업입니다. 못생겨서 버려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착즙 
주스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제조부터 도소매, 
학교 급식, 온라인 판매와 해외 수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초록 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

건강한 사과즙
24,900KRW가격

사과를 휴롬기에 착즙하는 것처럼 껍질째 통째로 착즙하여 식이섬유와 영양성분을 손상시키지 않는 NFC 방식으로 생산된 
사과주스입니다. 물,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저온으로 착즙하여 사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기호 및 각종 품
질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학교 급식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K-푸드 063 

제품 특장점

Point ❶	 	당도 높은 국산 사과를 5번 세척 후 껍질째 
통째로 갈아서 착즙한 사과 주스

Point ❷	 	물, 감미료, 인공색소, 보존료, 인공향료 등 
비타민C를 제외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사과100% 주스

Point ❸	 	UHT살균 방식으로 과즙이 직접 열에 닿지 않고 
단시간 (3분) 살균되어 사과즙의 맛과 영양소 
파괴 최소화

소재지	 전남 영암군 영암공단로 39-21

홈페이지	 www.greenfb.kr

연락처	 061-813-0105

이메일	 igreenfb@naver.com

▶ 제품 구매처

초록 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

청춘불판 	
무뼈불닭발 

농업회사법인(주)코리아식품은 700여평의 자가공장에서 다양한 
축산가공품, HMR, 헬스케어푸드, 고령친화식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스타기업, 프라이드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스모크하우스 및 다양한 설비, 포장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부터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HACCP(국제HACCP)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7

홈페이지	 www.oldmaster.co.kr

연락처	 054-333-9960

이메일	 koreafood86@gmail.com

▶ 제품 구매처

8,900KRW (20g)가격

200g의 규격으로 국내산 무뼈닭발을 사용하였습니다. 양념이 흐를 일 없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제품
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품질 좋은 국내산 원육을 사용함.

Point ❷	 	자체 개발한 매콤하면서 감칠맛 나는 소스가 
있어 남은 소스로 볶음밥 조리 가능함.

Point ❸	 	닭발의 식감이 쫄깃하고 크기가 크며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음.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농업회사법인 코리아식품

K-푸드 064 

농업회사법인 코리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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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키즈마루는 2015년 10월에 설립되어, 성주의 맑은 물로 
고품질의 하이드로 더치커피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여성기업 및 벤처기업, 글로벌 청년 창업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 커피 제조기술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마켓에서 다수 베스트 1위에 선정된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키즈마루

하이드로 더치커피 
콜드브루 40팩 선물세트

14,900KRW 가격

키즈마루는 마이크로 버블 안개분사 방식으로 용존산소가 포함된 하이드로 더치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출
방식은 추출과 동시에 풍미와 바디감이 높은 숙성된 더치커피가 만들어 집니다. 키즈마루는 하이드로 더치커피를 대량생산
하여 대기업 스틱 믹스커피와 같은 단가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각 나라별 직수입한 생두를 로스팅부터 직접 생산 포
장까지 원스톱으로 제조 생산하여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여 충성 인프라가 늘어났고, 시장 출시 후년 100%이상 성장하여 출
시 3년만에 80억 이상 매출 달성 하였습니다. 현재 8종의 맛을 개발하여 원두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
게 즐길 수 있는 하이드로 더치커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K-푸드 065 

제품 특장점

Point ❶	 	마이크로 버블 안개분사 방식으로 용존산소가 포함된 
8종류의 맛의 하이드로 더치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출방식은 추출과 동시에 풍미와 바디감이 
높은 숙성된 더치커피가 만들어집니다. 대량생산하여 
대기업 스틱 믹스커피와 같은 단가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나라별 직수입한 생두를 로스팅부터 
직접 생산 포장까지 원스톱으로 제조 생산하여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여 충성 인프라가 늘어났고, 시장 출시 후 
년 100%이상 성장하여 출시 3년만에 80억 이상 매출 
달성하였습니다.

Point ❷	 	안개분사 타입으로 저온 더치생산을 자동제어 하여, 
일정화된 맛의 더치커피를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미세한 분말에서도 골고루 수분의 침투가 가능해져서 
고형분의 추출 효율이 우수하고, 물의 고임 현상이 
없으므로 더치커피의 떫은 맛을 제거하여, 커피의 
고유 향미를 줄였고,고온 추출시의 문제점인 산화로 
쓴맛이 나고 고유의 향미들이 사라지는 단점을 완벽히 
보완하였습니다.

Point ❸	 	대부분의 파우치 타입의 커피의 생산방식이 교반기에 
원두와 물을 함께 넣어서 생산하는 방식이라 맛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하이드로 더치커피는 원액 추출을 
한 후 물과 일정 비율로 교반하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 
후 후멸균으로 장기 유통이 가능해졌고, 맛과 위생,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다양한 시장 공략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737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
kidsmaru

연락처	 070-4350-5032

이메일	 kidsmaru77@naver.com

▶ 제품 구매처

(주)키즈마루

티베스트 	
알로에

튤립인터내셔널㈜는 전 세계 80여개국에 음료를 제조,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강소 기업으로서 수출 시장을 선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수출 시장에 뛰어들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계 전 지역 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현재 200여개의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유통 채널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3-3

홈페이지	 www.tulipint.com

연락처	 02-6300-2580

이메일	 tulip@tulipint.com

▶ 제품 구매처

1,250KRW (20g)가격

T'best 알로에 베라 음료는 알로에 베라 겔과 파우더를 20~30% 함유로 비타민, 칼슘 등이 함유된 들어있는 프리미엄 건강 음료
로서 엄선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알로에 효능을 극대화 하고, 건강 음료로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패
트, 캔)과 12여종의 맛(딸기, 망고, 리치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으로 구성하여 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천연 알로에 베라 겔을 사용하여 음료 속에서 부상해 있는 관능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뛰어난 식감과 풍부한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Point ❷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수상인 International Taste Institute AWARD등을 수상하며 
세계인의 입맛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Point ❸	 	천연향과 천연 색소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프리미엄 제품이며 국제 기준인 ISO 
22000, FSSC 22000, HACCP 등으로 품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튤립인터내셔널(주)

K-푸드 066 

튤립인터내셔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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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젠은 한자 “茶禪(다선)” 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브랜드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차를 통해 
몸과 마음에 깊은 편안함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티젠농업회사법인

티젠 	
콤부차

7,000KRW 가격

티젠 콤부차는 동결건조기법으로 유산균이 살아있고 간편한 스틱타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탄산 톡톡 상큼
한 청량감으로 운동할 때, 일할 때, 공부할 때 등 맛있는 수분 보충과 기분전환이 필요 할 때 추천합니다.

K-푸드 067 

제품 특장점

Point ❶	 	유산균 12종 + 프리바이오틱스 함유

Point ❷	 	당류0g, 저칼로리, 무알콜 음료

Point ❸	 	간편한 분말스틱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
아크로타워 B-704

홈페이지	 www.teazen.com

연락처	 070-7006-1954

이메일	 mkt2@teazen.co.kr

▶ 제품 구매처

티젠농업회사법인

모까매 

푸르농은 차별화된 웰빙식품을 기획하고 맛과 영양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식품연구개발에서부터 상품화까지 누구보다 
민감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
번길 16-4 에이스동백타워 1-1701호 

홈페이지	 www.purunong.com

연락처	 031-281-6644

이메일	 purunong@purunong.com

▶ 제품 구매처

12,900KRW (20g)가격

모까매는 어떠한 합성첨가제 없이 100% 한국 서리태, 어성초, 건조맥주효모로 만든 건강한 식품입니다. 탈모예방에 관련이 있
는 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리태환제품중 가장 판매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국내산 원료 100% (서리태, 
어성초, 맥주효모)

Point ❷	 	서리태환 온라인 판매율 1위 

Point ❸	 	4mm 사이즈로 먹기편하고, 
스틱포장으로 휴대하기 편함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푸르농

K-푸드 068 

(주)푸르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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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쉬벨은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컨벌전 기술을 적용하여, 
천연재료가 가진 고유의 유효성분 함유량을 높이고, 체내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인 음료를 개발합니다. 
선진기술로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하고, 인류의 건강에 공헌하는 
기업. 인공첨가물은 배제하고 안전한 먹거리, 가공을 최소화한 
건강식. 프레쉬벨이 만드는 식품의 지향점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프레쉬벨

파파주스 	
배도라지

1,200KRW가격

환절기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는 도라지를 주원료로 한약재 및 부원료를 배와 함께 혼합하여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의 영유
아 및 어린이 전용음료입니다.

K-푸드 069 

제품 특장점

Point ❶	 	GAP 인증 배 착즙액.

Point ❷	 	향료, 보존료, 색소 무첨가.

Point ❸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착즙 공법.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1111호(경북테크노파크 대구대특화센터)

홈페이지	 www.papai.co.kr

연락처	 070-8670-9249

이메일	 thefreshbell@daum.net

▶ 제품 구매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프레쉬벨

알토리 맛밤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군에서 국내산 
밤을 가공하는 밤 가공 전문기업으로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노하우 담긴 기술력으로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인증받아 현재 대형유통사화와 온라인몰을 통해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에 유통 중이며, 신시장 확대를 위해 도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13-15 

홈페이지	 www.altori.co.kr

연락처	 055-884-4482

이메일	 altori4u@hanmail.net

▶ 제품 구매처

40,900KRW (20g)가격

합성첨가물 없이 100% 국내산 밤만을 사용하여 밤알 그대로 탈각하여 밤 특유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국내산 밤 100% 원물 사용, 
HACCP 인증 안전한 품질 관리

Point ❷	 	밤알 그대로 탈각하여 원물 본연의 
맛 그대로.

Point ❸	 	간식 및 식사대용, 다양한 레시피 
활용과 미니멀한 패키지구성 
휴대가 편함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K-푸드 070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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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라지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과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대에 목건강을 돕는 
약도라지를 연구, 재배, 생산하는 전문기업니다. 
한도라지는 플라티코딘D 성분이 4배 더 많은 
약도라지(장한도라지:품종보호출원)로 고려인삼에 이어 
고려약도라지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농업회사법인 한도라지

목이 편한 한도라지 
목편한

68,000KRW 가격

예로부터 목건강에 좋은 도라지를 생활 속에서 가장 편하게 섭취하게 개발한 「목이 편한 한도라지」는 그냥 먹어도 살살 
녹고, 생수병에 넣고 흔들어 마시거나 차(茶)처럼 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호흡기 건강을 지킬 때, 목편한을 챙기
세요.

K-푸드 071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가마시 1길 33 

홈페이지	 www.handoraji.com / www.handoraji.kr 

연락처	 010-9140-3989

이메일	 lee.bongseon@handoraji.com

▶ 제품 구매처

농업회사법인 한도라지

제품 특장점

Point ❶	 	일반 도라지보다 사포닌(플라티코딘D)가 4배 
풍부한 한도라지(장한도라지:품종보호출원)

Point ❷	 	3년근 홍약도라지혼합농축액+비타민C, 포도당, 
민들레, 은행, 작두콩, 수세미, 배, 감초까지

Point ❸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계인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

정직한밥상 흑마늘 
무뼈족발

주식회사 한울에프앤비는 2013년 8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상품의 기획부터 원재료의 까다로운 선별과정을 통해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강력한 온라인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콜드체인 물류시스템을 보유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좋은 식품을 생산부터 판매 그리고 배송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 1길 
94-10 ㈜ 한울에프앤비

홈페이지	 www.htable.co.kr

연락처	 02-914-1181

이메일	 htable1181@naver.com

▶ 제품 구매처

4,900KRW (20g)가격

이 제품은 판매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60만개이상 판매된 제품으로 정직한 밥상의 대표상품입니다. 흑마늘 무뼈족발은 돼지의 
부드러운 앞다리 살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돼지의 앞다리는 뒷다리보다 콜라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깨끗한 제조 시설에만 공인 인증 해주는 HACCP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공인 인증된 깨끗한 시
설에서 3번의 꼼꼼한 손질을 한 공정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믿고 먹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한울에프앤비

K-푸드 072 

(주)한울에프앤비

제품 특장점

Point ❶	 			흑마늘 무뼈족발은 돼지의 부드러운 
앞다리 살로만 만들어졌습니다. 

Point ❷	 	이 제품은 족발 전문 식당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가격과 양이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Point ❸	 	깨끗한 제조 시설에만 인증 해주는 
대한민국 정부의 HACCP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공인 인증된 깨끗한 
시설에서 3단계의의 꼼꼼한 손질을 한 
공정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믿고 먹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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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함초록은 국내 식품, 천연물의 체내활성성분을 정제, 
분리, 발효, 생물 전환, 추출 기술을 이용한 인체 내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과학적 검증시스템(효능의 입증 
등)을 통한 연구 개발로 생리학적 효능 최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의 보건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식회사 함초록

함초록 	
흑삼한뿌리

45,730KRW 가격

세계가 주목한 자연의 선물 고려인삼만을 사용하며 자연을 담은 명품 발효흑삼입니다. 발효흑삼은 자사특허균주를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발효공법으로 제조되며 체내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
다. 인공첨가물 없이 통째로 갈아 만든 순수 100% 발효흑삼 파우더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한다면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K-푸드 073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505호 ~ 506호

(용당동,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www.greenyco.net 

연락처	 051-629-7835

이메일	 greenyco@greenyco.net

▶ 제품 구매처

주식회사 함초록

제품 특장점

Point ❶	 	발효흑삼을 통째로 분쇄하여 유효 영양소의 소실없이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
항산화 물질(폴리페놀), 산성다당체 ,풍부한 식이섬유의 섭취가 가능한 기능성 제품입니다.

Point ❷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Polyphenol)이 커피의 약 13.36배, 아로니아 분말 대비 �
약 1.3배로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Point ❸	 	함초록 발효흑삼 한뿌리파우더는 100% 발효흑삼으로 화학첨가물 및 부형제 등의 무첨가 
제품입니다.

믿구마 	
반건조꿀고구마

해풍영농조합법인은 2004년부터 오롯이 고구마만을 
연구하고 가공하여온 고구마전문가공영농조합으로 
국산농수산대내외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126

홈페이지	 www.foodabout.co.kr

연락처	 063-564-2590 / 1600-9245

이메일	 kunvme@hanmail.net

▶ 제품 구매처

45,900KRW (20g)가격

첨가물없이 오로지 고구마 100%로만 만든 스틱형 고구마 영양간식으로 한손에들어오는25g사이즈로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
지만 맛있는간식을 먹고싶을때 식단조절시 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해풍영농조합법인

K-푸드 074 

해풍영농조합법인

제품 특장점

Point ❶	 			100년 소공인으로 지정된 18년전통의 고구마전문가공 영농조합에서 HACCP인증 
시스템을 거쳐 만들어 신뢰하고 먹을수 있습니다.

Point ❷	 	100%국내산 고구마만 사용, 색소, 당류, 방부제첨가가 없어서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으며 유통기한도 냉동 1년으로 길어서 좋습니다.

Point ❸	 	우유와 함께 갈아 고구마쉐이크, 고구마튀김, 에어프라이어로 군고구마, 피자에 
토핑하여 고구마피자,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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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식품은 지난 30여년의 시간동안, 비단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우리 민족의 정서와 혼이 담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일념으로,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및 발전,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혁신 및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식문화의 가치를 일구어 가기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농업회사법인호정식품(주)

호정가 	
찹쌀유과세트 1kg

26,000KRW가격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웰빙 영양간식, 호정가 찹쌀유과. 국내산 찹쌀을 오랜시간 발효시키고, 명인
이 직접 담근 조청으로 맛을 낸 찹쌀유과는 부드러운 조직감과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K-푸드 075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원율길 12

홈페이지	 www.hojeongfood.com

연락처	 061-383-6446

이메일	 hojeong@hojeong.kr

▶ 제품 구매처

농업회사법인호정식품(주)

제품 특장점

Point ❶	 	한과란 단순히 음식이 아니요, 민족의 혼과 문화가 담긴 
전통이라는 옹고집으로 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아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Point ❷	 	명인이 직접 담근 국내산 쌀조청으로 맛을 냈기에, 너무 
달지 않고 담백하며 정갈한 맛이 일품입니다.

Point ❸	 	호정가 제품은 HACCP 인증은 물론, 업계 최고 수준의 
최신식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제조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BRAND K
KOREAN NATIONAL

CO-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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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드림셰프
오슬로 피오르 IH 프라이팬 세트

014
월딘
올다

015
(주)휴럼
요거베리 요거트 메이커

016
(주)퀸-아트
제이드세라 프라이팬 세트

017
(주)피코그램
퓨리얼 유로체인저 직수 정수기

018
이든테크
핀일로 통5중 엘레강스
스텐코팅팬

019
범일산업(주)
하우스쿡 즉석식품조리기

020
휴롬엘에스
휴롬 이지 착즙기

021
에코매스 
슈가랩 에코백

022
금마유기공예(주) 
안성맞춤 방짜유기 놋반

023
(주)디스피스 
보오글 

024
(주) 로이스
연기나지않는 황토요리지

025
(주)성신이엔씨 
베스타노 신비쿡 
   

026
(주)신성실리콘 
실리팟 프리미엄 실리콘 지퍼백 

027
엔유씨전자 
엔유씨 스마트 요거트 메이커 

028
지닉스(주) 
쉐프레 스마트 1구 인덕션 

029
(주)창보 
직화 구이팬 

030
한일에스티에스(주) 
통5중베르겐 냄비세트 

001	
(주)명성
RF GLOVES 위생장갑

002
(주)광주요
광주요 한결시리즈

003
(주)백조씽크
깜뽀르테

004
(주)뉴랩
뉴커터랩 위생 비닐랩

005
제이엠그린
더블세이브 도마

006
(주)제이월드텍
로페 ALL NEW 굿모닝 
테이크아웃 믹서기

007
(주)메탈쿡
메탈락 스텐 밀폐용기

008
동양케미칼
셰프웨어 밀폐용기

009
(주)스마트카라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010
(주)PN풍년
스톤벨 압력솥

011
(주)현진금속
어스템 스텐플러스 파인뷰 
사각밀폐용기

012
(주)비엠코르
에코스타 IH 통주물 세라믹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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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명성

RF GLOVES
위생장갑

2,800KRW가격

자신의 손에 딱 맞게 늘려 쓸 수 있는 위생장갑입니다. 높은 탄성력으로 늘려서 사용할 때도 손에 꼭 맞아 이질감이 없으며, 
이중 밴드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K-키친 001 

제품 특장점

Point ❶	 	일반 위생장갑의 흘러내림 단점을 보완, 
손에 딱 맞게 착용 가능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1584번길 162

연락처	 031-958-7895

이메일	 wjsqhal602@naver.com

(주)명성

▶ 제품 구매처

일회용 위생장갑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광주요는 도자기 제조업체로, ‘생활 속 의식주에서 
문화가 시작된다’는 신념을 가진 기업입니다. 우리 
도자기에 담긴 음식과 술을 통해 한국의 식생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광주요의 목표입니다 .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광주요

광주요 한결시리즈 ▶ 제품 구매처

17,000KRW가격

한국의 결을 뜻하는 ‘한결 시리즈’는 한국 전통 직물인 삼베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격자무늬를 매끈한 도자기에 입혀 따
뜻한 감성을 더한 제품입니다. 청량하고 투명한 ‘청백’, 눈처럼 포근한 ‘설백’, 봄처럼 싱그러운 ‘연청’의 3가지 색상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K-키친 002 

제품 특장점

Point ❶	 	삼베 고유의 특별한 질감과 우리만의 정서를 담은 소담한 형태로 국내 셰프에게는 
물론, 해외 스타 셰프에게도 입소문을 타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

Point ❷	 	미세한 음양각 문양에 유약이 스며들어 내는 오묘한 빛깔과 삼베 질감 표현

Point ❸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비정형 형태의 높은 예술성으로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인 
<2016 굿디자인 어워드> 선정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234

홈페이지	 www.kwangjuyo.com

연락처	 02-3440-8685

이메일	 yjc@gkwangjuyo.com

(주)광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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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씽크는 1964년 설립 이래로 국내 스테인리스 
씽크볼 시장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63(용두동)

홈페이지	 www.baekjosink.com  /  www.calmforte.com

연락처	 02-929-4443

이메일	 jiae@coni.co.kr  /  kurodeasub@coni.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백조씽크

깜뽀르테
(주)백조씽크

제품 특장점

Point ❶	 	콰이어트(QUIET) 특수 패드를 부착하여 설거지 시 발생하는 소음 최소화

Point ❷	 	이중 프레스 된 특수한 엠보 소재를 사용하여 생활 스크래치에 강력

Point ❸	 	고니클리어링 무기질 코팅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항균성은 물론 생활 �
스크래치와 물 얼룩 예방

▶ 제품 구매처

650,000KRW가격

‘조용한’이라는 Calm과 ‘강한’이라는 Forte의 합성어로 디자인, 소재, 기능성까지 모든 게 완벽한 No.1 프리미엄 싱크볼입니다. 
사각 씽크볼의 고급스러운 유러피안 스타일과 1.2T 두께로 단단한 내구성, 모서리 라운드 기술로 세척이 편리하고 밑면에 원활
한 배수구 효과를 주는 3 slope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K-키친 003 
자연을 담은 기업, ㈜뉴랩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뉴랩

뉴커터랩 
위생 비닐랩

▶ 제품 구매처

5,000KRW가격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PE 재질의 랩입니다. 특허를 획득한 랩 케이스로, 슬라이드 커터기가 부착되어 금속 톱날로 인
한 상처 걱정 없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랩을 절취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안에 랩 지지대가 설치되어 더 쉽고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K-키친 004 

제품 특장점

Point ❶	 	랩 케이스에 슬라이딩 커터기를 부착하여 �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랩 절취

Point ❷	 	금속 톱날로 인한 상처로부터 안전

Point ❸	 	케이스 안에 랩 지지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랩 절취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548-66

홈페이지	 www.newwrap.co.kr

연락처	 031-632-7402

이메일	 newwrap86@naver.com

㈜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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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그린은 생활 속에서 느끼던 불편함을 바꿔줄 
새로운 주방용품을 발명하며, 각종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제이엠그린

더블세이브
도마

▶ 제품 구매처

24,800KRW가격

더블 세이브는 기존 도마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도마에서 썬 후 냄비로 옮길 때마다 가스레인지로 떨어지던 
재료들, 김치나 과일을 썰 때마다 조리대로 흘러내리던 국물 등 요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썬 재료들을 바
로 옮겨 담을 수 있는 수납 접시, 국물 흘림 방지턱과 홈이 있어 더 깔끔하고 편리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K-키친 005 

제품 특장점

Point ❶	 	cm 단위의 눈금 표시�
일정한 간격으로 썰 수 있도록 
도마 위에 눈금 표시

Point ❷	 	밀림 방지 실리콘 패킹�
실리콘 패킹으로 도마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보다 
높은 안전성

Point ❸	 	실용적인 구성�
분리형 수납 접시로 재료별로 
편리한 손질이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로 세척이 쉽고 
식기세척기에도 사용 가능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 1로 13 �
흥덕아이티밸리 타워동 2008호

홈페이지	 www.jmgreen.co.kr

이메일	 jmgreennick@daum.net

제이엠그린

㈜제이월드텍은 20여 년의 연혁을 보유한 
소형가전 전문 국내 제조사입니다.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국내 제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제이월드텍

로페 ALL NEW 굿모닝 
테이크아웃 믹서기

▶ 제품 구매처

64,800KRW가격

로페 굿모닝 테이크아웃 믹서기는 뚜껑만 바꾸면 텀블러로 변신하는 일명 ‘원스톱 믹서기’입니다. 믹서기와 보관 용기, 텀블
러를 하나로 사용해 준비부터 세척이 간편합니다. 사이즈는 콤팩트하게, 파워는 임팩트 있게 만들어졌으며, 특허받은 칼날
과 강력 모터로 주스부터 요리까지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친환경적인 에코젠 소재의 용기로 제작되었으며, 
강력한 밀폐력과 다양한 사이즈로 테이크아웃이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원터치 방식과 3중 안전장치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키친 006 

제품 특장점

Point ❶	 	보관 용기에서 칼날과 뚜껑만 바꾸면 텀블러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
번거롭지 않게 테이크아웃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음용 가능

Point ❷	 	소형가전 제조 경력 20여 년, 수년간의 믹서기 개발 및 국내 제조 경력을 기반으로 
특허받은 칼날과 강력한 모터를 사용해 주스부터 요리까지 편리하게 사용 가능

Point ❸	 	젖병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국내 원재료인 에코젠 소재의 BPA FREE 용기로, �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 가능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2로 13 (목내동)

홈페이지	 www.jworldtech.com

연락처	 031-431-8988

이메일	 jworldtech@jworldtech.com

(주)제이월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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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쿡은 세련되고 합리적인 토탈 생활용품 
기업입니다. 친환경 소재인 국내산 100%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한 저장 생활용품, 영·유아용품, 텀블러, 
아웃도어 제품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메탈쿡

메탈락 
스텐 밀폐용기

▶ 제품 구매처

39,000KRW가격

Metal lock은 포스코 스테인리스 스틸(SUS304) 정품을 사용하여 위생적이고, 중금속 및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안심 저장용기입니다. 중공형 실리콘을 사용한 사면 결착 뚜껑으로 인하여 완벽한 밀폐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사이즈
로 구성되어 가정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키친 007 

제품 특장점

Point ❶	 	포스코 스테인리스 스틸(SUS304) 정품 사용으로 위생적인 밀폐용기

Point ❷	 	99.9% 항균 테스트 완료

Point ❸	 	뚜껑 힌지 10만 회 테스트로 완벽한 내구성 검증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90-3 2층 211호

홈페이지	 www.metalcook.co.kr

연락처	 031-526-0041

이메일	 kwanchul2@hanmail.net

(주)메탈쿡

동양케미칼은 플라스틱 밀폐용기 시장을 선도하는 
제조업체로, 최고 품질의 식품 저장 용기 및 기타 
가정 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동양케미칼

셰프웨어
밀폐용기

▶ 제품 구매처

54,900KRW가격

실리콘과 뚜껑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이 끼지 않아 위생적이고, 세척이 편리하며 뚜껑 날개 부분이 부러지지 않는 반영구
적인 제품입니다. 국내 디자인 특허 등록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K-키친 008 

제품 특장점

Point ❶	 	뚜껑 날개 부분이 부러지지 
않는 반영구적인 제품

Point ❷	 	음식물이 끼지 않아 위생적

Point ❸	 	실리콘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 세척이 편리함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473

홈페이지	 www.dyckorea.biz

연락처	 070-5038-4024

이메일	 dyckorea@hanmail.net

동양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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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라는 절전, 저소음, 폐기물 감소 등 
각종 시험기준을 통과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음식물 처리기를 만든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스마트카라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 제품 구매처

658,000KRW (PCS-350)

1,390,000KRW (PCS-500D)

가격

음식물 쓰레기를 고온에서 건조한 후 분쇄해 부피를 90%까지 확 줄여 한 줌의 가루로 만드는 스마트한 음식물 처리기입니
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적어져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만들어진 가루는 비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친환경적
입니다. 악취, 날벌레, 세균 및 처리 비용에 대한 걱정까지 확 덜어드리는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로 더 깔끔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K-키친 009 

제품 특장점

Point ❶	 	음식물 쓰레기 최대 90% 감량│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건조해�
물기 없는 가루 형태로 변환

Point ❷	 	스마트 보관처리 기술│스마트카라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탈취 필터로 �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부터 해방(살균 테스트 완료, 유해가스 제거 테스트 완료)

Point ❸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워│음식물처리기는 시끄럽다는 편견을 깨고 �
실내 사용에도 소음 스트레스 없이 강력한 파워로 사용 가능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30 �
� (송도동) 13-30

홈페이지	 www.smartcara.com

연락처	 032-1800-9113

이메일	 sybae@smartcara.com

(주)스마트카라

주식회사 PN풍년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방용품 전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PN풍년

스톤벨
압력솥

▶ 제품 구매처

199,000KRW가격

스톤벨은 PN풍년 특유의 중력주조 방식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공들을 형성하여 재료 골고루 열의 온도를 전달
하고, 열기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제품입니다.

K-키친 010 

제품 특장점

Point ❶	 	국내 유일 중력주조설계로 완성된 마이크로 주물기공으로 높은 열 보존율, 전류와 열을 
이용한 자연적 코팅 방식,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흡착·분해하는 국내산 곱돌 사용

Point ❷	 	Water Dot 뚜껑을 통한 셀프베이스팅 효과로 수분 증발을 줄여 요리의 풍부한 맛 구현

Point ❸	 	손잡이의 압력 표시 바를 통해 내부의 압력 유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
압력이 남아 있을 경우 손잡이가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0 PN풍년

홈페이지	 www.pn.co.kr

연락처	 070-4350-3367

이메일	 eunk27@pn.co.kr

(주)PN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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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금속은 지속적인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생활용품과 냉·온 모듈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진금속은 미래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품질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현진금속

어스템 스텐플러스
파인뷰 사각밀폐용기

▶ 제품 구매처

126,840KRW가격

강력한 밀폐력과 용도에 맞는 다양한 사이즈 구성으로 냉장고 정리에 최적화되었으며, 100% 국내생산 포스코 정품 스테인
리스 소재로 위생적인 음식물 전용 보관 용기입니다. 음식물의 신선함을 유지하며 윈도우 디자인을 결합해 뚜껑을 열지 않
아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스테인리스 밀폐용기입니다.

K-키친 011 

제품 특장점

Point ❶	 	뚜껑을 열어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파인뷰로 내용물 확인 가능

Point ❷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BPA FREE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

Point ❸	 	완벽 잠금, 강력한 밀폐력으로 내용물의 신선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11길 107

홈페이지	 www.hyunjinmetal.com

연락처	 070-4467-4309

이메일	 hj-rnd@hyunjinmetal.com

(주)현진금속

2019년 공영홈쇼핑 상반기 냄비 부분 1위 매출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비엠코르

에코스타 IH 통주물
세라믹 냄비

▶ 제품 구매처

60,900KRW가격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냄비로만 구성되어 실용도가 높습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 세련된 무광 블랙 컬러는 주
방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통주물 공법과 IH용 스테인리스 프레스 공법을 적용하여 견고할 뿐 아니라, 모든 열원
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또 인체에 무해한 세라믹 코팅으로 긁힘, 마모, 부식 없이 코팅이 지속되며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
아 세척도 매우 간편합니다. 

K-키친 012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고순도 알루미늄의 통주물(Die-casting) 공법
� 조리 시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 재료 고유의 맛이 살아납니다

Point ❷	 	Sol-gel 법을 이용한 무독성 세라믹 코팅
� 내열성, 내염수성, 내마모성이 탁월하며, 눌어붙지 않는 Non-stick 성능을 더했습니다

Point ❸	 	IH용 스테인리스 프레스 공법�
모든 열원에서 열을 빠르게 전도하고 열 손실은 최소화하여 조리가 더 효율적입니다

4종 구성품 : 18CM 편수 / 20CM 양수 / 24CM 전골 / 24CM 곰솥

소재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원동남계길 48

연락처	 02-871-3885

이메일	 kimgold0391@gmail.com

(주)비엠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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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드림셰프

오슬로 피오르 IH
프라이팬 세트

▶ 제품 구매처

139,000KRW가격

오슬로의 미니멀리즘은 수천 년 빙하가 흐르고 녹아 만들어 낸 피오르드 곡벽처럼 하늘의 절제된 초록빛 장막 오로라를 담
았습니다. 북유럽 감성처럼 화려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을, 복잡함보다는 간결한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분에게 노르딕 감
성의 오슬로 피오르 프라이팬 세트를 추천합니다.

K-키친 013 ㈜드림셰프는 1999년 설립된 주방용품 전문 기업으로, 도전과 
성장을 반복하며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냄비·프라이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요리의 공간을 넘어, 
행복한 생활 공간으로 변화하는 주방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능에 
감성을 더한 제품으로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절골로 98

홈페이지	 www.dreamchef.kr

연락처	 031-989-9432

이메일	 nnk77@dreamchef.kr

㈜드림셰프

제품 특장점

Point ❶	 	요리가 쉬워지는 피오르드 공법 �
프라이팬 바닥면이 오돌토돌한 
공법으로, 재료가 표면에 닿는 면적이 
좁아 조리할 때 눌어붙음 방지

Point ❷	 	프리미엄 고밀도 �
다이캐스팅(통주물) 공법

Point ❸	 	다양한 열원 사용 가능

생활가전에서 건강가전까지 친환경 웰빙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월딘

올다 ▶ 제품 구매처

1,210,000KRW가격

30cm 크기의 ‘올다’ 안에 12가지 필수 조리 기능이 모두 담긴 신개념 다기능 복합 조리기입니다. 요리 초보라도, 주방이 작
아도 요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올다가 도와 드릴게요. 재료 계량, 반죽, 믹서, 다지기 등 조리 준비는 물론 찜, 죽 제조기, 
쿠커에서 세척까지! 요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올다에게 맡겨 보세요.

K-키친 014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가성비 높은 올인원 쿠킹│저울, 믹서, 그라인더에서 찜기, 쿠커, �
죽 제조기까지 12가지 조리 기구를 하나에 담았습니다. 조리별로 도구를 �
살 필요가 없어 경제적입니다.

Point ❷	 	조리시간 단축│재료 준비와 조리가 한 번에 이뤄져 조리 시간이 짧아지며, �
많은 조리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뒷정리도 간편합니다.

Point ❸	 	쾌적한 주방 환경│조리 시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발생량이 적으며, �
본체 매립형 용기로 가열 시 외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주방 공기가 쾌적합니다.

월딘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안길 155

홈페이지	 www.allda.co.kr

연락처	 1833-5594

이메일	 udi@word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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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휴럼

요거베리
요거트 메이커

▶ 제품 구매처

34,900KRW가격

대한민국 최초의 비전기식 요거트 메이커입니다. 에어 순환 발효 공법으로 유산균 파괴를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신선한 요거
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전기식 제품과 달리 누구나 간편하게 요거트를 만들 수 있어 2015년 미국 피츠버그 국제발명
품 전시회의 금상 수상에 이어 2016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도 ‘가정-식당 용품’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
상했습니다.

K-키친 015 

제품 특장점

Point ❶	 	유산균 파괴를 최소화한 에어 순환 발효공법│전기를 사용해 발효하는 �
기존 제품과 달리 뜨거운 물을 부어 수증기를 순환시켜 발효하는 에어 순환 발효공법을 
적용해 유산균 파괴를 최소화

Point ❷	 	특허받은 감성 디자인│디자인 특허를 받은 우유팩 모양으로 인테리어 소품은 �
물론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자인

Point ❸	 	친환경 신소재 트라이탄 발효용기│미국 FDA와 유럽 NSF 등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트라이탄으로 만들어져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며, 내구성이 뛰어남

(주)휴럼

휴럼은 ‘건강한 식품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한다’는 미션을 향해 나아가는 	
건강 바이오 기업입니다. 전문 연구진을 필두로 하는 	
3개의 연구소와 최첨단 생산 설비를 갖춘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416호

홈페이지	 www.hurumcorp.com

연락처	 070-4712-0956

이메일	 baez@hurumcorp.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퀸-아트

제이드세라
프라이팬 세트

▶ 제품 구매처

50,000KRW가격

코팅에 첨가된 천연 옥가루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으로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코팅 강도를 획기
적으로 높여 코팅 손상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코팅 팬/냄비 3종 세트입니다. 기존 세라믹 코팅 제품의 경우, 음식물
이 팬에 쉽게 달라붙어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이드 세라믹 코팅은 기존 세라믹 코팅 대비 논스틱 기
능을 약 30% 향상시켜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코팅에 항균 기능이 적용되어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해 성분이 함유
되어 있지 않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K-키친 016 

제품 특장점

Point ❶	 	코팅에 천연 옥가루를 첨가하여, 
획기적인 코팅 강도(9H 연필 
경도 테스트 및 200,000회 철 
수세미 마모 테스트 통과)

Point ❷	 	쉽게 달라붙는 기존의 세라믹 
코팅과는 확연히 다른 뛰어난 
논스틱 기능(기존 세라믹 코팅 
대비 논스틱 기능 30% 향상)

Point ❸	 	옥이 가지는 항균성에 별도의 
강력한 항균 기능(99.99%)이 
추가되었으며, 인체에 유해한 
PFOA 및 PFOS가 함유되지 않은 
안전한 코팅 사용

퀸-아트

㈜퀸-아트는 1993년 ‘㈜대한테프론’으로 첫 발을 내디딘 
후, 보다 다양한 주방용품을 개발하고자 1996년 공장을 
신축·확장하며 상호를 ㈜퀸-아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라는 기업이념으로 최첨단 제조설비의 
도입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더 나은 제품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28번길 29

홈페이지	 www.queenart.kr

연락처	 031-986-0531

이메일	 queenart.export@gmail.com



198 199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피코그램은 지난 20년간 정수기 및 정수기 필터를 
전문으로 만들어 온 제조업체로, 약 5천만 개의 
필터 누적 판매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퓨리얼’이라는 브랜드로 직수형 DIY 정수기를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18 (청천동)

홈페이지	 www.picogram.co.kr

연락처	 032-678-5114

이메일	 sales_o@picogram.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피코그램

퓨리얼 유로체인저
직수 정수기

(주)피코그램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정수기 내부 오염의 우려가 없는 초소형 직수형 정수기

Point ❷	 	원터치 필터, 내부 유로 모두 자가 교체가 가능한 FULL DIY 정수기

Point ❸	 	필터 전문 업체 ㈜피코그램이 직접 개발한 높은 성능의 필터 적용

▶ 제품 구매처

195,000~348,000KRW가격

퓨리얼 직수형 정수기 제품은 탱크가 장착되어 있는 일반 정수기에서 생길 수 있는 오염 걱정이 없는 신개념 정수기입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원터치 필터 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반 정수·온수·냉수 모두 직수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모델인 유로 교체형 퓨리얼 정수기(PPA-300)도 필터 이후 유로 역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로 자가 교체 정수기이며, ㈜피코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입니다.

K-키친 017 이든테크는 통 5중 스테인리스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원소재부터 제품 개발, 제조, 생산, 판매까지 
이든테크의 20년 제조 노하우로 고품질의 안전한 
쿡웨어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 북로 111-11

홈페이지	 www.finnilo.com

연락처	 041-549-7117

이메일	 main@ekainc.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이든테크

핀일로 통5중 엘레강스
스텐코팅팬

이든테크

제품 특장점

Point ❶	 	최고급 소재인 포스코 304 스테인리스 사용 및 미국 위드포드사의 미국 FDA, �
유럽 식약청의 인증받은 최고급 코팅

Point ❷	 	제조단계부터 PFOS 가 들어가지 않는 without PFOS, PFOA
� PFOS, PFOA FREE

Point ❸	 	통5중 풀바디의 완벽한 인덕션 효율로 파워 인덕션 사용 가능

▶ 제품 구매처

36,500KRW가격

통5중 스테인리스 위에 최고급 코팅을 단단하게 코팅한 안전한 코팅 팬입니다. 강력한 넌스틱력, 오래가는 코팅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심 사용이 가능합니다.

K-키친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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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일산업은 1980년 설립 이후로 전기압력밥솥,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는 열판과 IH Work Coil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의 고비용, 저생산성의 중력주조방식에서 
탈피해 저비용, 고생산성과 고품질의 열판을 생산할 수 있는 
원심주조법의 독자 개발을 통해 기술과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여 국내 열판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범일산업(주)

하우스쿡
즉석식품조리기

▶ 제품 구매처

600,000KRW가격

인덕션 레인지와 4단계 정수필터가 적용된 정수기입니다. 온수를 82~87도까지 항시 유지시켜주는 전기포트 및 히팅 탱크
가 적용된 다기능 친환경 스마트 인덕션 조리기입니다.

K-키친 019 

제품 특장점

Point ❶	 	인덕션 레인지와 4단계 필터, 정수기, 전기포트 기능이 적용된 ALL-IN-ONE 제품

Point ❷	 	원터치 방식의 간편 조리로 화재 위험 없는 안전한 사용 및 정수된 물을 사용한 깨끗한 조리 가능

Point ❸	 	HMR 및 밀키트 등의 반조리식품의 조리에 최적화된 스마트 인덕션 조리기

소재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31, 남동공단

홈페이지	 www.hauscook.com

연락처	 032-812-3883

이메일	 paulmin@bumilind.co.kr

범일산업(주)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휴롬엘에스

휴롬 이지 착즙기 ▶ 제품 구매처

459,000KRW가격

건강을 선도하는 휴롬의 40년 역작 휴롬이지는 기존 모델에 비해 넓은 투입구, 자동 절삭 날개, 분리형망을 탑재하여 소비
자들의 사용성을 높여 먹기 힘들었던 채소, 과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키친 이노베이션, 
IF디자인어워드, 굿디자인(산업통상자원부)을 수상하면서 3관왕의 영예를 얻었고 제품의 우수성과 디자인성에서도 큰 관
심을 받은 제품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주방가전은 휴롬 이지입니다.

K-키친 020 
휴롬엘에스는 1974년 창업 이래 착즙 분야만을 연구·개발하며 
녹즙기,슬로우 원액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제조한 
주방가전기업입니다. 휴롬은 ‘사람(Human)’과 ‘이로움’의 
합성어로 ‘사람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과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통해 세계 인류 
건강에 이바지한다’라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627-1(김해본사) �
서울 강남구 논현1동 7번지 휴롬빌딩(서울사옥)

홈페이지	 www.hurom.co.kr

연락처	 1544-7011

이메일	 huromcs@hurom.com

휴롬엘에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저속 압착 방식│열이 나지 않게 천천히 지그시 눌러 짜주는 원리

Point ❷	 	신기술 메가호퍼│넓어진 투입구로 재료 손질 없이 통째로 넣으면 자동 �
절삭 후 착즙 기능 탑재

Point ❸	 	히든 배출구 & 일체형 찌꺼기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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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매스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기업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에코매스

슈가랩 에코백 ▶ 제품 구매처

3,000KRW가격

‘슈가랩 에코백’은 사탕수수 바이오 합성수지로 만든 친환경 제품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응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입니다.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과 미국 농무부 USDA 바이오소재 기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K-키친 021 

제품 특장점

Point ❶	 	식물성 소재로 만든 친환경 위생백

Point ❷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탄소저감형 상품

Point ❸	 환경부 환경표지인증과 미국 농무부 인증 획득

소재지	 인천시 서구 도담로 99

홈페이지	 www.ecomass.co.kr

연락처	 032-521-7101

이메일	 webmaster@ecomasskorea.com

에코매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금마유기공예(주)

안성맞춤 방짜유기 놋반 ▶ 제품 구매처

20,000KRW가격

안성맞춤 방짜유기 놋반 제품은 구리 78% 주석22%로 합금한 최상질의 놋쇠로 제작한 방짜유기 제품입니다. 놋반 방짜
유기는 현대적인 테이블에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전통방식과 방짜의 단점을 보완한 현대적인 제작방식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입니다.

K-키친 022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내길 112

홈페이지	 www.notban-gd.com

연락처	 031-677-6245

이메일	 notban-gd@naver.com

금마유기공예(주)

제품 특장점

Point ❶	 	안성맞춤 전통 유기(鍮器/brassware)는 구리78% 주석22%의 최적의 
합금비율을 1200~1300℃의 고열에 녹여 놋쇠(黄铜/brazen)로 만든 
놋그릇을 말합니다

Point ❷	 	놋쇠는 일산화탄소등 오염이나 독성물질 또는 인체에 해로운 이물질이 
접촉될경우 얼마되지않아 용기표면의 색상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즉 살균 및 청결함의 지표가 되는 소재입니다

Point ❸	 	주성분인 구리는 살균, 항균,항염작용과 암을퇴치할수있으며, 뇌자극효과와 
노화예방, 체중감량에 도움을줍니다. (출처:미국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미국UC Berkeiy)

금마유기공예주식회사의 자사 브랜드 ‘놋반’입니다. 놋반은 
K-CULTURE를 지향하며 유기의 세계적인 브랜드 K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의 1천년 역사를 가진 놋그릇은 구리 78% 주석 
22%의 비율로 합금한 놋쇠로 제작하여 아름다운 금빛의 그릇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한국 전통 문화인 방짜유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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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는 제품으로 고객을 행복하게 합니다” 디스피스는 주방, 리빙, 
식품, 운동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요리매연 없는 안전한 냄비 & 프라이팬 
‘보오글’과 국내 1위 기능성 깔창인 ‘레드 닥터 아치패드’ 등이 있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디자인, 마케팅, 유통, CS까지 올인원 시스템 기반으로, 
전세계 고객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디스피스

보오글 ▶ 제품 구매처

148,000KRW~가격

“주방공간을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보오글은 요리매연의 주범인 불소수지 코팅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세라믹에 특허 받
은 hBN 코팅을 사용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합니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투명 유리뚜껑으로 기존 냄비 뚜껑이 갖고 있
던 위생적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였으며, 모든 제품이 네모로 구성 되어 하나로 적층 됩니다, 이제 집에서 뿐만 아니라 캠핑
갈 때도 손쉽게 사용하세요.

K-키친 023 

제품 특장점

Point ❶	 	5개국 특허의 ‘n-나노 
큐브코팅’은 hBN과 세라믹을 
섞은 코팅으로 요리매연이 
없고, 논스틱 기능이 
뛰어납니다 

Point ❷	 	단 하나의 나사도 사용하지 
않은 가장 위생적인 유리뚜껑. 
기존 뚜껑의 볼트와 너트를 
없애 녹과 찌든 때로부터 
안전합니다. 뚜껑 손잡이와 
커버 또한 실리콘으로구성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Point ❸	 	보오글의 네모 디자인은 
제품을 서로 겹쳐 보관할 수 
있어 보관에 편리합니다. 실제 
동일 사이즈 원형제품보다 
더 많은 양의 요리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
석실로408번길 156-16

홈페이지	 www.dispis.kr

연락처	 070-4070-3593

이메일	 dispis.at@dispis.co.kr

(주)디스피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 로이스

연기나지않는 황토요리지 ▶ 제품 구매처

39,600KRW가격

식품지에 황토세라믹코팅한 요리지로 조리기구 위에 깔고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합니다. 조리 시 연기 및 기름 튐이 발생
하는 기존제품과 달리 연기나지않는 본 제품은 생선·육류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기름 튐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성 제품입
니다. 원적외선 방출, 항균, 항곰팡이, 탈취 기능을 보유하여 음식의 신선한 포장과 보관이 가능합니다. 표백제, 포름알데
히드, 중금속이 첨가되지않아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K-키친 024 
주식회사 로이스는 2017년도에 설립된 제조업체로, 주로 자사가 보유한 
황토 세라믹 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주방용품에 코팅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함. 황토 세라믹 코팅제는 2002년부터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된 
기술이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기존의 불소수지와 PE 코팅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황토 세라믹 코팅제를 개발하여 2018년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및 제품화를 완료함.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용지로 293번길 1 

홈페이지	 www.loesspaper.com

연락처	 070-7390-3629

이메일	 loesspaper@naver.com

(주) 로이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생선·육류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기름 
튐을 감소시켜줌

Point ❷	 	항균, 항곰팡이, 탈취 기능을 보유하여 음식의 신선한 포장과 
보관 가능함

Point ❸	 	내수성, 내유성, 비점착성(non-stick) 기능을 보유하여 
깔끔하게 조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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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불소수지 특수코팅 전문업체로 금형 설계 및 제작, 
PRESS 가공, 표면 화학 처리 공정 등 SPRAY 코팅 분야 업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질의 고퀄리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DUPONT사, DAIKIN사, 한국이노기스사, 
화인세라믹사의 코팅 도료를 도입, 우수한 품질 기술력을 인증 
받아 고객사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성신이엔씨

베스타노 신비쿡 ▶ 제품 구매처

398,000KRW가격

베스타노 신비쿡은 IH 가열 방식을 통해 음식을 빠르게 조리해줍니다. 내솥을 기울이거나 세워 찌개부터 볶음, 구이까지 다
양한 요리가 가능하며, 내솥의 회전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내용물을 볶아주어 편하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K-키친 025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 328, 1층�

(고잔동)

홈페이지	 www.ss-enc.co.kr

연락처	 032-816-5580

이메일	 cch3859@hanmail.net

(주)성신이엔씨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신성실리콘

실리팟 프리미엄 	
실리콘 지퍼백

▶ 제품 구매처

12,000KRW가격

채소보관부터 요리까지! 주방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영구 실리콘 지퍼백입니다. 일회용 지퍼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상품으로 최근 환경의식이 높아진 소비자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받은 원터치 지퍼구
조와 스탠딩 설계로 사용이 편리하며, 뒤집어서 세척과 건조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상품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K-키친 026 
신성실리콘은 국내 최대규모 실리콘 전문제조사로 직영브랜드 
“실리팟”을 통해 깔끔한 디자인, 품격있는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실리팟(SiliPot)은 실리콘(Silicone)과 냄비를 
뜻하는 Pot의 합성어로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냄비를 뜻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93

홈페이지	 www.ssmold.co.kr

연락처	 032-575-2707

이메일	 jhshin@ssmold.co.kr

(주)신성실리콘

제품 특장점

Point ❶	 	지구를 위한 선택! 일회용 비닐을 대체할 반영구 사용 실리콘 지퍼백!�
한번 구매하면 3천번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편한 제로웨이스트 실천!

Point ❷	 	FDA 승인받은 무향, 무취 and 환경호르몬 NO검출, 플래티넘 실리콘 지퍼백!�
재료부터 생산까지 100% 국내생산으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

Point ❸	 	전자레인지, 오븐, 에어프라이어, 식기세척기, 수비드까지 모두 OK!	
내냉/내열온도 범위가 넓어서(-40~250℃) 냉동부터 열탕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

제품 특장점

Point ❶	 	짧은 시간 안에 조리가 가능합니다. 

Point ❷	 	내솥을 회전시키거나 고정하여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Point ❸	 	내솥을 세워 찌개, 찜 요리를 할 수 있고 
기울여서 볶음 요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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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유씨전자는 1978년 설립되어 요거트메이커, 녹즙기 등 
독창적인 기술 제품을 선보인 대한민국의 주방가전기업입니다. 
발효의 명가다운 지속적인 알고리즘 연구를 통해 쾌속 
요거트메이커를 2021년 선보였으며, 엔유씨만이 할 수 있는 
무한한 제품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엔유씨전자

엔유씨 	
스마트 요거트 메이커

▶ 제품 구매처

159,000KRW가격

발효의 명가 엔유씨에서 출시된 ‘스마트 요거트 메이커’는 엔유씨만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1L 용량의 요거트를 4시간만에 
제조할 수 있는 쾌속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현대사회에 최적화된 건강 지킴이 제품입니다. BPA FREE 트라이탄 용기를 사용
하여 위생과 안전을 모두 염두에 두었으며, 청국장, 치즈, 식초(효소) 등 다양한 발효식품 제조가 가능하게끔 알고리즘 설정
이 되어있어 간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K-키친 027 소재지	 대구시 북구 노원로 280 

홈페이지	 www.nuc.co.kr

연락처	 1577-8711

이메일	 nuchelp@nuc.co.kr

엔유씨전자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지닉스(주)

쉐프레 스마트 1구 	
인덕션

▶ 제품 구매처

168,000KRW가격

쉐프레 인덕션은 다양한 자동요리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요리에 서툰 사람도 누구나 쉽고 맛있는 요리가 가능합니다.

K-키친 028 지닉스 주식회사는 고효율 인버터 기술을 기반으로 인덕션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로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5년 인덕션 개발 경력과 인덕션 인버터 220만개 생산 경험이 
있으며 19건의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45, 301-606�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nics.kr

연락처	 032-326-0041

이메일	 jhpark@gnics.kr

지닉스(주)

제품 특장점

Point ❶	 �불조절이 필요없는 자동 밥짓기(압력솥 이용)

Point ❷	 다양한 자동요리기능

Point ❸	 2단 연결조리로 고객 맞춤형 레시피 메모리 기능

제품 특장점

Point ❶	 	4시간 쾌속기능�
1L 용량의 요거트를 단 4시간만에 제조 가능 

Point ❷	 	다기능 간식메이커�
요거트, 리코타치즈, 식초(효소), 청국장 등 
다양한 레시피 제조 가능

Point ❸	 	치즈망을 활용한 유청 분리 &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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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보는 알루미늄 주방용품 생산/판매 전분기업 으로서, 
미국,일본,중국,태국 등 세계 각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창립 이후 지금까지, 알루미늄 주방용품 생산이라는 
한길만을 걸어오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창보

직화 구이팬 ▶ 제품 구매처

69,000KRW가격

티쉐프 직화 구이팬 하나로 야외에서 먹던 바비큐 그릴과 같은 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현재 외식 및 캠핑이 늘어나는 시대 무
겁고 사용하기 힘든 제품보다는 가볍고 실용성 있는 제품을 선호 하고있습니다. 티쉐프 직화 구이팬 하나로 집에서 밖에서 
어디서든 간단하게 바비큐의 그릴 고기를 맛 보실수 있습니다.

K-키친 029 
소재지	 �대구 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

테크노순환로1길 11 

홈페이지	 www.techef.co.kr

연락처	 053-581-0901

이메일	 changbo9@hanmail.net

(주)창보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한일에스티에스(주)

통5중베르겐 냄비세트	
(10pcs)

▶ 제품 구매처

440,000KRW가격

베르겐은 한일의 대표 제품으로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광 마감된 내,외부와 Premium 제품으로 모든 구성
이 통5중으로 완벽하고 쉬운 조리와 관리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제작되었으며, 프리미엄 컬렉션은 우아하고 고전적인 
외관, 편안한 손잡이 각도, 인체공학적 손잡이 및 딱 맞는 뚜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K-키친 030 1962년 설립된 한일STS은 오래된 대한민국 스테인레스 주방용품 
제조사입니다. 한일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품질과 
디자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리기구, 균형, 구성 및 품질의 현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더 많이 
추구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
21번지 (김포대로 2474-18)

홈페이지	 www.hanilsts.com

연락처	 031-997-3111

이메일	 ahn@hanilsts.com

한일에스티에스(주)

제품 특장점

Point ❶	 �베르겐의 디자인은 프리미엄 
컬렉션과 우아하고 클래식한 
룩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인체공학적 손잡이.

Point ❷	 �캡슐 기술을 통해 edge roll의 
푸어링림 부식방지 최적화.

Point ❸	 	통5중 포스코 스테인레스로 
열전도율과 보존율이 탁월

제품 특장점

Point ❶	 	97%고순도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무게또한 가볍고 프라이팬 사이사이를 찢어 
캠핑에서 느끼던 직화 맛 그대로 느낄 수 있음

Point ❷	 �제품 구조상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이 양옆 
홀로 빠지는 구조로 설계

Point ❸	 	PFOA, PFOS 등 과불화함물 및 중금속 
관련하여 검사를 진행한 제품이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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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로얄금속공업(주)
HON 손톱깎이

002
케이알시(KRC)고려
KR-SG25-CL 보안경

003
체어플러스
Ori-Back 자세교정 의자

004
(주)광진상사
OROROC 필름 테이프 클리너

005
(주)네오메디칼
네오 세이프가드 KF94 방역마스크

006
(주)누보
닥터조 뉴트리버블

007
프리젠트(주)
두리 3.0 무소음 유아변기커버

008
(주)아임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기

009
㈜젠티스
락앤롤 매트리스

010
한울생약(주)
리꼬 베이비 구강청결티슈

011
(주)메이드바이맘
리꾸 에듀매트

012
㈜리틀캣
리틀캣 Cat Planet

013
(주)이맥솔루션
맥세이버 프로 디젤

014
(주)에이플러스
멍냥키친 한우 콜라겐껌꿀피부 / 
황금똥 트릿

015
(주)원스타인터내셔널
메가텐 캐릭터 소닉 
LED 아동 전동칫솔

016
(주)순수코리아
베베앙 아기물티슈

017
(주)플루토
서클 제로 고양이 자동 화장실

018
비엔디생활건강
세제혁명 프리미엄

019
(주)쓰임받는사람들
스노우키즈 거품물감

020
㈜스피드랙
스피드랙

021
(주)싸파에프앤시
싸파 프리미엄 도도 민물 낚시대

022
씨앤투스성진
아에르 마스크 (KF94)

023
(주)아이콘
아이리핏 텀블러 살균 건조기

024
(주)삼마제약
에스엠 케어 손 소독제

025
(주)바우와우코리아
오리지-7

026
(주)한국미라클피플사	
은나노스텝 다용도 세정제

027
(주)이온폴리스
이온폴리스 수온감응 3색 
LED 7단계 필터 샤워기

028
(주)다온에스아이	
이지드롭 변기크리너

029
(주)유피엘컴퍼니	
종이세제 한장으로 

030
(주)마더케이	
케이맘 처음물티슈

031
코코도르(주)	
코코도르 플라워 디퓨저

032
가온힐(주)	
코튼샤워 인서트 
기능성베개

033
㈜큐원	
쿠셔니 폼블럭 / 
실크 단열 벽지

034
(주)씨엠에이글로벌	
클리어씨 김서림방지 클리너

035
(주)모리스레포츠	
템플체인저

036
(주)쉐우드가구	
패브릭 소파

037
(주)아베크	
펫 토탈 살균 케어룸

038
(주)서현피엠에스
폴더윙 플러스 옷걸이

039
㈜제너럴네트	
프로폴린스 가글

040
(주)홈에디션명진	
홈에디션명진 걸이 고무장갑

041
케이아이글로벌	
스마트 똑구 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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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갈렙이앤씨
스타일러V3

043
(주)건영크리너	
에버웰 프리미엄
김서림 방지 클리너

044
(주)고그린라이프	
그로미미 젖병

045
(주)꿈비	
리코코 클린롤매트

046
주식회사 대성토이즈	
빙빙블록 클래식 슈퍼 빌딩세트

047
(주)더밤부	
순한대나무 아기헤아림
거즈 겉싸개

048
더조은(주)	
이피다 투명창마스크

049
(주)듀오백	
듀오백 골드

050
(주)디아룩스	
아쿠아디아 다이아몬드
샤워필터 & 샤워헤드

051
(주)리코블라인드	
누구나 오토 쉐이드

052
모니	
음료병에 장착하는 이유용품
모니캡&우유클립

053
(주)무계바이오농업회사법인	
따지

054
(주)보보코퍼레이션	
VOVO STYLEMENT

055
(주)블루마마	
실리콘&방짜유기 스푼포크

056
(주)블루베리	
블루아이디 고속
무선충전 살균기(BI-DS)

057
(주)수산홈텍	
가스타이머(HT-B35)

058
(주)스타양행	
확대경&일반경 양면
아크릴 탁상거울(HJ-088)

059
(주)스펙스테크	
SFEX Inside
자동 소화 멀티 콘센트

060
아방데코	
3단 접이식매트리스

061
에이로마(주)	
에이로마 골드에디션 디퓨저
(50ML·200ML·500ML)

062
(주)엘라이트	
FIRE HUNTER 자동소화시스템

063
주식회사 오션플로우	
아반펫 친환경 쿨매트

064
(주)이드엠	
차량용공기청정기 바라미5

065
(주)이엘엔터프라이즈	
보렐 필터샤워기 세트

066
(주)제이와이에스앤텍	
이지뷰 플러스
김서림방지 극세사

067
(주)제이월드산업	
알집 더블제로매트

068
주네프(유)	
코코내니

069
중원(주)	
러브
(중형·대형·롱라이너·	
일반라이너)

070
(주)지크린텍	
미엘 클래식 100매 캡형 	
물티슈

071
(주)코멕스산업	
코멕스 밀폐용기

072
(주)쿠나이앤티	
하이포닉 노스팅 	
편백수 귀세정제

073
(주)큐어라이프	
쓰리잘비 J01

074
(주)티에스피코리아	
조이버블	
(레드플로랄, 블루마린)

075
패숀팩토리(주)	
퍼피아 소프트 하네스

076
(주)푸드마스터그룹	
닥터할리 펫 밀크

077
(주)하모니데코	
아라벨르 레베카 	
알러지케어 침구세트 Q

078
한아툴스(주)	
플레티늄 매직렌치

079
(주)해피엘앤비	
더잠 차세대 인공지능 온열요

080
(주)헤리티지벤처스	
르프레시 유기농
순면커버 비건생리대(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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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로얄금속공업(주)

HON 손톱깎이 ▶ 제품 구매처

45,000KRW가격

HON 손톱깎이는 60년 혼을 담아 만든 로얄금속공업의 의의입니다. 로얄금속공업은 ‘어떤 손톱깎이가 좋은 손톱깎이인
가?’라는 물음에, ‘손톱깎이란 잘 깎이고 오래 써야 하며, 두고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단순
하지만 어려운 질문의 해답이 바로 HON 입니다.

K-리빙 001 로얄금속공업은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손톱깎이 코털 정리기 등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392번길 22

홈페이지� www.royalmetal.co.kr

연락처� 032-346-3738

이메일� sale@royalmetal.co.kr

로얄금속공업(주)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곧고 매끈한 날│일반 손톱깎이의 날과 달리 표면과 끝이 �
매우 매끈하고 예리함

Point ❷	 	손쉽게 눌러지는 지렛대│지렛대 이음새가 부드럽게 제작되어 
손이 작거나 힘이 약해도 편하게 사용 가능

Point ❸	 	효율성 극대화│오로지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그 이외의 요소는 
모두 절제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며, 손톱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실리콘 튐 방지 장치를 부착하여 절제된 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고 정확하게 손톱 케어 가능

케이알시고려는 품질과 전문성을 지표로 삼아 최고의 제품 개발과 
공급이라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 품질방침 및 품질 
목표를 정하고, 회사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관리하여 
고객이 믿고 찾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217-5

홈페이지� www.krceyewear.com

연락처� 053-382-6519

이메일� krcsafety@hanmail.net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케이알시(KRC)고려

KR-SG25-CL
보안경

케이알시(KRC)고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내충격성이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 렌즈 사용

Point ❷	 	자외선 차단 99.99%

Point ❸	 	스포츠 고글 타입의 트랜디한 디자인 보안경

▶ 제품 구매처

9,000KRW가격

산업용, 의료용, 일상용, 생활필수품 보안경으로 자외선, 미세먼지, 외부의 충격 및 바이러스 및 세균으로부터 눈과 눈 점막을 보
호해 주는 보안경입니다.

K-리빙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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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플러스는 바른 자세와 건강한 허리를 위한 
건강 의자 전문 브랜드입니다.

소재지� 인천 계양구 서운산업로50번길 12-12, 2층,3층

홈페이지� www.chairplus.com

연락처� 031-435-2244

이메일� hi-junseok@hanmail.net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체어플러스

Ori-Back
자세교정 의자

체어플러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뒤틀린 좌우 골반 밸런스를 유지시켜 자세 교정 및 골반교정 바른 자세 형성

Point ❷	 	이동과 수납이 용이한 접이식 등받이

Point ❸	 	패드를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으며 세탁 가능

▶ 제품 구매처

79,000~99,000KRW가격

허리의 기초인 골반 축을 바르게 세워야 아픈 허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체어플러스는 평소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등을 
기대는 잘못된 습관을 올바른 자세로 교정하여 올곧은 골반을 만들어 줍니다.

K-리빙 003 광진상사는 2003년 공장을 설립하여 
홈 케어 용품 제조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3M Global 등록 업체입니다.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3로 80

홈페이지	 www.cleebee.co.kr

연락처	 053-851-9372

이메일	 kjrnd@naver.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광진상사

OROROC
필름 테이프 클리너

㈜광진상사

▶ 제품 구매처

11,900KRW가격

친환경 수용성 접착제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닿고, 반려동물의 입에 들어가도 안전한 제품입니다. 필름 재질로 깔끔하게 
떨어짐은 물론이고 섬유 손상을 최소화했으며, 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K-리빙 004 

제품 특장점

Point ❶	 	S 웨이브 굴곡 패턴으로 섬유 속, 장애물 속 먼지까지 깔끔하게 제거

Point ❷	 	환경을 생각한 종이 포장박스 및 친환경 수용성 점착제 사용

Point ❸	 	귀여운 고양이 패턴 디자인에 털이 잘 보이도록 그레이톤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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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네오메디칼

네오 세이프가드
KF94 방역마스크

▶ 제품 구매처

500KRW (1매입)

2,000KRW (5매입)

가격

네오메디칼은 얼굴에 밀착되어 외부의 이물질이 옆부분에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입 부분은 입술에 닿지 않아 립스
틱이 마스크에 묻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V라인 형태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와 패션, 시각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K-리빙 005 
네오메디칼은 경쟁력 있는 약국경영의 동반자이자,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155-34

홈페이지	 www.neomedical.co.kr

연락처	 031-906-5056

이메일	 jiho@neomedical.co.kr

제품 특장점

Point ❶	 	얼굴에 밀착시키기 위해 억지로 끈을 
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얼굴에 
밀착되어, 마스크 착용 시 겪는 귀의 
아픔을 최소화

Point ❷	 	립스틱을 바르고 착용해도 마스크에 
립스틱이 묻어나지 않아 보다 
위생적이며 고효율 하드쉘필터 
적용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쾌적

Point ❸	 	4중 필터 구조의 초정전 필터로 황사,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보호할 수 있는 �
방역 마스크

㈜네오메디칼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누보

닥터조
뉴트리버블

▶ 제품 구매처

5,000KRW가격

가정원예용 발포형 식물 영양제로 별도의 계량 필요 없이 정제 1개를 2~4L의 물에 녹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발포성 비료 
제품 관련 특허를 보유한 제품입니다.

K-리빙 006 ㈜누보는 화학비료, 친환경 유기농 자재 골프장, 
조경, 산림, 도시농업 등에 특화된 자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5동 102호 

홈페이지	 www.nousbo.com

연락처	 1544-3098

이메일	 nousbo@nousbo.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기존 식물영양제는 농업용 비료 �
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수준으로 
사용법이 어렵고 불편한데 반해 �
당사 제품은 사용이 용이함

Point ❷	 	기존 액상 형태와는 다른 고농축 �
압축 고형 식물영양제

Point ❸	 	특별한 계량이 필요 없이 사용이 용이함

(주)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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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는 ‘현재’와 ‘선물’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로, '현재는 선물이다'라는 메세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순간순간을 행복으로 
채우길 바라며,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디자인 기업입니다.

소재지� 부산 수영구 황령산로 31 프리젠트(주)

홈페이지� www.itspresent.co.kr

연락처� 070-7863-5053

이메일� jhb@itspresent.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프리젠트㈜

두리 3.0 무소음
유아변기커버

프리젠트(주)

제품 특장점

Point ❶	 	인체공학적 3D 업체 설계

Point ❷	 	조용한 욕실을 위한 트리플 무소음 설계

Point ❸	 우리 아이를 지키는 항균 플라스틱 소재

▶ 제품 구매처

42,900KRW가격

동물 형상과 원색 위주의 타 유아 제품들과 달리,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모던한 디자인과 컬러를 가진 제품입니다. 두리변기커
버는 2013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70만 개의 누적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변기 국내 판매 1위로 까다로운 한국 소비
자들에게 검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자연스럽게 무릎각을 10도 올려주므로 올바른 배변 자세를 유도해 
보다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K-리빙 007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아임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기

▶ 제품 구매처

168,000KRW가격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기는 드라이어 사용 방식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핸즈프리 드라이
어입니다. 신축성 있는 플렉시블 호스를 이용한 핸즈프리 개념의 신개념 드라이어로 모발 건조뿐만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반
려동물 목욕 후 건조, 영유아 목욕 후 건조, 양말, 신발, 식기, 의류 등에도 다목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리빙 008 2011년, 창의·혁신·도전정신으로 창업한 주식회사 아임입니다. 
사명은 ‘회사의 구성원 개개인이 주인 정신을 갖고, 
창의·혁신·도전정신으로 개발한 제품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익산시 약촌로 8길 20-23 �
� 표준공장1호동3층303호 

홈페이지	 www.duzdryer.com

연락처	 070-8633-8833

이메일	 im.coco@imco.kr

제품 특장점

Point ❶	 	방향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360도 플렉시블 호스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Point ❷	 	용도에 따라 온도 및 풍량을 12단계로 
조합하여 사용 가능

Point ❸	 	자동차,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BLDC 
모터 사용하였으며 마찰 브러쉬를 
없앰으로써 불꽃 발생과 마모를 방지해 
3만 시간 이상의 사용 시간 확보

(주)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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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티스는 침대와 매트리스 전문 기업으로 시작해 
종합 생활가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3-10 �
� 글로리타워 301호

홈페이지� www.gentice.co.kr

이메일� dntns@gentice.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젠티스

락앤롤 
매트리스

㈜젠티스

▶ 제품 구매처

249,000KRW (SS)

299,000KRW (Q)

가격

편안함에 편리함까지 더한 매트리스입니다. 수천 번의 샘플 제작과 수만 번의 스프링 테스트 그리고 국내 인정기관 스프링 압축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친환경 인증과 라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았고, 엉클베드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도 당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롤 팩 매트리스로 출시 11개월 만에 1만 개나 판매된 인기 매트리스입니다.

K-리빙 009 

제품 특장점

Point ❶	 	9존 유닉(독립)스프링│내구성, 탄력, 복원력이 뛰어난 스프링을 
인체 굴곡을 따라 총 9개로 독립 설계함으로써 건강한 수면이 
가능하며, 옆 사람의 뒤척임에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숙면 가능

Point ❷	 	락앤롤만의 에어셀폼│온몸을 감싸주는 듯한 수백만 개의 
에어셀이 눕는 순간 차원이 다른 포근함을 선사

Point ❸	 	디테일이 다른 원단│포근한 터치감 및 오염이 적은 삼중직 �
고급 니트 원단, 스프링의 마찰 소음을 줄이는 소프트 견면, 밀림 
방지 도트 원단 등으로 만족감 증가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한울생약(주)

리꼬 베이비
구강청결티슈

▶ 제품 구매처

5,900KRW가격

영유아(0~6개월)용 구강 청결 티슈로 100% OCS 유기농 인증 Cotton만 사용하였으며, 초순수 외 기타 화학물질이나 방부제
가 첨가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K-리빙 010 한울생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멸균 기술력을 자랑하는 
물티슈 전문 기업입니다. 1991년 설립 후 30년가량 물티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에 쓰이는 
살균보다 한 단계 높은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고온/고압/멸균 
기술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423-95 

홈페이지	 www.hanul.co.kr

연락처	 031-956-9071

이메일	 james@hanul.co.kr

한울생약(주)

제품 특장점

Point ❶	 	1100% OCS 유기농 Cotton 사용, 
100% 초순수 적용

Point ❷	 	섭씨 121도 고온, 고압 멸균 
처리(무방부제)

Point ❸	 	화학물질, 방부제 무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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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창업한 유아용 pvc 매트 제조사로 청년 여성 창업 
기업입니다. 소리펜으로 공부할 수 있는 놀이용 에듀매트와 
감각적인 디자인의 일반매트를 안전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며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3대 유아 전시회 중 하나인 
홍콩 베이비페어에서 유아용품 부문 베스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
208호 (트레이드 벤처플라자)

홈페이지	 www.liku.co.kr

연락처	 02-1833-2969

이메일	 liku.haru2019@gmail.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메이드바이맘

리꾸 
에듀매트

(주)메이드바이맘

▶ 제품 구매처

199,000~359,000KRW가격

소리, 6개 언어, 3천 개 콘텐츠를 스치듯 자연스럽게 아이의 뇌에 각인시키는 리꾸 영재 매트입니다. 리꾸 에듀매트는 언어 습득 
효과가 가장 뛰어난 영유아 시기에 매트 위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영어·중국어·스페인어·일본어·베트남어 등 6개 국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K-리빙 011 

제품 특장점

Point ❶	 	심플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안전한 PVC 유아 안전 매트

Point ❷	 	사운드 펜을 PVC 매트에 인식하여 6개국어로 놀이하며 학습 가능

Point ❸	 	특허받은 놀이 매트로 중국 CCIC 인증 획득 완료(중국 질량인증)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리틀캣

리틀캣
Cat Planet

▶ 제품 구매처

2,000,000KRW가격

다이어트 사료와 산책도 거부하는 비만묘를 위하여 리틀캣이 선보이는 고양이 전용 스마트 런닝머신입니다. 커다란 다람
쥐 쳇바퀴처럼 생긴 캣 휠 가운데 LED 램프가 있어, 빛에 반응하는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올라타 놀이 겸 운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묘에게 건강과 훌륭한 놀이기구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K-리빙 012 
㈜리틀캣은 CES 2019에서 본 제품을 공개한 후 
400만 달러 규모의 매매의향(LOI) 실적을 거둔 기업입니다.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236-29, �
2층 207호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관)

홈페이지	 www.thelittlecat.kr

연락처	 070-4250-2916

이메일	 j266@thelittlecat.kr

㈜리틀캣

제품 특장점

Point ❶	 	스트레스 없이 스스로 운동 유도│휠 가운데 장착된 �
LED 램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유도

Point ❷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IOT 기반 기술을 �
적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고양이의 체중, �
체지방을 체크할 수 있으며 수집된 운동 자료를 분석하여 �
맞춤형 운동 습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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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이맥솔루션

맥세이버 프로
디젤

▶ 제품 구매처

15,000KRW가격

맥세이버 프로 디젤은 연료 첨가제 전문 기업인 이맥솔루션이 한국화학연구원과 산업자원부 국책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
여 개발부터 제조, 특허 등록까지 모두 자사 내부 연구소 및 공장에서 진행해 국내 기술로만 이루어진 제품으로, 자동차의 성능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K-리빙 013 (주)이맥솔루션은 정유 회사에서 원유, 석유 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과 석유 정제 공정의 생산성 향상 및 고청정 
연료 첨가제, 대체 연료 등을 개발해 온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설립한 환경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곰배미길 63 

홈페이지	 www.emaxsol.com

연락처	 070-4942-4730

이메일	 hbheo@emaxsol.com

(주)이맥솔루션

제품 특장점

Point ❶	 	세탄가 향상│고효율 세탄가 향상제를 
다량 함유하여, 디젤 차량의 세탄가를 올려 
착화성을 증가시켜 연비, 소음 개선 및 �
출력 향상에 도움

Point ❷	 	윤활성 향상│자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
국내 유수 정유 회사에 공급 중인 품질과 
성능이 입증된 제품으로 차량 엔진 수명 연장, 
연료 펌프 및 인젝터 마모 방지, �
소음 진동 감소에 효과적

Point ❸	 	청정 분산│자사에서 직접 개발한 �
청정 분산제인 PIBSI가 차량 연소실, 
흡입밸브, 인젝터 등에 불완전 연소 생성물의 
침적을 방지하며 연소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해 엔진 청정, 주행성능 개선, 연비 향상, 
매연감소에 도움

㈜에이플러스는 2008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반려견·반려묘 사료, 반려동물 용품 및 
반려동물, 수족관 용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반려동물과 사람을 위한 1등 기업’이라는 비전을 갖고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258번길 5

홈페이지	 www.apluspet.co.kr

연락처	 032-224-3579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에이플러스

멍냥키친 한우
콜라겐껌꿀피부 / 황금똥 트릿

㈜에이플러스

▶ 제품 구매처

4,900 / 9,900KRW가격

오랜 기술을 바탕으로 엄선된 재료들을 사용하여 풍부한 영양과 효능을 첨가한 반려견 간식입니다. <한우콜라겐 껌 꿀피부>는 
우내피와 연어가 들어가 반려견의 피부와 뼈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단호박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황태는 간 건강을 튼튼하게 해
주어 면역력을 키우고, 체내 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황금 똥 트릿>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해 반려견
의 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영양가 높은 소고기와 연어를 사용하여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높은 간식
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반려견에게 특히 좋습니다.

K-리빙 014 

제품 특장점

Point ❶	 	콜라겐을 함유하여 피부 케어 가능

Point ❷	 	프로바이오틱스 함유로 장 건강에 도움

Point ❸	 	방부제, 발색제, 합성 향료 무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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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원스타인터내셔널

메가텐 캐릭터 소닉 LED 
아동 전동칫솔

▶ 제품 구매처

36.42USD가격

전 세계에 판매되는 메가텐 음파 칫솔은 백화점, 면세점 입점 브랜드로 ㈜원스타인터내셔널에서 디자인·개발·제조한 대한민국 
상품입니다. 메가텐 제품은 국내외 여러 국가에 상표 및 디자인 특허 등록되어 있습니다.

K-리빙 015 ㈜원스타인터내셔널은 2007년 전 세계 유·아동 명품 교육 완구 
브랜드를 한국에 수입, 소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360도 
헤드 칫솔을 세계 시장에 내놓았고,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현재는 세분화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오랄 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
� A동 1405호

홈페이지	 www.one-star.co.kr

연락처	 1600-3619

이메일	 spncr@one-star.co.kr

㈜원스타인터내셔널

제품 특장점

Point ❶	 	보다 쉬워지는 아이와 함께하는 양치질

Point ❷	 	배탈 걱정 없는 안전한 치약

Point ❸	 	입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춰주는 LED

㈜순수코리아는 자체 생산시설, 연구소와 독자 브랜드를 보유한 
물티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또한 세계 여러 국가에 물티슈를 
직수출하며 국산 물티슈의 세계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1길 51 

홈페이지	 www.soonsukorea.co.kr

연락처	 054-372-5118

이메일	 sales@soonsukorea.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순수코리아

베베앙
아기물티슈

㈜순수코리아

▶ 제품 구매처

21,900KRW가격

ISO9001, ISO14001, 경구독성·인체첩포·20종 유해 물질 불검출 테스트 등으로 안전성을 입증받은 제품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99% 이상의 정제수와 EWG 1등급의 안전한 화장품 성분으로 제조(일부 모델 제외)하였고 자체 노
하우를 통해 제품이 1장씩 뽑히도록 팝업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독일 Dermatest에서 그 성분를 검증받았으며, 2019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K-리빙 016 

제품 특장점

Point ❶	 	더마톨로지·경구독성·인체첩포 테스트 등으로 안전성 입증

Point ❷	 	EWG 1등급 원료만 사용(일부 모델 제외)

Point ❸	 	프리미엄부터 보급형 모델까지 소비자 맞춤형 라인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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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는 2018년 설립된 반려동물 헬스케어 바이오 
펫 테크 전문 기업입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창조적이며 미래적인 디자인에 기술을 더해 생활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사의 목표입니다. 또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시간을 오래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Iot 앱 플랫폼 PLUTO를 개발 중입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66-1

홈페이지	 www.plutostory.com

연락처	 070-7576-1305

이메일	 hmyang@plutostory.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플루토

서클 제로 고양이
자동 화장실

(주)플루토

▶ 제품 구매처

650,000KRW가격

고양이 배변 후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배변만 걸러 치워주는 배변 자동 처리 장치입니다. 자동으로 화장실을 치워주기 때문
에 며칠간 집을 비우더라도 고양이들에게 늘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허받은 기술로 벤토나이트, 두부 모래 등 종류
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며, 물체 인식 센서로 작동해 안전합니다. 2019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출품했으며, 구 형태 그대로의 
감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집안 인테리어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K-리빙 017 

제품 특장점

Point ❶	 	스마트한 기능│고양이가 배변활동을 한 후 스쿱이 360도 돌아가며 자동으로 배변만 걸러줌으로써 �
직접 배변을 치우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 기기

Point ❷	 	냄새 억제 및 모래 소비량 감소│배변 슬라이드와 상형 커버, 총 두 가지가 배변이 들어있는 배변통의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냄새를 처리하고, 모래량이 일반 화장실보다 1/3가량 적게 들어 유지비 절감에 도움

Point ❸	 	안전한 기능│물체 감지센서가 고양이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안전하며, �
쌓여있는 배변이 없도록 배변 후 7분 뒤에 걸러 주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늘 쾌적한 화장실 이용 가능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비엔디생활건강

세제혁명
프리미엄

▶ 제품 구매처

9,800KRW가격

약 4,500만 통의 생산 실적으로 대한민국 가루세제의 혁명을 일으킨 제품입니다. 화학성분이 아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세제 및 청소, 설거지, 세정 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K-리빙 018 
비엔디생활건강은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비엔디생활건강은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모두에게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엔디생활건강은 이미 세제혁명의 효과로 
그 명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극산단길 31

홈페이지	 www.e-seje.com

연락처	 1577-1600

이메일	 bnd8481@hanmail.net

비엔디생활건강

제품 특장점

Point ❶	 	화학성분(형광증백제, 인산염, 색소, 소포제) 무첨가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

Point ❷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자연 유래 성분으로 제조

Point ❸	 	세탁, 청소, 주방(2종 위생용품) 등 다목적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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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받는사람들은 ‘제2의 뇌’라고 불리는 피부를 자극하여 
영유아들의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손으로 가지고 노는 물감, 손으로 만지는 점토, 손으로 
그리는 크레용 등을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유아 물감(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감류의 
장난감-핑거페인트) 안전성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452번길 24

홈페이지� snowkidsartlab.com

연락처� 0507-1346-3782

이메일� ssuim@snowkids.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쓰임받는사람들

스노우키즈
거품물감

(주)쓰임받는사람들

제품 특장점

Point ❶	 	특허 및 인증받은 거품물감│특허 제10-1435614호 및 
한국(KC)과 유럽(CE_EN71-3), 미국(CPSIA)에서 안전 인증 획득

Point ❷	 	아이들 손에 적합한 에코버블러│아이가 한 번 놀이할 수 있는 
양만큼 용기에 덜어서 사용 가능

Point ❸	 	집에서 즐기는 엄마표 미술│번거로워 보이기만 했던 촉감놀이를 
집에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

▶ 제품 구매처

17,500KRW가격

최초로 특허받은 ‘국가대표 입체 핑거 페인트’ 거품 물감으로, 엄마표 미술을 원하시는 어머니들, 오감발달 미술교육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기획·제조한 제품입니다. 부드러운 촉감으로 아이들이 물감에 대한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아이들이 물감을 
휘젓는 놀이 패턴을 고려하여 물감이 섞일 때 고유색을 유지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니 만큼 몸에 좋
지 않은 형광증백제는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K-리빙 019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 스피드랙

스피드랙 ▶ 제품 구매처

95,000KRW가격

스피드랙은 손쉽게 원하는 형태로 조립하고, 자유롭게 변형 및 확장이 가능한 반영구적 조립식 가구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멀티로 활용 가능하며, 업계 최다 30,000여 가지의 다양한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자재를 운영하고 있어 가정·오피스·상
업공간·창고 등 공간의 크기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가
격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정리가 필요한 순간에 초점을 맞춘 스피드랙은 집안 구석구석 정리와 수납이 필요한 공간을 깔끔하
게 정돈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줍니다.

K-리빙 020 ㈜스피드랙은 1979년에 설립한 무볼트 조립 선반 스피드랙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00% 국내 기술, 국내 강철 소재로 생산되어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현재 국내 온·오프라인 
대리점과 자사몰, 해외 아마존 및 대형 벤더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367-26

홈페이지	 www.speedrack.kr

연락처	 1644-9258

이메일	 pingo3@speedrack.kr

㈜ 스피드랙

제품 특장점

Point ❶	 	무볼트·저소음·핸드형 조립	
기존 무볼트 형태 선반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립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망치 사용을 최소화하여 퇴근 후 늦은 
저녁시간에도 층간 소음 없이 조용한 조립 가능

Point ❷	 	업계 최다 사이즈 보유	
30,000여 가지의 다양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어 공간의 크기와 형태에 �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조합하고 변형이 가능한 만능 선반

Point ❸	 	흔들림 없는 튼튼한 내구성	
특허받은 결속 프레임은 마찰면이 넓어 
흔들림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납물의 
무게와 중력에 의해 더욱 결속력을 생성해 �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안전한 사용 가능

� �(단 당 150kg, 5단 기준 총 750kg의 �
GFCC 내하중 테스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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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파에프앤씨는 낚시에 필요한 모든 낚시 용품과 캠핑, 
생활용품을 개발·생산·판매·AS까지 직접 수행하는 종합 낚시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 낚시 대표 기업이 세계의 대표 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상오정로 137

홈페이지	 www.sapa.co.kr

연락처	 032-226-4800

이메일	 sapafc@naver.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싸파에프앤씨

싸파 프리미엄
도도 민물 낚시대

(주)싸파에프앤씨

▶ 제품 구매처

99,000KRW가격

프리미엄 도도 낚싯대는 대한민국 어떤 대물 낚싯대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성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국산 민물 낚싯대로, 
1.8칸에서 5.3칸까지 18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얼하게 전달되는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2:8 비율의 밸런
스 설계로 강력한 허리 힘과 뛰어난 제압 능력을 선보입니다. 특히 완벽한 설계 제작에 기반한 밸런스에서 나오는 부위별 휨
새의 정확도로 앞치기와 대물 제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 브랜드 가치 평가 1위에 선정(낚싯대 부문)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K-리빙 021 

제품 특장점

Point ❶	 	초고탄성 40톤 하이카본 블랭크 채용│순도 100% 고밀도 40톤 카본과 �
나노 레진이 함유된 최고급 원단 채용으로 1.2kg까지 완전 랜딩 가능

Point ❷	 	2:8 비율의 최적 경질대│리얼하게 전달되는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2:8 
비율의 밸런스 설계로 강력한 허릿심과 뛰어난 제압력 자랑

Point ❸	 	차별화된 최고급 무변도장과 코팅 마감│기능성을 겸비한 디자인 도장 
방식으로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도도만의 컬러를 완성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씨앤투스성진

아에르 마스크
(KF94)

▶ 제품 구매처

1,190KRW가격

아에르는 필터 전문 기업 씨앤투스성진에서 에어세이프 기술로 만든 KF 인증등급 마스크입니다.

K-리빙 022 씨앤투스성진은 에어 필터 및 산업·소비자용 마스크 제조 판매 
기업으로, 고성능 에어 필터 부문 한국 1위입니다. 
맑은 공기를 연구하는 씨앤투스성진은 고성능 고효율 집진필터 
원단 원천 기술 및 생산 시스템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소재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길 21, �
SR빌딩 3층 마스크사업본부

홈페이지	 www.cntus-sungjin.com

연락처	 02-585-5915

이메일	 maskteam@cntus-sungjin.com�
� hkim@cntus-sungjin.com

씨앤투스성진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고효율 필터를 사용하여 미세먼지 차단율 94%

Point ❷	 	호흡기 저항률 70Pa 이하로 편하게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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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은 2016년 설립된 소형 살균기·가습기 생산 업체입니다. 
아이콘의 브랜드 ‘아이리핏’은 다시 맞추다를 뜻하는 ‘Reset’과 
맞추다는 의미의 ‘Fitting’을 조합해 탄생한 이름입니다. 
제품을 처음 상태로 다시 깨끗하게 하며,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건강하게 맞춰 나가는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아이콘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아이콘

아이리핏 텀블러
살균 건조기

▶ 제품 구매처

32,000KRW가격

아이리핏 텀블러는 15분이면 살균과 건조가 동시에 해결되는 스마트한 텀블러 살균 건조기입니다.

K-리빙 023 

제품 특장점

Point ❶ 	광생물학적 안전성 테스트를 검증받아 피부에 닿아도 무해한 자외선을 사용

Point ❷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99.9% 인정받은 살균력(칫솔, 핸드폰, 젖병 등등)

Point ❸ 	동반성장몰, 쿠팡 등 10여 개 유통채널 진출 및 중국 시장 진출 예정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65-1 �
송원학원 청솔관 2층 18호

홈페이지 www.irefit.co.kr

연락처 062-953-2606

이메일 iconemail@naver.com

(주)아이콘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삼마제약

에스엠 케어
손 소독제

▶ 제품 구매처

3,500KRW (500ml)가격

고농도의 에탄올(83%)이 함유되어 살균력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피부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로에 보습제를 첨가한 고품
질의 제품입니다. 미국 FDA 의약외품 등록 상품이며, 미국,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 개인 방역 용품입니다.

K-리빙 024 삼마제약은 개발 의뢰, 임상 테스트, 제품화, 업무추진력, 
축적된 기술로 좋은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성장하는 완제 
의약품 제조 기업입니다. 삼마제약은 대한민국 스마트 헬스 및 
바이오 테크 산업의 미래를 여는 것을 목표로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갖바치로43, 1-3층

홈페이지	 www.sammapharm.com

연락처	 031-8042-3431

이메일	 samma1235@hanmail.net

(주)삼마제약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고농도의 에탄올(83%) 함유로 
살균력 극대화

Point ❷	 	미국 FDA 의약외품 등록 상품

Point ❸	 	알로에 보습제가 첨가되어 
우수한 보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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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바우와우코리아

오리지-7 ▶ 제품 구매처

15,000KRW가격

USDA 및 국내 유기농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제품으로 육골분이나 육분말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방목 닭과 신선한 육류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에서 인정한 최상위 등급인 SQF Level 3 인증을 받은 반려동물 
식품 제조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이며, 유기농 원료의 특징인 항산화 작용과 알러지 예방에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고급 반습식 
사료입니다.

K-리빙 025 ㈜바우와우코리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 
회사 설립부터 반려동물 식품 제조의 선두주자로서 
반려동물의 바른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100-61

홈페이지	 www.bowwowkr.com

연락처	 051-266-8082

이메일	 bowwowkr@hanmail.net

(주)바우와우코리아

제품 특장점

Point ❶	 	수분 20% 내외의 높은 수분 함량으로 소화 흡수율이 타제품 대비 매우 뛰어나며, �
저온 건조 공법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생육의 맛으로 높은 기호성

Point ❷	 	국내외에서 검증받은 프리미엄 유기농 제품으로, 타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육골분 또는 
육분말이 아닌 유기농 방목 닭을 사용

Point ❸	 	화학 보존제, GMO, 성장 호르몬, 착색제, 인공 향미료 등은 일체 포함되지 않았으며, 
생산부터 가공까지의 모든 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가진 USDA 및 국내 유기농 인증을 획득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한국미라클피플사

은나노스텝
다용도 세정제

▶ 제품 구매처

17,000KRW (550ml)

20,000KRW (1,100ml)

가격

오렌지에서 추출한 오렌지 오일을 주성분으로 만든 친환경 다목적 세정제입니다. 분무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세정, 살균, 
탈취 기능의 멀티 세정제입니다.

K-리빙 026 ㈜한국미라클피플사는 종합 세제 전문 메이커로 환경과 인체에 안전한 
친환경 세제를 연구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일반유통, 방문판매, 홈쇼핑, 쇼핑몰, 특판 등)을 통해 50여 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한국미라클피플사

제품 특장점

Point ❶	 	오렌지 오일 성분을 업그레이드 
하여 더욱 강력한 세척력 발휘

Point ❷	 	인공향료, 락스 등 9가지 유해 물질 
불검출 및 피부 비자극 인증으로 
안전한 사용 가능

Point ❸	 	알로에, 병풀, 백년초 �
자연 추출물을 함유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
용정경제로1길 94-1

홈페이지	 www.kmpc.co.kr

연락처	 02-2631-2461

이메일	 kmpc@km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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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이온폴리스

이온폴리스 수온감응
3색 LED 7단계 필터 샤워기

▶ 제품 구매처

39,800KRW가격

이온폴리스 7단계 LED 온도 표시 비타민 필터 샤워기는 가정의 욕실에서 샤워 시 비타민 필터를 통한 잔류 염소 제거와 아
로마 테라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세디먼트 필터를 통한 녹물·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K-리빙 027 이온폴리스는 ‘사람 중심’, ‘자연 중심’, ‘행복한 삶의 중심’이라는 
회사 철학을 바탕으로 친환경 물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합니다. 
녹물 제거 샤워기, 비타민 필터 샤워기, 수소수기, 가글 필터 
워터픽, 수소 미스트, 휴대용 수소수기, 이온수기 등을 제조합니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77번길 28 �
이온폴리스 타워 3층

홈페이지	 www.ionpolis.com

연락처	 070-5101-2420

이메일	 cos888@naver.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LED 물 온도 센서 (차가운 물 35℃ 이하 블루, 미온수 35~40℃ 그린, �
뜨거운 물 40℃ 이상 레드) 부착

Point ❷	 	비타민 필터를 통한 잔류 염소 제거 및 아로마 테라피, 피부 보습

Point ❸	 	세디먼트 필터를 통한 녹물 이물질 제거

㈜이온폴리스

▶ 제품 구매처

(주)다온에스아이는 2017년 7월 제조설비를 증설하고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과 직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에는 신라호텔 서울, 제주에 납품하고 
롯데마트 할인점 및 GS마트, 신세계 자주, 모던하우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다온에스아이

이지드롭
변기크리너

(주)다온에스아이49,800KRW가격

쉽고 간편하게 변기를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일회용 브러시에 세제가 들어 있어 물이 닿으면 바로 청소가 
가능하며, 청소가 끝난 후 변기 속에 버리면 말끔한 뒤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K-리빙 028 

제품 특장점

Point ❶	 	세정제 일체형 브러시│일회용 브러시에 세제가 들어 있어 물에 닿으면 바로 청소 가능

Point ❷	 	특허받은 기술력│청소가 끝난 후, 뒤처리할 필요 없는 간편함

Point ❸	 	살균 99.9%│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까지 닦아내는 세척력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416번길 18-1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easydrop

연락처	 031-594-0605

이메일	 daon16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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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피엘컴퍼니는 세제를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서, 
기존의 분말이나 액상세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계량의 불편함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친환경 종이세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 OEM/ODM 제품 또한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유피엘컴퍼니

종이세제 한장으로 
(주)유피엘컴퍼니

▶ 제품 구매처

11,000KRW가격

울(Wool)세탁은 물론 기능성의류를 포함 물세탁이 가능한 모든 섬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기
존 세제를 대체하고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세탁세제입니다.

K-리빙 029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208번길 42

홈페이지	 www.uplclean.com

연락처	 02-598-9798

이메일	 upl@uplclean.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찬물에도 100% 용해되며 시트 형태의 규격화로 세제의 과다사용을 방지하고 
섬유유연제가 필요 없는 스마트한 All-in-One 세탁세제(일반, 드럼세탁기 겸용)

Point ❷	 	특허 및 국내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종이세제로서 형광증백제, 방부제, �
중금속 등 유해성분 무검출과 각종 안전성 관련 시험완료로 안심 세탁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마더케이

케이맘 처음 물티슈 ▶ 제품 구매처

2,900KRW (1팩)가격

프리미엄 엠보싱 원단으로 아몬드 시드 오일이 함유되어 보습과 진정을 돕는 물티슈입니다. USDA 인증을 받은 시드 오일을 
첨가한 물티슈로 독일 더마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특히 국내 기술인 논팝업 기술로 한 장씩 뽑아 쓰도록 되어 위생적이고 경
제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K-리빙 030 ㈜마더케이는 2010년 아이를 위해 믿고, 선택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아용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 엄마가 마더케이 제품을 사용하며 육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마더케이의 꿈입니다.

(주)마더케이

제품 특장점

Point ❶	 	논팝업(NON-POPUP) 기술

Point ❷	 	USDA 인증을 받은 시드 오일 첨가

Point ❸	 	프리미엄 엠보싱 원단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
이노밸리클러스터

홈페이지	 www.motherkmall.co.kr

연락처	 070-4706-1472

이메일	 marketing@mothe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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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코코도르(주)

코코도르 플라워
디퓨저

▶ 제품 구매처

11,900KRW가격

코코도르 플라워 디퓨저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하여 생화의 아름다움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고품질 플라워 
디퓨저입니다. 일반 드라이플라워와 달리 생화에 가까운 감촉을 느낄 수 있으며 물 없이도 1~3년간 생화의 선명한 색상, 
질감, 볼륨 등의 특징을 그래도 간직할 수 있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리빙 031 코코도르㈜는 2002년에 설립된 디퓨저 제조·유통 전문 기업으로, 
국내 디퓨저 시장의 혁신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디퓨저의 대중적인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 개발에서부터 
제조, 유통까지 전 공정을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
왕담로 145-17

홈페이지	 www.cocodor.co.kr

연락처	 02-3445-0101

이메일	 cocoadmin@cocodor.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고품질과 제품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킨 디퓨저│식물성 에탄올을 베이스로 국내산 고품질 프리미엄 향료를 사용하여 제조되며, 조향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제품력과 안전성 모두 확보

Point ❷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 디자인│자사에서 직접 재배한 생화를 특수 가공하여 활용함으로써, 생화의 아름다움을 장기간 
유지. 타사 제품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 창출

Point ❸	 	전문 조향사가 직접 제조한 향│사내 R&D 센터에서 향을 자체 연구 개발하여 9가지 다양한 향으로 구성. ‘양재동 꽃 시장 향’ 등 
코코도르만의 시그니처 향 보유

코코도르(주)

가온힐㈜은 ‘고객의 편안한 숙면 향상’을 위해 베개 속의 
세균까지 통째로 세탁하는 기능성 솜 베개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베개로 고객 인생의 30%를 함께하는 
코튼샤워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가온힐(주)

코튼샤워 인서트
기능성베개

가온힐(주)

▶ 제품 구매처

129,000KRW가격

코튼 샤워는 목이 편안한 자세인 C 커브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을 지지해 주고, 튜브는 목에 빈틈없이 밀착되어 바른 자
세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K-리빙 032 

제품 특장점

Point ❶	 	목이 편안한 C 커브 목 형상이 C 커브 모양을 유지하게 해주고, 목 지지 튜브는 �
목에 빈틈없이 밀착되어 바른 자세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

Point ❷	 	카카오 메이커스 크라우드 펀딩으로 33,900원에 판매하여 시장경쟁력 확보하였으며, 
메이커스 사용 후기 9,000개 이상으로 제품력 검증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로 26

홈페이지	 www.gaonheal.com

연락처	 031-502-4500

이메일	 onheal@gaonhe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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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큐원

쿠셔니 폼블럭 / 
실크 단열 벽지

▶ 제품 구매처

315,000KRW가격

기존의 번거롭고 비싼 비용으로 인해 도배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스티커 타입 인테리어 폼블럭과 실크 단열벽지입니
다. 벽에 붙이기만 하면 도배가 완성돼 누구나 손쉽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벽돌 패턴과 세련되고 다양한 컬러로 손쉽게 
원하는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표면 코팅으로 물걸레나 물티슈로 청소가 가능합니다.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한 번에 잡
을 수 있는 쿠셔니 폼블럭, 실크 단열벽지로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K-리빙 033 
큐원은 ‘쿠셔니 폼블럭’으로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벽지 부문에 이름을 올린 기업입니다.

㈜큐원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연하동로 166

홈페이지	 www.qone.kr

연락처	 031-768-5650

이메일	 chl@qone.kr

제품 특장점

Point ❶	 	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
외부의 열기나 냉기를 차단하고, 내부 
온도는 밖으로 새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전기료 등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Point ❷	 	충격 흡수 및 방음 효과�
도톰한 폼 두께로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른 
진동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

Point ❸	 	결로와 곰팡이 방지 효과�
뒷면 알루미늄 은박 층이 결로, 곰팡이뿐 
아니라 전자파까지 차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형성

씨엠에이글로벌은 초극세사 제품 전문 생산기업으로서 
원단 편직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보유·컨트롤하고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고객과 함께 미래를 디자인하고 
삶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고객과 함께 미래를 디자인하고 삶을 
꿈꾸는 기업, 씨엠에이글로벌”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47길 29

홈페이지� www.cmaglobal.net

연락처� 053-588-6070

이메일� cmaglobal@cmaglobal.net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씨엠에이글로벌

클리어씨
김서림방지 클리너

(주)씨엠에이글로벌

제품 특장점

Point ❶	 	6개월~12개월 사용 가능, 1회 사용 시 최대 12시간 지속, 300회 이상 사용 가능

Point ❷	 	유럽 REACH(유해 물질) 테스트 통과, OEKO-TEX(유해 물질 시험) 인증 완료

Point ❸	 	짧은 불화 알킬기를 함유하는 김서림 방지용 조성물 특허 등록

▶ 제품 구매처

6,500KRW가격

일상생활에서 겪는 김서림의 불편함을 해결해 밝고 깨끗한 시야를 만들어주는 클리어씨 김서림 방지 안경닦이입니다. 초친수 
고분자 코팅 입자가 안경닦이에 도포되어 렌즈를 닦으면 렌즈 표면에 코팅 막을 형성하여 김서림 방지 효과를 발현합니다. 안경, 
선글라스, 헬멧, 카메라, 고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K-리빙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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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레포츠는 제품 기획, 디자인, 생산까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대표 기업입니다. 모리스레포츠에서 생산한 모든 
스포츠 글라스는 사람이 직접 코팅, 인쇄, 조립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생산 기술을 인정받아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자전거 용품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생수길 47-12

홈페이지� www.imorys.com

연락처� 031-407-3090

이메일� imory@naver.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모리스레포츠

템플체인져
(주)모리스레포츠

제품 특장점

Point ❶	 	마그네틱 시스템을 통한 손쉬운 렌즈 교체

Point ❷	 	국산 편광 렌즈 사용

Point ❸	 	저시력자를 위한 도수 클립 장착 가능

▶ 제품 구매처

180,000KRW가격

한국인의 두상에 맞는 아시안핏으로 디자인되어 격렬한 운동 시에도 흘러 내림을 방지하며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난반사를 차단해 주는 편광렌즈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며, 실린더 타입의 렌즈 디자인은 사이클링, 러닝 시 방풍 효과에 탁월
합니다.

K-리빙 035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쉐우드가구

패브릭
소파

▶ 제품 구매처

2,190,000KRW가격

플로시카 패브릭 기능성 소파는 패브릭 원단 특유의 따뜻한 느낌과 다양한 컬러감을 제공합니다. 내스크래치성·내오염성·내발
수성·해충방지 기능을 보완, 기능성 패브릭 신소재로 원단을 가공하여 패브릭 소파를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프랑스산 원사에 
더블 플록킹이라는 고급 기술을 적용하여 원단을 완성시켰습니다.

K-리빙 036 
47년 전통의 3대가 이어오는 국내 자체 제작 
친환경 원목 가구 회사입니다.

㈜쉐우드가구

제품 특장점

Point ❶	 	프랑스산 원사로 만든 더블 플로킹 공법의 원단

Point ❷	 	유해 물질, 발수, 내오염성, 내스크래치성, 통기성 테스트 및 EASY-CLEAN 기능

Point ❸	 	6단계 헤드레스트 틸팅 기능을 통한 경추 각도 조절 가능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618-36

홈페이지	 www.sherwood.kr

연락처	 031-959-0001

이메일	 hk-le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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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크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 환경 개선을 통해 
상호 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펫 케어 솔루션을 연구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생명 존중, 행복 공존, 건강한 삶, 
소통과 교감이라는 경영 목표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이 사는 
청정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아베크

펫 토탈 살균 케어룸
(주)아베크

▶ 제품 구매처

899,000KRW가격

펫 전용공간을 청정하게 지켜주는 국내 최초 살균 케어러 개발 선도업체인 아베크는 반려동물과 반려가정의 행복하고 건강
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K-리빙 037 

제품 특장점

Point ❶	 	국내 유일 특허 출원된 5단계 살균 시스템으로, 0.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피부 병의 근원인 곰팡이균,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항균동 헤파필터로 
포집하고 278nm UV-C 파장으로 필터에 포집된 각종 오염균을 99.9% 살균

Point ❷	 	특허등록 및 공인인증된 5단계 살균시스템 구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26길 5 �
토탈에토빌딩 3층

홈페이지	 www.i-avec.com

연락처	 02-6348-4797

이메일	 seeyouhj@i-avec.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서현피엠에스

폴더윙 플러스 옷걸이
(10P+논슬립패드 20P)

▶ 제품 구매처

15,000KRW가격

기존 옷걸이 제품의 고정관념을 차별화하여 기존 제품의 사용성과 기능을 높였으며, 단일 재질로 구성되어 리사이클이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옷걸이에 기능과 편리함을 더한 폴더윙 플러스 옷걸이는 엉킴 없는 깔끔한 정돈, 2배 이상의 수납
공간 활용(다중 수납 수직 고리), 미끄럼 없고 어깨 눌림 없는 논슬립 날개와 수납공간을 위한 수직 거치 및 양날개 홀을 이용한 
간편 건조대 기능이 있습니다.

K-리빙 038 서현피엠에스는 소비자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일상의 편안함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옷걸이 브랜드 ‘폴더윙’을 론칭하였습니다.

(주)서현피엠에스

제품 특장점

Point ❶	 	특허받은 편리한 옷걸이│무접착 회전 접이 날개와 폴딩 타입 일자형 접이식 옷걸이로 옷의 단추 하나 풀지 않고, 목 늘어날 걱정 없이 사용 가능 

Point ❷	 	수직 거치 릴레이 사용으로 수납공간 활용│옷걸이 중앙부에 수직 거치로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정리 및 공간 활용 가능

Point ❸	 	양 날개 수납 홀과 상하 듀얼 고리│양 날개 10개의 수납 홀을 통해서 간편 건조 행거 가능. 상하 듀얼 고리로 액세서리 보관 용이. 날개를 접으면 
일자 형태로 여행, 출장, 캠핑용으로 휴대 가능

Point ❹	 	기존의 옷걸이와의 호환 사용│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날개를 접어 서랍 속에 보관이 가능하며, 평면 구조로 엉키지 않고, 깔끔하게 보관 가능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1길 45, 4층(태하빌딩)

홈페이지	 www.shpms.co.kr

연락처	 02-3432-5044

이메일	 shpms@shp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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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네트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Body Doctor를 
바탕으로 전문 헬스 홈 케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01년 창립 이후 국내는 물론 세계를 무대로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양하고 다변하는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제너럴네트

프로폴린스
가글

㈜제너럴네트

▶ 제품 구매처

13,500KRW가격

프로폴린스 가글은 입속 단백질 찌꺼기를 배출하는 가글입니다. 녹차 추출물의 카테킨 성분이 구연산나트륨에 의해 이온화
되어 입안의 아미노산, 플라그와 같은 단백질 성분과 만나 응집물을 형성하여 효과적으로 입속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가글 
후 배출되는 응집물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제품입니다.

K-리빙 039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9길 48, 3층

홈페이지	 www.gngroup.co.kr

연락처	 02-538-6408

이메일	 son8664@gncos.co.kr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가글 후 배출되는 응집물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

Point ❷	 	수출 누적 판매 3,000만 병 기록

Point ❸	 	식약처 인증 의약외품 제품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홈에디션 명진

홈에디션명진
걸이 고무장갑

▶ 제품 구매처

2,000KRW가격

세계 최초 걸이 고무장갑으로 고리가 부착되어 보관과 관리가 편리한 제품입니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황토와 숯을 첨가한 고
무장갑으로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10개국에 수출, 한국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고무장갑입니다.

K-리빙 040 
홈에디션 명진은 가정용 고무장갑 및 일회용 주방용품 
전문 회사로 1975년에 설립되어 ‘세계인의 고무장갑’이라는 
목표를 향해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며, 작은 고객의 소리도 경청합니다. 
지나온 45년의 역사,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의 미래가 있는 
세계인의 고무장갑 홈에디션 명진입니다.

㈜홈에디션 명진

제품 특장점

Point ❶	 	걸이가 부착되어 보관 관리 편리

Point ❷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제품

Point ❸	 	50년이 넘는 제조 경험을 통한 확실한 품질 관리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237

홈페이지	 www.homemj.co.kr

연락처	 063-211-4652

이메일	 export_cn@homem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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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이아글로벌컴퍼니는 2013년 창업이래 
국내유수브랜드및  수출바이어의  스포츠 아웃도어 
고어자켓등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신의류 스마트똑구 우비를 
특허개발하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케이아이글로벌

스마트 똑구 우비 
케이아이글로벌

▶ 제품 구매처

56,000KRW가격

스마트 똑구 우비는 평소에는 백팩에 달고다는 귀여운 인형으로 우천시 바로 변신되어 우비로 변환가능한 아이디어 제품입
니다. 

K-리빙 041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가  �

우림라이온스 2차 1217호

홈페이지	 www.ki-global.co.kr

연락처	 02-6959-0987

이메일	 ki@ki-global.co.kr, ceo@ki-global.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갈렙이앤씨

스타일러V3 ▶ 제품 구매처

49,400KRW가격

스타일러V3는 남자를 위한 고데기이며 짧은 모발 및 수염을 스타일링하기에 적합하게 디자인 및 개발되었습니다. 특허받은 
더블 히팅콤 및 클램프스틱을 이용하여 쉽고 편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며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개발되어 사용상 편리함을 제
공해 줍니다.   

K-리빙 042 
디오비 뷰티랩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9년간 쌓아온 
디오비만의 헤어 스타일을 위한 연구와 개발, 제조를 통하여 
쌓은 아이덴티티와 국내 헤어 디자이너와 해외 바이어들과 
협업으로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점들을 부각시켜 혁신적인 
헤어뷰티 상품 및 서비스로 소비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의 
대상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갈렙이앤씨

제품 특장점

Point ❶	 	75도 각도로 솟아오른 27개의 더블 히팅콤이 모발 
한올한올을 잡아 줍니다. 

Point ❷	 	클램프스틱은 모발이 빗살에서 빠지지 않고 모발의 
볼륨을 살려줍니다. 

Point ❸	 	자동 슬립모드(30분후) ,  프리볼트(100~240V),  3 
STEP 온도 조절 (160,180,210)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495, 2동 414,415호
(청라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청라)

홈페이지	 www.doblab.kr

연락처	 032-205-5852

이메일	 doblab@doblab.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변신의류 (휴대 용이 편리성 )

Point ❷	 �호환성 평소에 완구로  우천및 추울때 
우비기능및 바람막이 

Point ❸	 �재미와 기능또한 겸비한  똑똑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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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크리너는 초극세사 렌즈 클리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초극세사(마이크로파이버)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해 
전 세계 7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992년 설립 이래 품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로 우수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최상의 서비스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건영크리너

에버웰 프리미엄 	
김서림 방지 클리너

(주)건영크리너

▶ 제품 구매처

8,000KRW가격

저희 안티포그 클리너(김서림 방지천)는 원단은 자가생산하고, 안티포그 용액도 국내의 화학제품회사가 생산한 원액을 사
용하며, 용액을 원단에 도포해 건조하는 모든 생산과정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및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마스
크 착용으로 인한 안경, 선글라스 사용자들의 인기만점 제품입니다.

K-리빙 043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환성정길 20-8

홈페이지	 www.kycloth.com

연락처	 053-958-1272

이메일	 kycloth@hanmai.net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고그린라이프

그로미미 젖병 ▶ 제품 구매처

23,000KRW가격

그로미미 젖병은 PPSU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젖병으로, 유선형 디자인을 활용하여 아기가 잡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혼합수유용으로 디자인된 고품질 실리콘 젖꼭지는 아기들에게 편안한 수유시간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아기들의 
배앓이 및 중이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가능한 젖병입니다. 그로미미 젖병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3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
습니다.

K-리빙 044 
㈜ 고그린라이프는 당신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기 위해 2004년 
설립하였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로미미 브랜드를 
출시하였습니다. 고객을 위한 최선의 가치는아기에게 가장 완벽한 
제품을 선사함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하는지 고민과 함께 세상 모든 아기들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주)고그린라이프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가볍고 내열성이 우수한 그로미미 PPSU 젖병은 
열탕소독, 전자레인지소독,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사용이 가능한 젖병입니다. 

Point ❷	 	젖꼭지부터 빨대까지 호환이 가능하며,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Point ❸	 	안정적인 유선형 디자인으로 잡기가 편리하며, 편리한 
와이드형 입구로 분유조유시 편리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
분당테크노파크 E동 701호

홈페이지	 www.grosmimi.com

연락처	 1688-6181

이메일	 sclass0406@naver.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안티포그 용액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위해 유럽기준의 
REACH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Point ❷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PFOA와 
PFOS(환경호르몬 물질)도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며,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California proposition 65도 
통과하였습니다. 

Point ❸	 �KATRI 시험에서도 유해물질이 불검출되었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강조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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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아가구 NO.1 브랜드 ㈜꿈비는 육아용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베이비’의 줄임말인 꿈비는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아이를 사랑으로 지켜주는 용품을 
만들자는 사명을 담아 제품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꿈비

리코코 	
클린롤매트 

(주)꿈비

▶ 제품 구매처

125,000~433,000KRW가격

K-리빙 045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A동 7층 

713호 (하동, 광교 SK VIEW Lake)

홈페이지	 www.ggumbi.com

연락처	 1644-8135

이메일	 global@ggumbi.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식회사 대성토이즈

빙빙블록 클래식 	
슈퍼 빌딩세트

▶ 제품 구매처

8,900KRW가격

빙빙블록 시리즈는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동완구의 장점을 살리고, 기어의 기하학적 구조와 운동의 수학적 원리를 자
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적 효과를 접목시킨 교육용 조립블록(국내외 특허등록 제품) 완구 입니다(3~8세용). 쌓기 또는 
조립 만 하는 정적인 형태의 블록이 아닌, 조립 후 작동(회전)시켜 움직여 볼 수 있는 차별화 된 블록으로 일반적인 정적인 블록
완구의 특징인 사고력에 의한 창의성 계발 뿐 아니라, 움직이는 완구로서의 집중력과 흥미도를 더욱 높여, 동작(회전)에 의한 
창의성을 발달 시킬 수 있습니다.

K-리빙 046 
급변하며, 혁신이 중요시 되는 이 시점에, 오랜 주입식 교육이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조금씩 앗아가긴 했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상상력이 있으며, 내면의 이러한 것들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 놀이가 곧 교육이 되는 장난감 제조, 아이들에게 항상 소중한 
도구로서 늘 곁에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 도구가 되는 놀이문화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은 당사의 존재 이유이자 비전 입니다.

주식회사 대성토이즈

제품 특장점

Point ❶	 �“생각이 움직여요”  독특한 톱니모양의 기어를 
가지며, 쌓기 또는 조립 후, 끝나는 단순한 블록이 
아닌, 조립 후, 작동시킬 수 있는 움직이는 블록 
입니다.

Point ❷	 	기어회전원리와 조립방법은 사고력에 의한 창의성은 
물론이고, 동작에 의한 창의성 자극과 개발을 가져다 
주는 교육용 조립블록완구 입니다.

Point ❸	 	현재 국내 다수의 유치원에 교구로 활용되고 있고, 
여러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제품이며, 특히 미국 STEM 
교육시스템의 교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완구상 수상 이력.)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
139(신평동)

홈페이지	 www.dstoy.com

연락처	 051-292-1006

이메일	 toysall@dstoy.com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아이들의 상상력 자극을통해 감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매트입니다. 매트 틈새에 먼지가 끼지 않아 위
생적으로 청결하며, 고밀도 폼으로 충격 흡수에 탁월해 층간 소음 완화에 도움이됩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엄격한 제조공정 관리를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증한 안전 시험 성적서도 취득했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단면 코팅 대비 내구성과 곰팡이 저항력이 강합니다.

Point ❷	 �앞면이 안으로만 접히는 특허받은 구조로 먼지 들어갈 
틈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int ❸	 �폼 복원력과 충격 흡수력이 우수하며, 소음특화 설계로 
제작하여 층간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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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부베베는 한국 최초 대나무소재의 유아용품 브랜드이며 대나무 
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여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프리미엄 유아용품을 제공합니다. 100% 국내생산 및 업계에서 
유일하게 매년 완제품 에코텍스(Oeko-Tex)인증을 획득하여 
민감하고 연약한 피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더밤부

순한대나무 아기헤아림 	
거즈 겉싸개

(주)더밤부

▶ 제품 구매처

110,000~135,000KRW가격

K-리빙 047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성산로 14번길 36�

(안영동 645-8)

홈페이지	 www.bamboo-bebe.com

연락처	 042-526-2461

이메일	 �marketing14@thebamboo.co.kr  
manager@thebamboo.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더조은(주)

이피다 투명창마스크 ▶ 제품 구매처

1,100KRW가격

이피다 투명창 마스크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모양을 그대로 볼 수 있어 아이들 언어 학습 및 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 소통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대형,중형,소형 등 다양한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단 접이식 구조 및 곡선 설계로 마스크 밀착
력은 유지하고 얼굴라인을 돋보이게 하며 화장 등이 잘 묻지 않습니다. 또한 끈조절, 코지지대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들어 있
는 제품입니다.

K-리빙 048 
더조은 주식회사는 마스크 전문 제조 업체로 보건용, 산업용, 수술용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조은 주식회사는 
엄격한 기준으로 마스크의 원단부터 기술까지 꼼꼼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좋은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여 
듣고 노력을 기울여, 언제나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더조은(주)

제품 특장점

Point ❶	 아이들의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Point ❷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Point ❸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의 고객 응대에 도움이 됩니다.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3길 47-11

홈페이지	 www.thegoodas.com

연락처	 031-684-9812

이메일	 jhna@thegoodas.com

신생아용 겉싸개로 주로 아기 체온을 유지하고 아기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아기가 크면 아기이불 혹은 패드로 다양하
게 활용 가능합니다.디자인 등록을 완료한 제품(제30-0904177호& 제30-0904178호)으로 일반 겉싸개 사용 시 후드가 뒤
로 젖혀지거나 바람이 들어가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아기를 안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또한 
거즈재질로 제작되어 통풍성이 뛰어나 땀이 많이 나는 아기 혹은 여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유아의 몸체를 감싸 바람 등의 외기로부터 몸체를 보호하는 유아용 겉싸개로 유아의 머리부분이 
삽입되는 후드가 구비되며 후드가 위치한 영역의 일부분을 접어 사용함으로써 아기를 안을 때 아기 
목을 보다 안전하게 받쳐줌. 

Point ❷	 �제품 사용시 편의성 향상과 아기를 보다 안전하게 안을 수 있도록 겉싸개 뒷부분에 손걸이 디자인을 
추가함.

Point ❸	 �흡수력, 항균력 및 통기성이 우수한 대나무 섬유와 면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하였고 대나무 원단은 
유럽 Oeko-tex가 인증하는 대나무 펄프만을 사용 함으로써 아기피부에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부드러운 원단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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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한국원적외선평가원구원 (KIFA) 인증완료한 다이아몬드 함유로 물 속 대장균.포도상구균 99.9% 항균

Point ❷	 	비타민에센스에 함유된 비타민C/트레할로스/달팽이점액/올리브오일/우유분말은 샤워 후 피부에 보습을 더해 
촉촉함을 유지시키고 영양을 공급

Point ❸	 	AQUADIA 샤워필터 전용 샤워헤드를 제공하여 사용편의성을 높이고, 20% 가량의 절수효과, 수압상승을 통한 아로마 
향을 더욱 풍부하게 해줌

(주)듀오백은 사용자에게 바른 편안함과 보다 나은 착석감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자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십여개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과 함께 
국내 소비자에게 편안한 의자, 인체공학 의자로 인지되었으며, 
국내는 물론 일본, 호주, 싱가폴 등 세계 여러국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듀오백

듀오백 골드
(주)듀오백

▶ 제품 구매처

359,000KRW가격

K-리빙 049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32번길 27

홈페이지	 www.duoback.co.kr / duoback

연락처	 02-6204-2582

이메일	 �export@duoback.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디아룩스

아쿠아디아 다이아몬드 
샤워필터 & 샤워헤드

▶ 제품 구매처

29,900KRW가격

AQUADIA 샤워필터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를 적용하여 수돗물 속 세균의 번 식을 억제하고 녹물, 이물질, 잔류염
소 제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선사합니다. 비타민C에 더하여 트레할로스, 달팽이점액, 올리브오일, 우유분말 성분이 함
유된 비타민에센스는 피부보호와 보습효과를 높여줍니다. 비타민에센스에 함유된 자연향의 아로마는 샤워 내내 맘속까지 상
쾌함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K-리빙 050 (주)디아룩스는 ‘사용자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 바탕으로 
100% 국내생산을 제작하며 소재, 제조, 검사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안전한 제품을 개발 및 선별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품질로 인정받아 글로벌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디아룩스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4 (중동) 에이스동백타워 1동 707호

홈페이지	 www.aquadia.co.kr

연락처	 070-4334-2023

이메일	 info@dia-lux.com

듀오백 골드 제품은 의자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등받이의 폭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셀프 텐
션 틸팅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좌판과 등판이 1대4의 비율로 ‘싱크로나이즈 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머리를 
기대는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헤드레스트와 좌판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제품
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보다 자유로운 헤드레스트 텐션 �
총 7단계, 72mm 범위로 조절 가능하며, 사용자가 머리를 
기대는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틸팅되어 머리와 목에 
가해지는 피로감을 최소화 합니다. 

Point ❷	 �나만을 위한 움직임 셀프 텐션 틸트  �
조절 레버 없이 사용자의 체중에 따라 틸트 강도가 달라져 
어떠한 자세에도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Point ❸	 	듀오백 기술의 결정체 3D 서포터  �
3D 서포터가 등판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자세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따라다니며 척추와 등 근육을 견고하게 
감싸주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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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음료병에 장착하여 음료를 편하고 위생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

Point ❷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사용가능하고, 제품하나로 전세계 모든 음료병에 호환가능

Point ❸	 	[음료병에 장착하는 이유용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국내외에 유사한 제품이 없고 이미 
전세계13개국에 수출하고 검증받은 제품

블라인드 전문 기업 리코블라인드는 빠른 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블라인드 업계의 대표회사입니다. 
저희 리코블라인드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한 
끈임없는노력과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있으며, 
제품생산분야에서 최고의품질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사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리코블라인드

누구나 오토 쉐이드
(주)리코블라인드

▶ 제품 구매처

49,000KRW가격

K-리빙 051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53-32 �

(매산리 280)

홈페이지	 www.ricoblinds.com

연락처	 031-798-3123

이메일	 webdesign@ricoblinds.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모니

음료병에 장착하는 이유용품 	
모니캡&우유클립

▶ 제품 구매처

13,000KRW가격

우유클립은 우유팩에 직접 장착하여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을 방지하고, 손잡이가 있어 우유를 쏟지 않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
는 이유 보조용품입니다. 모니캡은 음료병에 직접 장착하여 빨대없이도 음료를 편하고 위생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용중 역류를 방지해 음료를 신선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K-리빙 052 
모니는 육아 중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존 유아용품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세 딸을 위해 아빠가 만든 친환경 디자인 유아용품 
브랜드입니다. 모든 제품이 특허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 기술력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13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창조경제대상 슈퍼스타V(현 도전K!스타트업)에 
우승하여 브랜드의 우수성을 인증받았습니다. 

모니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
11길14 

홈페이지	 www.monee.co.kr

연락처	 053-6294900

이메일	 bbizim96@naver.com

제품명 : 누구나 차량용 UV차단 오토쉐이드. 소재 : 허니콤 이중쉘 원단 (폴리에스테르 100%). 차종 : 모든 차량 호환 가능.
구성 : 오토쉐이드 1세트 (2개입 기준). 제조국 : 대한민국

제품 특장점

Point ❶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누구에게나 쉬운 간편한 설치 �
운전석, 조수석, 뒷자석 빛 차단 다양하게 
활용가능

Point ❷	 �UV 차단 & 암막효과�
자외선 완벽 차단&뛰어난 내구성과 
미세먼지도 차단하는 향균 기능

Point ❸	 	방한 & 방열�
이중쉘 구조로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습기, 한기, 열기 차단 케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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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자동 개폐 & 자동 물내림

Point ❷	 간편한 설치

Point ❸	 	최신 기능 탑재 ( UV LED, BLUETOOTH 
APP )

전세계 유기질비료의 경쟁 속에서 국내 유일 소비자 
맞춤식으로 생산, 전국 판매망 구축, 전세계 유일 
수출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전자동 생산공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높은 품질의 
유기질비료생산을 통해 세계 비료 시장에서 한류 비료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무계바이오농업회사법인

따지
(주)무계바이오농업회사법인

▶ 제품 구매처

8,692KRW가격

K-리빙 053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대경로 2166-112

홈페이지	 WWW.MUGE.CO.KR

연락처	 054-701-2999

이메일	 drone@muge.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보보코퍼레이션

VOVO 	
STYLEMENT 

▶ 제품 구매처

1,890,000KRW가격

VOVO STYLEMENT 보보 일체형 비데는 욕실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프리미엄제품으로, 100% 국내 생산을 진행하며, 자동
개폐, 자동물내림 기능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K-리빙 054 
현대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친환경 생활가전 제조 글로벌 
기업 보보코퍼레이션 입니다.

(주)보보코퍼레이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49-3 �
보보빌딩 7~9층 

홈페이지	 www.vovokr.com

연락처	 02-523-0631

이메일	 export5@vovokr.com

최다 수출 품목! 밀리언 셀러 달성! 특허 4종 적용 비료, 최상의 원료 배합비, 품질규격확립된 유기질비료 ‘따지’는 현재 전국
에 조달청, 농협, 전세계 농민과 소비자에게 사랑 받고 있는 유기농업자재입니다.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흡수율을 높인 유
기질비료로서 고급작물(인삼, 과수, 엽채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명품 유기질 비료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풍부한 성분 (N,P,K 기준 전세계 
상위), 고급 원료 사용

Point ❷	 �특허기술적용(액상혼합형펠렛비료) 
유기농업자재

Point ❸	 	조달청, 농협, 8개국 수출, 온라인 등 
전세계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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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5분작동으로 99.9% 살균

Point ❷	 최대 15W 고속무선충전 지원

Point ❸	 살균과 고속충전이 동시에 가능

모두아이는 국내산 & 친환경을 모토로 제품을 제조 하고 있습니다. 
엄마&아빠는 안심하며, 우리 아이는 행복하게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시장의 저가 이유식 관련 
제품과는 다르게, 공업용 화학 촉매제 대신 백금 촉매 “플래티넘 
실리콘”과 친환경 소재 “흙”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좋은 제품만을 약속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블루마마

실리콘&방짜유기 	
스푼포크

(주)블루마마

▶ 제품 구매처

28,000KRW가격

K-리빙 055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

m동 431호

홈페이지	 www.bluemama.co.kr

연락처	 041-622-8560

이메일	 bluemama_ltd@naver.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블루베리

블루아이디 고속 	
무선충전 살균기(BI-DS)

▶ 제품 구매처

42,000KRW가격

살균이 필수가된 요즘! 살균과 고속충전이 동시에 가능한 무선충전 살균기! 손에 자주닿는 스마트폰, 마우스 등 세균에 노출된 
생활용품들. 5분작동으로 유해세균 99.9%살균, 최대 15W 고속 무선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물질 자동감지 FOD기능으로 충전
기와 기기 사이에 금속물질이 있을 경우 제품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국내에서 개발, 생산했으며 KC인증을 마친 안전한 제품입
니다.

K-리빙 056 
(주) 블루베리는 재미있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 라이프스타일 
소형가전 기업입니다. 2010년 제품개발 프로모션 상품 OEM, ODM으로 
시작한 블루베리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예측하여, 앞장서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생활 밀착형 제품들에 변화와 독창성,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블루베리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
삼보테크노타워 2303호

홈페이지	 www.blueidee.co.kr

연락처	 032-544-8110

이메일	 berry1710@naver.com

모두아이 방짜유기 스푼&포크는 만드는 방법이 가장 힘들고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알려진 방짜유기 입니다. 전통적으로 내
려 오는 구리 78% 주석 22%의 황금 비율로 합금 한 최고의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블루마마 방짜 유기 스푼&포크는 여러 
번의 담금질을 통해 잘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내구성을 만들었고, 우리 아이를 위해 포크 사이 사이 까지 연마질을 하여 안심
을 더하였습니다. 손잡이는 고밀착 그립감의 플래티넘 실리콘 소재로 인체공학 설계를 하였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아이가 입 속 깊숙이 넣을 수 없게 설계하여 위험한 상황을 예방합니다.

Point ❷	 �전통 제조 기법을 사용한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금속 제조 기법으로 
1천여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전통 식기 입니다.

Point ❸	 	자체 항균 기능이 있어 건강한 식사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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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확대경(3, 5배)과 일반경이 장착된 양면 탁상거울/ 360도 회전 각도로 
실용성과 편리성

Point ❷	 	최고급 아크릴 탁상거울, 투명하고 깨끗한 아크릴 소재

Point ❸	 	하나하나 가공, 조립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튼튼하고 견고한 통아크릴 
프레임과 기둥

수산홈텍은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가스센서,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IoT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선두 업체 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수산홈텍

가스타이머 	
(HT-B35)

(주)수산홈텍

▶ 제품 구매처

35,900KRW가격

K-리빙 057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87

홈페이지	 www.soosanht.com

연락처	 031-797-1778

이메일	 ht@soosan.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스타양행

확대경&일반경 양면 	
아크릴 탁상거울(HJ-088)

▶ 제품 구매처

48,000/60,000KRW가격

확대경&일반경 양면 탁상거울 (확대배수 옵션: 3, 5배) / 크기: 203x47x302mm / 소재 : 아크릴, 메탈, 유리거울 / 색상 : 투명

K-리빙 058 
38년 거울&시계 전문 제조업체로 200개 종류의 자체 개발과 
디자인으로 30여가지의 특허, 디자인등록과 인증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20개 국가에 수출 중이며 확대거울 외 다기능 
거울제품 제조업력 국내 1위입니다. 국내외 명품화장품사와 OEM, 
ODM 생산 중이며 서울시 브랜드 협력업체로, 차별화 된 디자인과 
품질, 빠른 납기의 원스톱 시스템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주)스타양행

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20 가길 13 �
스타빌딩

홈페이지	 www.staro.co.kr

연락처	 02-988-0030

이메일	 ann@staro.co.kr

수산홈텍 가스 타이머 차단기는 가스레인지 사용시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제품 입니다. 사용자 편의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자제 모터 사용으로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자석 배터
리 커버 특허를 받아 배터리 교체가 쉽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시 불편함을 해소 하였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가스 밸브 자동차단 기능 �
(타이머 기능 포함)

Point ❷	 화재 안전 기능 (온도센서 탑재)

Point ❸	 	편리한  UI �
(음성 안내 및 원터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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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3단 접이식으로 사용과 보관이 편리

Point ❷	 	냄새가 나지 않고 단단하며 위생적으로 세탁하여 사용이 가능

Point ❸	 자취, 임산부, 손님용, 차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

스펙스테크는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전기화재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소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기업 입니다. 화재의 가장 
큰 요인은 전기화재 입니다. 이러한 전기 화재에 대해 수 없는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분배전반, 케이블 트레이, 멀티콘센트 및 
배선기구 등에 대하여 확실한 소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스펙스테크

SFEX Inside 	
자동 소화 멀티 콘센트

(주)스펙스테크

▶ 제품 구매처

29,500KRW가격

K-리빙 059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

311-2호(구미동, 로드랜드이지타워)

홈페이지	 www.sfextech.com

연락처	 031-713-0710 / FAX 031-712-2330

이메일	 sfex@sfextech.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아방데코

3단 접이식매트리스 ▶ 제품 구매처

200,000KRW가격

3단 접이식 매트리스는 메모리폼이나 라텍스가 아닌 에어폼이라는 신소재를 충전재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고 
단단하게 신체를 지지해 주며, 세탁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온열제품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며, 자취용, 임산부용, 손님용, 차박용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접이식 구조로 사용과 보관이 편리한 다용도 매트리스입니다.

K-리빙 060 
아방데코는 1971년부터 침구류를 제조하여 유통하는 기업으로 
오프라인 대리점을 통한 유통과 온라인사업부인 더베딩샵을 
통하여 침구류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등을 통하여 기술을 
접목시킨 고기능성 침구류를 개발하여 국민의 수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방데코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원노온사로 8(노온사동)

홈페이지	 avantdeco.co.kr

연락처	 02-2613-0022

이메일	 chaniave@naver.com

멀티탭 내부의 중판에 고분자화학 기반의 소화물질이 코팅되어 과부하, 합선, 트래킹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
물질이 온도에 반응하여 냉매를 분출함으로써 발화점을 급격히 냉각시켜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 (특허 제 10-1887396호)이 
장착된 멀티콘센트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세계 최초 자동 소화 기능을 갖춘 멀티 콘센트. 최초 특허 등록 (소화기능 
장착 : 특허 제 10-1887396호)

Point ❷	 	제 10회 제품안전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2017년) 및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우선 구매 선정 제품(2018년), 재난 안전 제품 선정(2018년), 
국방부 우수 상용품 군사용 적합 판정(2019년),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모든 멀티탭은 SFEX Inside 등 안전과 직결된 곳에서 먼저 인증 받고 확인 
받은 제품 

Point ❸	 	SFEX Inside는 멀티콘센트에서의 먼지와 습기에 의해 아크, 과부하, 
트래킹 등의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 및 불꽃을 감지하고 자동적 
소화를 진행하는 획기적인 멀티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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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간편하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효율적입니다.

Point ❷	 	최대한 콘센트/멀티탭을 
커버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Point ❸	 	사용 전, 후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향기롭고 쾌적한 공간. 친환경 향 제품 개발 에이로마를 통한 
국민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로마(주)는 좋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 보급되기까지 
땀과 정성을 쏟아 깨끗하고 향기로 운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에이로마(주)

에이로마 골드에디션 디퓨저
(50ML·200ML·500ML)

에이로마(주)

▶ 제품 구매처

8,900KRW가격

K-리빙 061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76 �

에이로마 플라붐

홈페이지	 www.a-romakorea.com

연락처	 1577-5537

이메일	 ackkorea@naver.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엘라이트

FIRE HUNTER 	
자동소화시스템 

▶ 제품 구매처

12,000KRW가격

파이어헌터 자동소화패치는 패치안의 마이크로 캡슐이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기체화된 소화용액이 분출되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합니다. 또한, 콘센트/멀티탭용, 배전반용 등 다양한 크기의 제품으로 원하는 공간에 부착 가능합니다.  

K-리빙 062 
(주)엘라이트는 조명기기 및 조명 컨트롤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조명산업에 있어서 전기와 관련된 화재 발생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공간 소화 
용구인 Fire Hunter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고객님의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주)엘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주)엘라이트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미라16길 33-7

홈페이지	 www.firehunter.co.kr

연락처	 041-522-3324

이메일	 hclee@l-light.co.kr

에이로마 골드 에디션 디퓨저는 50ML·200ML·500ML 향기공간별 용량을 가지고 있는 디퓨저 제품입니다. 저희 에이로마
플라붐 제품 골드에디션 라인은 자체 올인원시스템으로 상품기획부터 개발, 생산, 품질관리 및 출고까지 전과정에 대한 책
임을 다하며 출시한 제품입니다. 수석조향사가 조향한 6가지 특색있는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에이로마 골드에디션 디
퓨저 500ml 대용량디퓨저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극없는 향기를 지향하며, 안전한 베이스로 발향력은 
높이고, 대용량에 가격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뛰어난 발향력	
전문 조향사가 블렌딩한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향기

Point ❷	 	정직한 원료	
정직한 원료를 사용하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향기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든 제품은 다릅니다.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제조판매업 / 기업부설연구소

Point ❸	 	프리미엄 고급향료	
고급 프래그런스 오일과 발효주정 베이스를 사용하여 자극없이 
발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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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미세먼지 제거, 살균·정화, 바이러스 
저감, 냄새제거를 한번에

Point ❷	 	반영구  광촉매 필터 /헤파필터만 
교체하는 간편한 사용및 유지 비용 
절감,알루미늄 바디로 튼튼함

Point ❸	 	차량내부 고온으로 베터리 폭파위험 
없는 전원공급형, KC/CE/FCC인증 , 
아마존 입점, UAE Sharaf DG입점 

(주)오션플로우는 특허받은 기술로 친환경 쿨링제품을 제조하는 
벤처기업 입니다. (한국/미국 특허보유) 오랜시간 동안 제품 
R&D를 거쳐 해외시장에 먼저 제품을 출시하였고, 아마존에서 
50만불 이상 판매를 기록하며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 제품을 
수출 중 입니다. K-PET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식회사 오션플로우

아반펫 	
친환경 쿨매트

주식회사 오션플로우

▶ 제품 구매처

29,900KRW가격

K-리빙 063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416~417호 (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

홈페이지	 www.oceanflow.co.kr

연락처	 031-8066-7470

이메일	 ceo@oceanflow.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이드엠

차량용공기청정기 	
바라미5

▶ 제품 구매처

186,000KRW가격

바라미5는 전자파적합성인증, KC인증, CE인증, FCC인증이 완료된 제품으로 광촉매필터(살균 정화)로 광촉매를 응축,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살균 및 탈취가 뛰어나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세균 및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살균제거하는 친환경적
인 뛰어난 기능의 필터로, HEPA필터(미세먼지 제거)헤타필터는 3M사 최상위 원재를 사용, 흡착패드로 공기유출을 막아 정화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K-리빙 064 
㈜이드엠은 2005년 설립, 종합디자인전문회사로 시작하여 
R&D사업을 통해 유아용공기청정기개발, 공기청정기손소독기, 
공기청정기 무드등, 차량용공기청정기를 개발 생산업체 이며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입니다.BARAMI-5는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선정, 벤처나라 우수상품선정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 입니다.

(주)이드엠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33 �
생활지원로봇센터 203-1

홈페이지	 www.baramiaircleaner.com

연락처	 062-223-3558

이메일	 baramioh@gmail.com

아반펫 친환경 쿨매트는 US FDA에서 식품용 용제로 인정한 프로필렌 글리콜(PG)과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품으로 사용되
는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오스(CMC)를 주 원료로 개발 된 친환경 쿨매트 입니다.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매트로 특허 등
록 되었으며 식품용 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 입니다. 또한 천연 항
균 물질인 오리지널 피톤치드를 15%이상 함유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살균 작용에 효과가 있으며, 아토피를 유발하는 집먼
지, 진드기 등의 번식을 억제하여 쿨링감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기능성 제품 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특허받은 친환경 반려동물 전용 
쿨매트

Point ❷	 	FDA 승인 식품용 원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피부자극이 없습니다.

Point ❸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곰팡이 100% 차단 (특허 제 10-2292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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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1회 사용만으로도 김서림방지 
효과가 48시간 지속되며, 강한 
습기 노출 환경에서는 최대 
12시간 유지

Point ❷	 	고급 건조 기술을 적용한 건식 
클리너로 손에 코팅액이 묻지 
않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 
쾌적하게 사용 가능

Point ❸	 	보관이 용이한 지퍼백에 담겨 
있으며, 최대 300회 이상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 제품 

보렐(VOREL)은 트렌디한 디자인과 실용성 높은 시스템으로 
격이다른 공간을 연출하는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 입니다. 
보렐샤워기를 제조하는 ㈜이엘엔터프라이즈는 30년 전통의 
욕실용품 전문 기업으로서 전세계 30여개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욕실전문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이엘엔터프라이즈

보렐	
필터샤워기 세트

(주)이엘엔터프라이즈

▶ 제품 구매처

37,950KRW가격

K-리빙 065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9번길 165 

(목내동)

홈페이지	 www.vorel.co.kr

연락처	 070-5066-0811

이메일	 yachoi@elent.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제이와이에스앤텍

이지뷰 플러스 	
김서림방지 극세사

▶ 제품 구매처

8,000KRW가격

K-리빙 066 
㈜제이와이에스앤텍은 2017년에 설립된 초친수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안티포그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안티 포그 전문 
브랜드 "EASY VIEW"(이지뷰)를 런칭하여 산업 분야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김서림 방지 제품들을 개발 및 
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들이 김 서림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주)제이와이에스앤텍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20층 2007, 
2008호 (영천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홈페이지	 www.jys-tech.com

연락처	 031-373-9481

이메일	 info@jys-tech.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등을 99.9% 살균

Point ❷	 	이오나이트 2중 필터로 항균과 살균까지 완벽하게

Point ❸	 미세홀 8100개! 특별한 살수판으로 수압상승과 절수효과까지

기존 이지뷰 김서림방지 극세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일반 안경닦이와 동일하게 렌즈를 닦기만 해도 렌즈가 코팅되어 김서
림이 방지됩니다. 듀얼 나노 코팅액을 사용해 김서림 방지 지속 시간을 늘렸으며, 기존 김서림 방지 극세사의 고질적인 문제점
인 물방울 맺힘 현상을 완화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추운 겨울 영하권의 기온에서도 안정적인 김 서림 방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렐 이오나이트 필터샤워기는 수돗물 속 녹물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잔류염소 필터링 및 알레르기성 염증 개선 효
과를 검증한 이오나이트필터로 물속의 유해 성분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균 및 살균작용으로 안전한 물을 만들
어 주고,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하여 아름다운 피부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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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코코내니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소재로 잠이 든 아기에게 엄마 품에 안겨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여 아기가 물리적,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분좋은 
수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Point ❷	 	안전을 고려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아기의 몸을 감싸서 고정하는 구조를 통해,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아기의 예기치 못한 
뒤집기를 방지합니다.

Point ❸	 	안전을 고려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아기의 몸을 감싸서 고정하는 구조를 통해,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아기의 예기치 못한 
뒤집기를 방지합니다.

유아매트 전문 브랜드 알집매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이월드산업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친환경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 하였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반려동물시장까지 확대해 유아매트의 기술력을 고스란히 
반려동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환경친화적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제이월드산업

알집 	
더블제로매트

(주)제이월드산업

▶ 제품 구매처

489,000KRW가격

K-리빙 067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701호~703호(가산SK V1센터)

홈페이지	 www.alzipmat.com

연락처	 02-858-7900

이메일	 kyhoh89@alzipmat.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네프(유)

코코내니 ▶ 제품 구매처

205,000KRW가격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코코내니만의 특별한 인체공학적인 구조와 소재는 아기에게 엄마의 품과 같은 심리적인 안정과 기분좋
은 수면을 유도하고, 엄마에게는 아기와 독립된 달콤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코코내니는 그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발명
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스위스제네바 IEIG에서 최우수발명상을 수상하였고,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와 공신력의 레드닷어워드를 수상하였으며, 독일, 미국, 영국 등 전세계 24개국에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K-리빙 068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세상에 행복과 기쁨이 되는 기업”이라는 
기업철학으로 출발한 주네프는 단순한 이윤창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동적 가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선도적인 기업이 
되기위해 노력합니다. 

주네프(유)

소재지� �서울시 화랑로 14길5,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1동

홈페이지	 www.kokonanny.com

연락처	 070-4901-0855

이메일	 business@kokonanny.com

특허받은 알집구조 내장재 사용으로 층간소음 감소효과가 탁월하며, 양면 모두 틈새를 없애 청소가 용이하고 내구성을 높여
주는 견뢰도 최고등급의 내장재를 이중으로 사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트입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특허받은 알집구조 내장재 
사용으로 층간소음 감소효과 
탁월

Point ❷	 	틈새를 양면 모두 없애 
오염물질 끼임방지로 간편한 
청소 가능

Point ❸	 	내구성을 높여주는 견뢰도 
최고등급의 내장재 2중 
커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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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안전한 화장품 성분을 포함, 자연유래성분을 
함유한 깨끗한 물티슈

Point ❷	 	99%이상의 정제수 사용하며 전성분 EWG1 
그린 1등급100% 성분 사용

Point ❸	 	대용량이고 가성비가 좋아 재구매율이 높은 
물티슈

2002년에 설립된 중원주식회사는 생활용품 제조업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을 더하다, 가치를 채우다’ 라는 기업이념 아래 소비자와 공명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로는 여성용품 생리대 전문브랜드 
‘시크릿데이’, 유아용품 기저귀/물티슈 전문브랜드 ‘슈퍼대디’, 생활물티슈 
‘센스’, 시니어 전문 브랜드 ‘정성’ 이 있으며, 유아용품부터 여성용품, 시니어 
위생용품까지 전 생애 전반에 걸친 라이프 사이클 생활용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중원(주)

러브 	
(중형·대형·롱라이너·일반라이너)

중원(주)

▶ 제품 구매처

2,317KRW가격

K-리빙 069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

논현로 722, 4층

홈페이지	 www.jw.co.kr

연락처	 1566-3343

이메일	 jw@jw.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지크린텍

미엘 클래식 	
100매 캡형 물티슈

▶ 제품 구매처

13,900KRW가격

국가 공인 인증기관 유해성 불검출 테스트 및 피부자극테스트에서 저자극으로 안전한 검증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K-리빙 070 
지크린텍은 30년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행복한 생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라는 이념아래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지크린텍

소재지�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102

홈페이지	 www.gcleantech.co.kr

연락처	 1600-0646

이메일	 sjy9577@gmail.com

시크릿데이는 2012년 런칭 이후 현재까지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으로 인지되고 있습니
다. 러브 라인 생리대의 경우 시크릿데이의 베스트 셀러로 출시 이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는 생리대입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 시험기준으로 검사 진행 시 무색, 무향, 무형광, 산도 및 알칼리도 중성, 기준치의 10배 이상 흡수력의 테스
트 결과를 받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 연구진들이 공정검사 또한 2교대 일 18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 개선 요청 기록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제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조 공정 허가 사항을 엄수하여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1,200여개의 홀이 피부 마찰을 줄이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Point ❷	 	형광증백제 또한 검출되지 않아 알레르기, 
피부질환 등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내외 피부자극테스트를 
실시하여 무자극 판정을 받았습니다.)

Point ❸	 	최신 기술력을 보유한 설비에서 생산되며, 
원터치 개봉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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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편백수 48% 함유(미국, 한국 특허기술)  �
천연 항균 항염 성분으로 함유량 48% 일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Point ❷	 	따갑지 않은 귀세정제(계면활성제, 알코올 및 
인공향료 무첨가)  �
상처에 발라도 전혀 따갑지 않은 안전한 비자극 
제품입니다.

Point ❸	 	독일 더마테스트 최고등급인 Five Star 등급 취득  �
저자극, 안전성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코멕스산업은 1971년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고객의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창립되어 지난 50여 년간 우수한 
제품력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지속 성장해온 주방생활용품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 상품인 밀폐 용기를 비롯해 텀블러, 도마, 
고무장갑, 일회용 소모용품 등 주방용품은 물론 리빙용품과 
야외/계절 용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코멕스산업

코멕스 	
밀폐용기

(주)코멕스산업

▶ 제품 구매처

6,000KRW가격

K-리빙 071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10층

홈페이지	 www.ikomax.co.kr

연락처	 02-839-7811 

이메일	 info@ikomax.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쿠나이앤티

하이포닉 	
노스팅 편백수 귀세정제

▶ 제품 구매처

18,000KRW가격

“귀세정제는 물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전성분의 48%를 천연 편백수로 채운 하이포닉 귀세정제는 천연의 항균 및 항염성능
을 자랑하는 비자극 귀세정제입니다. 계면 활성제가 없어 자극없이 귀세정이 가능하며, 따가움 때문에 귀세정을 싫어하던 반
려동물도 하이포닉 귀세정제 앞에선 얌전해집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받은 귀세정제! 반려동물의 건강을 최우선합니다.

K-리빙 072 
하이포닉은 반려동물 저자극 기능성 브랜드입니다. 
하이포닉은 반려동물에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최상의 원료와 
최고의 기술력에 반려 동물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더해 탄생한 
브랜드 하이포닉, 여러분의 사랑을 반려동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짐심을 담은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주)쿠나이앤티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4길 78

홈페이지	 www.hyponic.co.kr

연락처	 02-6204-0079

이메일	 support@hyponic.com

코멕스 밀폐용기는 (주)코멕스산업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스텐인리스 스틸, 트라이탄 소재의 밀폐용기를 의미합니다. 
코멕스 밀폐용기는 실리콘 패킹의 사면체결형 구조로 밀폐력이 뛰어나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시켜 주며, 견고한 내구성, 
100% 국내생산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 시스템으로 합리적으로 수납하고 공간 활용도도 뛰어납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BPA FREE │ 환경호르몬 의심 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 
건강한 밀폐용기

Point ❷	 	위생적인 항균 실리콘 │ 실리콘에 항균제를 첨가하여 대장균, 황색 
포도상 구균에 대해 99.9% 항균 효과가 있으며, 분리 및 교체가 가능해 
세척이 쉬움

Point ❸	 	실용적인 디자인 │ 사이즈, 형태, 컬러가 다양해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인몰드 기법 인쇄 방식로 오랜 시간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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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한장씩 개별포장되어 있어 간편하고 위생적임

Point ❷	 양면타올 사용으로 개인피부 타입에 맞게 남녀노소 안전하게 사용가능 

Point ❸	 	별도의 목욕용품 필요없이 한장으로 샤워가능 

소비자 지향 문화의 생활리빙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주)큐어라이프 팀은 열정적인 청년층 및 제조업 경력 15년 
이상의 노하우를 보유한 장년층이 합심하여 세운 국내 
제조기업이며 ‘우리는 어렵게, 소비자들은 쉽게 제조한다’는 
슬로건 아래 구성원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큐어라이프

쓰리잘비 	
J01

(주)큐어라이프

▶ 제품 구매처

20,500/24,900KRW가격

K-리빙 073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20, �

503-505호, B106-107호

홈페이지	 www.3jalbi.co.kr

연락처	 031-498-7676

이메일	 rnd@curelife.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티에스피코리아

조이버블	
(레드플로랄, 블루마린) 

▶ 제품 구매처

6,000KRW가격

조이버블은 타올+바디워시+보습제+향수가 한장에 담겨있어 소량의 물로 간편하고 위생적인 버블 샤워가 가능한 제품입니
다. EWG 그린등급(2등급) 이상 성분만을 사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체자극테스트, FDA 등 제품
에 대한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캠핑, 골프, 여행, 서핑, 야외활동 등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K-리빙 074 티에스피코리아는 클린룸 청정용품과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여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청정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티에스피코리아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257

홈페이지	 �www.tsp-korea.co.kr �
www.joybubbl.net

연락처	 043-878-8968

이메일	 info@tsp-korea.co.kr

‘쓰리잘비’는 기존 빗자루의 한정된 사용도 및 공간의 틀을 깨고 기존 제품이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액체류 청소, 소스
류 청소, 반려동물 털 청소, 화장실 청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청소의 질을 높여주는 혁신적인 빗자루입니다. 기존 빗자루형 
청소기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빗 모의 탈락 및 변형이 일어나며 모 사이에 이물질이 끼게 되는 기존 청소도구와 달리 ‘쓰리잘
비’는 자체 개발한 특수(TPE)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의 탈락 및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하여 적은 힘으로도 균등하고 적절한 힘이 분배되도록 설계 하였고 헤드부분 또한 단순 수직으로 축을 배열한 것이 아닌 사
용자가 실제로 청소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축의 각도 또한 설정하였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특허 받은 청소 특화형 
4중날 구조 및 프레임

Point ❷	 	우수한 품질의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POE 소재를 
접목�

Point ❸	 �제품을 휘거나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특수 플라스틱(PP)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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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한장씩 개별포장되어 있어 간편하고 위생적임

Point ❷	 양면타올 사용으로 개인피부 타입에 맞게 남녀노소 안전하게 사용가능 

Point ❸	 	별도의 목욕용품 필요없이 한장으로 샤워가능 

패숀팩토리는 강아지, 고양이의 의류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60여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국 내 유일 국가에서 인증 받은 펫산업 
디자인연구소에서 매년 자사 브랜드인 'PUPPIA', ‘CATSPIA’, 
'PINKAHOLIC'의 S/S, F/W 제품을 디자인 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패숀팩토리(주)

퍼피아 소프트 하네스
패숀팩토리(주)

▶ 제품 구매처

13,000KRW가격

K-리빙 075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65 �

동산빌딩 4층(중화동)

홈페이지	 www.puppia.co.kr

연락처	 02-493-6178

이메일	 moon@epup.co.kr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푸드마스터그룹

닥터할리 펫 밀크 ▶ 제품 구매처

2,000KRW가격

- �특허받은  펫밀크 (Patented Pet Milk)  �
* 국내최초(2017년) 저지방 펫밀크 출시(수의학,약학,유가공학 교수진 공동개발) �
* 국내 최초 & 유일한 펫밀크 특허공법으로 제조 �
* 사람의 우유와 동일한 공정& 원료사용-100% human grade�
* 전제품 저지방 특허 제조공법으로 지방율 1.6% 이하 

- �세계가 인정하는 닥터할리 펫 (World Wide - Dr.Holi pet)    �
* 미국 FDA 등록 & 미국 농무성(USDA) 승인- 미국 수출제품�
*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태국 등 세계가 인정하는 닥터할리 펫 브랜드

K-리빙 076 
㈜ 푸드 마스터그룹(FOODMASTERGROUP CO,. LTD) FOODMASTERGROUP 
CO,. LTD 은 27년 경력의 최고의 식품 전문가들이 풍요로운 인류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든 한국의 혁신적인 식품벤처기업입니다. 국내최초 펫밀크 출시 
및 특허보유와 미국FDA등록과 USDA 인증으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펫유제품 
과 건강기능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항상 독창적이고 시장을 선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업을 꿈꿉니다

(주)푸드마스터그룹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8,3층

홈페이지	 www.drholipet.com

연락처	 02-6925-6363

이메일	 phs6769@efmg.co.kr

퍼피아 하네스는 목줄과 의류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 애완용품입니다. 기존의 목줄은 강아지의 목뼈와 목근육에 많은 무리
를 주어 심각한 경우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반면 퍼피아 하네스는 강아지에게 가해지는 힘을 목, 가슴, 배로 분산시켜 목을 
보호하고 동행시 안정감을 증대 시켜 주며, 바람이 잘 통하고 폭신한 '에어 매시' 소재를 사용해 강아지의 가슴 압박을 줄이
면서도 안전한 목줄을 만들었습니다. 강아지의 보호와 제어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컬러, 패턴의 원단으로 의류와 같은 
효과를 줍니다. 같은 라인의 제품으로 조끼형, T형, C형 및 도트, 스트라이프, 플라워 등 다양한 패턴의 원단으로 된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원단과 부자재로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유일 국가에서 인증 받은 펫산업 디자인연구소에서 매년 S/S, 
F/W 제품을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넓은 면적으로 강아지의 몸을 감싸 주어 목으로 
오는 충격을 목, 가슴, 배로 분산시켜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감을 증대

Point ❷	 	목줄과 보온성 및 패션을 동시에 지닌 기능성 
산책용품

Point ❸	 	약 7개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 세계 25개국 이상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완료, 품질에 대해 가장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 성공적인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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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판스프링 구조 �
기존의 제품은 별도로 너트나 
볼트의 크기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제품은 별도의 크기 조절이 
없이 자동으로 머리의 크기를 
조절 하여(판형 스프링이 내부에 
설치되어있음)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oint ❷	 	경도600도씨 열처리  �
600도씨의 고온에서 열처리를 
하여 헤드의 이빨부분이 쉽게 
마모가 되지 않아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Point ❸	 	3면으로 처리된 헤드 	
미끄러지는 부분없이 손쉽게 풀고 
잠글 수 있는 기능의 제품입니다.

자체 브랜드상품으로 국내 생산100% 제품으로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과정을 직접 진행함으로서 제품의 우수한 퀄리티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유통, 
하고있으며 현재 공영홈쇼핑 1등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국내 
침구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하모니데코

아라벨르 	
레베카 알러지케어 침구세트 Q

(주)하모니데코

▶ 제품 구매처

89,900KRW가격

K-리빙 077 소재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명관로 456

홈페이지	 www.bmdmall.kr

연락처	 053-586-1779

이메일	 bmdshop@naver.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한아툴스(주)

플레티늄 매직렌치 ▶ 제품 구매처

33,000KRW가격

플래티늄 매직렌치는 양방향 조우를 사용하여 9~52mm 까지의 다양한 모양과 사이즈의 볼트나 너트 또는 파이프를 하나
의 렌치로 조이고 푸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며, 플래티늄 매직렌치는 일반 가정에서 DIY용으로 사용될 뿐만아니라 산업현
장에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제품입니다.

K-리빙 078 
한아툴스(주)는 1999년 설립되어, DIY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실톱날을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완전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MAGIC SAW(COPING 
SAW)를 개발, 시판하였으며, 톱, 렌치, 샤프너, 타카, 해머 등 수공구들 
뿐만 아니라 양면팬, 바베큐 꼬치그릴, 몬스터 쿠커 등 주방용품 개발에도 
힘써왔습니다. 국내 및 해외지적재산권 135개를 획득한 기술력을바탕으로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4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아툴스(주)

소재지�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미음
산단3로 145 한아툴스㈜ 
46744

홈페이지	 www.magicsaw.com

연락처	 051-714-7200

이메일	 hanatools@daum.net

천연소재의 느낌을 살려 자연의 이미지를 반영한 내츄럴 플라워로 휴식같은 편안함을 느낄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부드러운 
컬러감이 안정감을 주며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레이, 세련미가 느껴지는 블루, 우아한 분위기의 베이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선택하여 연출할수 있으며, 봄맞이 새단장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미세한 필라멘트사로 흐르는듯한 실크같은 부드러운촉감과 뛰어난 
경량감이 우수

Point ❷	 	항균가공이 되어 있어 박테리아의 서식을 차단에 도움을 주어 
위생적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99.9%차단)

Point ❸	 	원단부터 생산 전공정 100% 국내생산된 프리미엄 침구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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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100% 텍사스산 유기농 순면 커버 사용 
(OCS 유기농 기준 통과) 

Point ❷	 	염소표백, 형광증백제, 과산화 표백 
사용하지 않은 깨끗하고 건강한 탑시트 

Point ❸	 	글로벌 기준을 통과해서 안심하고 
이용 가능 (오코텍스 Standard 100, 
더마테스트 5Star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 
획득)

해피엘앤비는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통해 전 세계인의 
행복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으로 전통건강요법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들을 생산하여 전 세계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해피엘앤비

더잠 차세대 	
인공지능 온열요

(주)해피엘앤비

▶ 제품 구매처

289,000KRW가격

K-리빙 079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56번길41

홈페이지	 www.happylnb.com

연락처	 031-645-7410 / 담당자 031-645-7343

이메일	 healboxmall.naver.com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헤리티지벤처스

르프레시 유기농 	
순면커버 비건생리대 	

(5종)

▶ 제품 구매처

5,500KRW가격

엄마가 딸을 위해 만든 비건 생리대 르프레시. 르프레시는 나를 위한 생리대, 생리대가 바뀌면 월경, 여성의 삶이 바뀔 수 있
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0% 텍사스산 유기농 순면으로 만들어진 르프레시 생리대는 6개국에서 100가지 유해물
질 검사를 통과했으며 옆 샘 방지, 리웹 방지 기능을 넣어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K-리빙 080 
헤리티지벤처스는 기저귀, 생리대,샤워필터, 세제, 생분해 1회용품 등 
친환경, 건강 라이프를 추구하는 생활용품 브랜드 입니다. 

(주)헤리티지벤처스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43

홈페이지	 www.1cmplus.com

연락처	 070-7813-1378

이메일	 service@1cmplus.com

진동 감지 방식의 인체 감지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기체(인체) 감지 방식으로 인체를 감지 자동 히팅되고 1시간 동안 
인체 감지가 안 될 시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 에너지 절감 및 화재를 예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환절기와 겨울철 외출 후 귀
가 시 느껴지는 방안의 한기를 온열요가 실내 온도 변화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설정 온도에 맞게 히팅시켜 줍니다.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정확한 인지기능  |  사람 외 이불이나 물건은 인식하지 않아 국부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방지. 
실내온도감지기능 25℃미만-약35℃, 20℃미만-약40℃,15℃미만-약 45℃로 히팅

Point ❷	 	전자파 안심  |  다중 열선에 방향이 서로 다른 전류를 공급하여 자기장을 억제. (자계) 알루미늄 
쉴드를 이용하여 전기장을 최소화. (전계) 탄소가 들어간 열선 사용으로 원적외선 방출

Point ❸	 	워셔블 기능  |  온열요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나 손빨래가 가능한  워셔블 
온열요(견뢰도 시험 통과), 라돈시험,알러지시험,세탁견뢰도시험 안전성 확보 및 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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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주)캐스트프로
Hello Charger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

002
오레스트(주)
Orest 4D 음성인식 
안마의자(OR-8000)

003
(주)소닉월드
SONIC+ 음파 운동기

004
(주)가포생활건강
가포 공기압마사지기

005
골무트리
골무 포인터 마우스

006
고모텍(주)	
꼬모냉장고

007
㈜나팔	
나팔 액자 스피커

008
망고슬래브㈜	
네모닉 라벨

009
(주)나인브릿지	
대쉬크랩 핏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010
뉴서광㈜	
루헤로 호신용품

011
(주)미로	
미로 가습기

012
(주)엔씨엠	
블루밍 퓨어 화이트 J9000T

013
블루필(주)	
블루필 미니헤드 팬 프로

014
솔라루체	
성장판 마사지 자극기 
루미올라 H10+

015
(주)참케어	
손목밴드혈압계 H2-BP

016
(주)푸시풀시스템	
스마트 디지털 도어록 BABA

017
에브리봇㈜	
에브리봇 물걸레 
로봇청소기 EDGE

018
(주)일코전자	
에스틸로 미니건조기

019
(주)오토싱	
오토씽 스마트 무선 
물걸레 청소기

020
원소프트다임	
원스마트다이어트

021
(주)라이온그룹코리아	
제우스 UHD TV

022
파세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023
비엔씨일렉트로닉스	
홈세라 무선 신발 살균건조기

024
㈜휴비딕	
휴비딕 비접촉 체온계

025
굿바이카(주)	
바스트로 휴대용 
대용량 전원공급장치
(파워뱅크)

026
(주)메디코아
UMON 
(건강한 삶을 위한 
스마트 헬스 코치)

027
(주)미디어힐스	
차량용 블랙박스

028
(주)보국전자	
보국 에어셀 워셔블 전기요

029
(주)세인홈시스	
SI-818

030
(주)아하	
공기살균기(퓨리토피아)

031
(주)원우이엔지
VISTA GLASS 
(디지털 망원경)

032
위아비 주식회사	
에어로닥터

033
(주)이온인터내셔널	
리얼EMS 챔피온 벨트 	
(복근+허리)

034
(주)청우씨엔티	
미니 공기청정기 	
(차량용&휴대용)

035
(주)토이트론	
올패스 AI 코딩카 제론

036
(주)티케이케이	
무선스팀물걸레청소기
- AKS-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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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스트프로

K-디지털 캐스트프로는 2014년 설립 이래 미라캐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스마트 기기 및 모듈, 전기차 
충전기를 주로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R&D 및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캐스트프로

▶ 제품 구매처

399,000KRW가격

헬로차져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는 사용이 인가된 220V 콘센트에 연결하여 전기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가 간편한 충전
기입니다. 세련된 블랙 색상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001 002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27, �
�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1301~2호, 1312호

홈페이지	 www.castpro.kr

연락처	 070-4855-2090

이메일	 sales@castpro.kr

Hello Charger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

제품 특장점

Point ❶	 	7 세그먼트 상태 표시창�
충전시간, 상태, 설정 확인 가능

Point ❷	 	전면 버튼 충전 용량 설정�
전면 start / stop 버튼으로 2, 
2.5, 3kW의 충전 용량 설정 변경, 
편리한 동작 제어

Point ❸	 	방수방진 IP55 등급�
산업용 등급 부품 적용, �
국내 개발 제조, AS센터 운용

K-디지털
오레스트㈜는 자체 안마의자 기술 연구소 및 생산설비를 보유한 
국내 기업입니다. 오레스트 안마의자는 고객님의 건강과 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안마의자부터 발 마사지기, 그 외 혁신적인 
제품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탄의 휴식을 드릴 수 
있도록 오레스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오레스트(주)

Orest 4D 음성인식 
안마의자(OR-8000)

오레스트(주)

▶ 제품 구매처

6,300,000KRW가격

OR-8000은 기존 중국 OEM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평택 소재 국내 제조 라인에서 생산된 안마의자입니다. 생산 시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치며, 소음 테스트 등 정밀한 출하 검사를 통한 최고 품질의 안마의자입니다. 고품격의 디자인과 음성 인식 기
능 등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동 체형 인식을 통하여 사용자별로 맞춤 사용이 가능합니다. 늘 학업에 지친 학
생들, 가사노동에 힘든 주부와 직장 생활로 지친 직장인,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선물로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는 오레스트 안
마의자로 브랜드K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7길 146

홈페이지	 www.orest.co.kr

연락처	 031-610-8400

이메일	 lgwo0061@orest.co.kr

제품 특장점

Point ❶	 	4D 입체 마사지 볼	
전방위로 돌출되는 마사지 볼로 
정교하고 편안한 마사지

Point ❷	 	특허기술 채용의 음성 인식 기능�
소비자의 편의상을 고려한 
스마트한 음성 인식 기능

Point ❸	 	자동 체형 측정 및 자동 다리 길이 
조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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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소닉월드는 음파진동요법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창의적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음파진동운동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소닉월드

(주)소닉월드

▶ 제품 구매처

2,400,000KRW가격

모터의 회전력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제품이 아닌, 우퍼 스피커의 진동 원리를 적용한 제품으로 발판 내에 음파 엑추에이
터가 장착되어 발생된 수직 정밀 진동으로 발끝에서 머리까지 자극을 주는 음파 운동기입니다.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1

홈페이지	 www.sonixkorea.com

연락처	 033-813-1813

이메일	 yoo@sonicworld.kr

SONIC+ 
음파 운동기

제품 특장점

Point ❶	 	모터가 아닌 음파의 진동을 이용

Point ❷	 	음파 진동(주파수)에 따라 신체 부위별 
집중 자극 가능

Point ❸	 	음파 강도, 주파수를 따로 조절할 수 있어 
남녀노소 사용 가능

K-디지털 ㈜가포생활건강은 자체 연구소에서 건강용품을 연구, 
개발하고 강원도 원주 공장에서 직접 제조·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공기압 마사지 제품을 
개발·출시하여 20년 동안 주력 제품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가포생활건강

㈜가포생활건강

▶ 제품 구매처

178,000KRW가격

공기압 마사지기 ALANCE는 팔, 다리 또는 골반 부위에 착용하는 커프에 공기를 주입하여 압력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사지 효과를 주고, 혈액이 뭉쳐있는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사지압박순환장치’라고도 불리는 제품입
니다. 강원도 원주에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대한민국 원산지 제품이며,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대로 공급 가능합니다.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동 114호

홈페이지	 www.alance.co.kr

연락처	 070-4616-0046

이메일	 jmkim@gaponet.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강원도 원주 공장에서 직접 제조

Point ❷	 	경쟁사 제품 대비 강한 공기압

Point ❸	 	하나의 본체로 다리 커프, 팔 커프, 
골반 커프 및 스트레칭 매트와 �
혼용 가능

가포 공기압마사지기

003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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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골무트리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골무트리

골무 포인터 마우스
골무트리

▶ 제품 구매처

72,500~82,500KRW가격

검지에 끼우고 엄지로 조작하는 미니 포인터 마우스입니다.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등에 블루투스로 연결
하면 마우스 또는 포인터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나 야외 공간에서나 전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골무 포인터 마우스 하나로 업무 효율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라이프를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 - 17�
� 보타닉파크타워 9층 905호

홈페이지	 www.goalmutree.com

연락처	 02-372-5341

이메일	 tmdwls741@goalmutree.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신개념 스마트 컨트롤러│상황에 맞추어 편집·삭제가 가능한 셀카 리모컨, 
유튜브 리모컨, 웹서치·영화 감상 등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리모컨, 레이저 포인터, 
마우스로 사용 가능한 신개념 스마트 컨트롤러

Point ❷	 	인체공학적 디자인│손가락 부위 1~2cm만 차지하는 초소형 디자인에 �
16g의 초경량 무게로 손목에 적은 부담

Point ❸	 	디지털 정보 접근성 확대│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마우스를 
편리하게 조작 가능

K-디지털 고모텍㈜은 글로벌 대표 가전 회사의 1차 협력사로서 
가정용 냉장고의 도어 세트 등과 함께 
프리미엄 소형 냉장고, 미니 와인 냉장고 등을 제조 및 
공급하는 냉장고 전문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고모텍㈜

꼬모냉장고
고모텍㈜

▶ 제품 구매처

498,000KRW가격

꼬모냉장고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라운드 타입의 멀티형 소형 냉장고입니다. 헤드룸 10L, 보디
룸 20L의 넉넉한 수납공간과 3도부터 16도까지 폭넓은 온도 설정이 가능해 간식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주류 냉장고 등 다
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냉장고 전문 회사에서 제조하는 국내 생산 제품이므로 문제 발생 시 방
문 A/S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설치 기사의 방문 없이 소비자가 직접 어댑터의 전원 연결만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
� 고모로324번길 192 고모텍(주)

홈페이지	 www.gomotec.com

연락처	 1661-7071

이메일	 ccomo@gomotec.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열전 모듈이라는 순수 전기를 사용하여 구동하는 친환경(냉매 없음, CO2 배출 없음), 
저소음, 저진동의 신기술인 열전소자 냉각 방식을 사용한 스마트한 냉장고

Point ❷	 	블루투스 스피커 5.0 버전이 양방향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터치형 디스플레이로 
손쉽게 조작하여 다양한 휴대기기와 연결이 가능한 냉장고

Point ❸	 	헤드룸에 UV-C 살균 키트를 장착하면 단 1분 만에 일상 세균이 99.9% 살균되어 
위생까지 신경 쓸 수 있는 냉장고

005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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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나팔은 음향에 대한 오랜 연구와 전문성으로 
첨단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나팔

나팔 액자 스피커
㈜나팔

▶ 제품 구매처

245,000~3,000,000KRW가격

벽에 걸린 액자로부터 음악이 흘러나오는 신개념의 액자형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나팔 액자 스피커는 액자의 프레임에서 
벽으로 소리가 증폭되어 더 깊이 있고 풍부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그림 또는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부터 흘
러나오는 음악으로, 공간을 더 품격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1301호

홈페이지	 www.thenapal.com

연락처	 02-2138-5053

이메일	 jay@thenapal.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인테리어와 음악을 결합한 듀얼 기능│벽에 
거는 액자형에 20W Sound unit과 Class D 
앰프 탑재로 인한 높은 음질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시청각적 만족감 선사

Point ❷	 	개성에 맞는 맞춤형 이미지│예술작품, 
플랜테리어 또는 추억의 사진 등 감성과 
취향에 따라 이미지를 선택 가능

Point ❸	 	블루투스 시스템│무선으로 연결되어 
언제든지 자유롭고 감각적으로 플레이 가능

K-디지털 망고슬래브㈜는 2016년 6월에 삼성전자에서 
Spin-off한 스타트업으로 CES 2017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망고슬래브㈜

네모닉 라벨
망고슬래브㈜

▶ 제품 구매처

168,000KRW가격

세상에서 가장 쉬운 라벨 프린터, 네모닉 라벨입니다. 사무실, 가정 등 라벨링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바로 출력하여 손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A4 라벨지 형식에 맞춰 일일이 출력물을 편집하고 번거롭게 출력하는 기존 프린터 대신 네모닉이 제공하
는 MS Office 템플릿으로 간편하게 편집하여 빠르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839호

홈페이지	 www.nemonic.me

연락처	 031-754-0623

이메일	 luckysky2030@mangoslab.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다양한 용도의 라벨링 솔루션 제공│PowerPoint, Excel, Word와 완벽 호환, �
여러 사이즈의 라벨을 통해 주소 라벨·네임텍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맞추어 사용 가능

Point ❷	 	잉크, 토너 유지비 Zero│감열식 인쇄로 비싼 잉크나 토너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저렴한 유지비

Point ❸	 	고품질 라벨을 채택하여 높은 활용성│특수 코팅처리로 인해 생활 방수는 기본, �
여러 번 붙였다 떼어도 남지 않는 라벨 흔적

00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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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나인브릿지는 사람과 소통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기술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한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가장 쉽고, 아름답고, 즐거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공급하고, 
협력하여 이루는 성취,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실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나인브릿지

(주)나인브릿지

▶ 제품 구매처

39,800KRW가격

대쉬크랩 핏은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거치대와 무선 충전의 기능까지 결합된 제품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대·기아자동차 SQ 인증 공장에서 생산하여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IT �
� 밸리 A동 516호

홈페이지	 www.nine-bridge.co.kr

연락처	 031-384-0912

이메일	 sales@dash-crab.co.kr

제품 특장점

Point ❶	 	100% 국내생산(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공정 국내에서 진행)

Point ❷	 	초소형 무선 충전 거치대(경쟁사 대비 35% 이상 다운사이징)

Point ❸	 	프리미엄 가죽, KCC실리콘, 항공기에 사용되는폴리카보네이트 사용

대쉬크랩 핏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뉴서광㈜은 생활가전 부품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1998년 창립 후 고객 만족을 목표로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및 압출성형 기술 등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객 요구에 맞는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정확한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납품하여 고객 여러분께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뉴서광㈜

루헤로 
호신용품

뉴서광㈜

▶ 제품 구매처

59,000KRW가격

매일 쓰는 스마트 호신용품 LUHERO는 위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2초간 누르면 25W 출력의 강력한 빛을 내는 제품입니다. 
공격자의 얼굴을 향해 빛을 비추면 일시적으로 공격자의 시야를 가려 위급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호신용품이며, 스마트폰
의 앱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경우 최대 6명의 연락처를 저장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저장된 6명에게 위급 상황 발생 알림 및 
나의 현재 위치를 알려 빠른 구조가 가능하게 합니다. 보조배터리 기능과 LED 5W의 손전등 기능이 탑재되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K-디지털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63

홈페이지	 www.seog.co.kr

연락처	 062-954-6458

이메일	 hjkim0503@seog.co.kr

제품 특장점

Point ❶	 	강력한 빛으로 공격자의 시야를 차단해 �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호신용품

Point ❷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최대 6인에게 �
나의 위치와 위급 상황임을 알려주는 
호신용품

Point ❸	 	등산, 낚시 등의 레저 활동에서 
손전등·보조배터리 기능으로 활용성을 
높인 호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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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미로는 아름다울 미(美)와 길 로(路), ‘아름다운 길’을 
의미합니다. 청년 벤처기업인 3인이 생산 및 외주업체 관리, 
R&D, 해외 마케팅에서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극대화하여 빠른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하기 힘든 국내 경영 환경에서 다른 이들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미로

(주)미로

▶ 제품 구매처

164,000KRW가격

미로 가습기는 물에 떠있는 부유식 가습기로, 가습기 세척이 완벽하게 되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품입
니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30번길 15 �
� 교육연구시설 4층

홈페이지	 www.gomiro.com

연락처	 070-4603-5053

이메일	 sglee@gomiro.com

미로 가습기
제품 특장점

Point ❶	 	100% 완벽 세척 가능│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
제품 분해·조립이 가능하며 모든 부품에 
방수·방진 성능이 적용되어 있어 �
구석구석 세척 가능

Point ❷	 	시간당 최대 500cc/hr의 풍부한 가습량 및 
18.0db의 저소음 가습기

Point ❸	 	터치 스테이션을 통한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
(3단계 가습량 조절, 타이머 기능, �
LED 조명 기능) 구현

K-디지털 ㈜엔씨엠은 2002년 설립된 욕실 가전 전문 기업으로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포춘코리아가 주관하는 ‘소비자가 
선정한 신뢰 브랜드 대상’에서 생활가전 부문 5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비데 브랜드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엔씨엠

㈜엔씨엠

▶ 제품 구매처

129,000KRW가격

기존 비데와 달리 세정 노즐과 비데 노즐로 구분된 복합 투노즐 비데로 형성되어 있어, 용도가 다른 두 노즐로 더욱 위생적이
고 상쾌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건조 및 좌욕, 마사지 기능에 IPX4 생활 방수 등급이 탑재되어 있는 비데이며, 각종 프리
미엄 기능 대비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원터치 슬라이딩 방식의 설치 형태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도기 뒷면까지 편하
게 탈부착하여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테콤길 1길 9

홈페이지	 www.bloomingbidet.co.kr

연락처	 031-419-4070

이메일	 jwsong@ncmpro.co.kr

블루밍 퓨어 화이트
J9000T

제품 특장점

Point ❶	 	알루미늄 코팅이 복합 투노즐로 
형성되어 있어, 용도에 맞게 두 노즐을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

Point ❷	 	노즐에서 나오는 세척수는 
자극적이지 않고, 공기방울 세정으로 
부드럽게 사용 가능

Point ❸	 	슬라이딩 탈부착 방식으로 탈부착이 
쉬운 특징이 있으며, 백그라운드 
도기에도 호환이 가능하여 쉽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

011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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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휴대용 스마트 기기 제조 전문 기업 블루필입니다. 블루필은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Lab에서 시작한 
팀으로, 모터와 팬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불편함을 
편리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블루필(주)

블루필(주)

▶ 제품 구매처

19,800KRW가격

한 손에 쏙 들어가는 크기에 99g의 가벼운 무게로 작은 파우치, 바지 주머니 등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휴대성을 개선한 제
품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드론 모터 기술로 강력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
며, 전자파 및 안전 인증을 받아 안전도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22, �
� 4층 416호 블루필

홈페이지	 www.bluefeelcorp.com

연락처	 031-698-4330

이메일	 km.lee@bluefeelcorp.com

블루필 
미니헤드 팬 프로

제품 특장점

Point ❶	 	초소형·초경량│6cm, 99g

Point ❷	 	초강풍│국내 휴대용 선풍기 최고 풍속 
40km/h의 초강풍 구현

Point ❸	 	최대 24시간 사용 가능

K-디지털 솔라루체는 루미올라를 만드는 대한민국 LED 조명 
일등 기업입니다. 20년간 응집된 기술력을 루미올라의 
헬스케어 제품에 담았습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솔라루체

솔라루체

▶ 제품 구매처

1,250,000KRW가격

세계 최초의 라이트 테라피 성장판 자극 제품인 ‘루미올라 H10+’는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판 65%가 집중된 무릎을 집중 관
리해주는 제품입니다. 빛 에너지가 무릎 뼛속 성장판까지 깊숙이 침투해 세포 활성화를 통한 ATP 생성 촉진으로 성장에 필
요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빛을 흡수한 미토콘드리아는 ATP(세포 에너지) 생성을 촉진해 뼈와 근육의 ‘성장세
포’를 활성화시켜 성장기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자체 운영하는 광생물학 연구소에서 라이트 테라피의 세포단위 시
험을 진행하여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소재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70

홈페이지	 www.lumiola.co.kr

연락처	 070-4712-3100

이메일	 pjt@solarluce.com

성장판 마사지 자극기 
루미올라 H10+

제품 특장점

Point ❶	 	성장 세포를 깨우는 레드 라이트와 적외선으로 200개의 빛 에너지를 
성장판의 65%가 집중된 무릎에 전달

Point ❷	 	성장 마사지 기능으로 무릎 성장판을 자극

Point ❸	 	인체 공학적 설계로 아이 스스로 쉽고 편하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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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케어는 병원용 장비, 환자의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장비 제조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2004년 창업 이래 의료기기 분야의 개발 및 
제조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소형 
웨어러블 혈압계 ‘H2-BP’를 개발, 2018년 7월 말 
세계 최초 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참케어

손목밴드혈압계
H2-BP

(주)참케어

▶ 제품 구매처

399,000KRW가격

H2-BP는 착용이 가능한 혈압계로, 출시된 제품 중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혈압계입니다. H2-BP는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웠
던 혈압을 스스로 측정·관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H2-BP와 함께 혈압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K-디지털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714호

홈페이지	 www.charmcare.com

연락처	 070-4742-6562

이메일	 eskwon@charmcare.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상시 혈압계를 착용, 주기적 건강 체크 가능

Point ❷	 	부피가 큰 혈압계를 휴대할 필요가 없어 
불편함을 해소

Point ❸	 	전 세계 최초, 초소형 손목밴드형 자동 혈압계 

㈜푸시풀시스템은 2013년 도어록 장치의 발명특허 
획득을 시작으로 설립된 도어록 전문 업체입니다. 도어록 
장치의 발명특허로 201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 가정, 공공기관, 건설,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푸시풀시스템

스마트 디지털 도어록 
BABA

(주)푸시풀시스템

▶ 제품 구매처

130,000KRW가격

세계 최초 항균 코팅 도어록으로 바이러스로부터, 보안으로부터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문을 위한 SMART 도어록입니다. 아
연 합금 소재의 아웃 바디 프레임은 부식 방지에 강하고 오랜 시간 내구성이 뛰어난 작지만 강한 실속형 타입의 도어록입니
다. 또한, 다채로운 색상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K-디지털 소재지� �세종 조치원읍 세종로 2639, 엘동 103호

홈페이지	 www.pushpull.kr

연락처	 070-7864-4523

이메일	 push9582@naver.com

제품 특장점

Point ❶	 	화재 대응 시스템 강화, 생활 방수 기능

Point ❷	 	스마트폰 APP 호환, 내부 이중 잠금 기능, 
최첨단 생체 지문인식 가능

Point ❸	 	전기 충격 무력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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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에브리봇㈜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 주행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홈서비스·상업용 서비스 로봇 및 IOT 스마트홈 
로봇 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에브리봇㈜

에브리봇㈜

▶ 제품 구매처

279,000KRW가격

201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에브리봇 물걸레 로봇청소기는 원터치 버튼으로 바닥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청소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양한 청소 모드를 통해 보다 꼼꼼하고 깨끗하게 바닥을 청소합니다. 외출하실 때 에브리봇에
게 청소를 맡겨 두고 나간다면, 외출 후 돌아왔을 때 깨끗하고 쾌적해진 집에서 바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43번길 4-7 �
� 에브리봇빌딩

홈페이지	 www.everybot.co.kr

연락처	 070-4913-8806

이메일	 sales@everybot.net

에브리봇 물걸레 
로봇청소기 EDGE

제품 특장점

Point ❶	 	세계 최초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청소기│바퀴가 아닌 제품 자체의 압력으로 걸레를 눌러 더 완벽한 이물질 제거

Point ❷	 	꼼꼼한 듀얼 스핀과 자동 물공급 시스템│조용하지만 강력한 듀얼 스핀의 힘과 자동 물 공급 시스템으로 
100분에 걸쳐 일정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

Point ❸	 	편리한 원터치 방식 및 스마트 센서│복잡한 조작법을 기억하지 않아도, 누구나 편리하게 집 안팎에서 사용 
가능하며, 장애물을 미리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가 탑재돼 있어 어느 공간에서든 안전하게 이동

(주)일코전자

K-디지털 ㈜일코전자는 1인 이코노미에서 ‘일코’란 이름을 따왔으며, 
핵가족에 최적화된 소형 생활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일코전자

▶ 제품 구매처

315,000KRW가격

공간이 부족해 의류 건조기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미니 건조기입니다. 집안 어디에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1인 가구의 일주일 분량 빨래나 아기가 있는 3인 가정의 빨래까지 건조가 가능합니다. 빨래를 
널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그날의 빨래는 그날 끝내는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807호

홈페이지	 www.ilcoltd.com

연락처	 02-701-0066

이메일	 alecroh@gmail.com

에스틸로 
미니건조기

제품 특장점

Point ❶	 	자유롭고 간편한 설치�
콤팩트한 디자인과 사이즈로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에나 설치 가능

Point ❷	 	옷감 손상 없는 건조 방식�
자율 제어형 PTC 히터방식으로 
빠르게 건조되며, 내열 강화 
플라스틱 드럼에 60℃ 이하의 최적 
온도로 옷감 손상 없이 건조

Point ❸	 	저진동·저소음 설계�
소음 저감 시스템으로 진동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사용해도 소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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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오토싱은 고객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는 
물걸레 청소기 전문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오토싱

(주)오토싱

▶ 제품 구매처

159,000KRW가격

오토싱 스마트 청소기는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4 in 1 무선 양방향 자동 물걸레 청소기로 간편하고 
빠르게 청소를 도와줍니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9번길 42, �
� 4층 인산빌딩 오토싱

홈페이지	 www.otocinc.com

연락처	 02-852-2108

이메일	 hooni0680@hanmail.net

오토씽 스마트 
무선 물걸레 청소기

제품 특장점

Point ❶	 	헤파필터 사용�
99.9%의 미세먼지를 검열

Point ❷	 	46cm 와이드 광폭 걸레�
강력한 모터가 고속 회전을 하여 힘들이지 
않고도 분당 양방향 500번 문지르는 
효과를 주며 46cm 와이드 광폭으로 넓은 
면을 한 번에 청소 가능

Point ❸	 	1개의 청소기로 4가지 기능 구현�
진공+물걸레 청소, 물걸레 청소, 진공 
청소, 핸디 진공 청소

원소프트다임

K-디지털 국내외 1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기술 중심의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원소프트다임

▶ 제품 구매처

95,000KRW가격

원스마트 다이어트는 생체 전기저항 측정법을 통해 체성분을 분석해 주는 휴대용 체지방·체성분 측정기입니다. 전문 의료기
기 대비 98.8%의 정확도로 체지방, 근육량 및 기초대사량을 측정한 후 데이터에 기반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 콘텐츠도 제공
해 줍니다. 원스마트 다이어트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지곡연구동 1층 101호

홈페이지	 www.onesoftdigm.com

연락처	 054-279-4467

이메일	 chlee@onesoftdigm.com

원스마트 다이어트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정확하고 손쉬운 측정법│시공간 제약 없이 날마다 손쉽게 체지방과 체성분 측정이 
가능하며 전문 의료기만큼 정확한 결과를 제공

Point ❷	 	블루투스 연동 및 콘텐츠 제공│스마트폰과 연결되어 활동량에 따라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체형 분석 후 식단과 운동 가이드를 제공

Point ❸	 	휴대가 편리한 초경량 디자인│타사 제품 중량의 절반 이하인 20g의 초경량으로 
설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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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Point ❶	 	믿을 수 있는 삼성 패널로 눈이 편안한 밝기 구현│깔끔하고 선명한 화질을 위해 �
삼성 패널 사용, 최적의 밝기 220 칸델라를 적용하여 오랜 시간 시청해도 적은 피로감

Point ❷	 	왜곡 없는 생생한 몰입감│어떤 각도에서 TV를 보더라도 화면 속 영상을 �
왜곡 없이 몰입감 넘치게 감상 가능

Point ❸	 	4개의 HDMI│다양한 기기 속 동영상, 음악, 슬라이드 쇼 등 모든 콘텐츠를 �
더 크고 선명한 화면으로 감상 가능

K-디지털 ㈜라이온그룹코리아는 2018년 롯데홈쇼핑 
프리미어 셀러 및 공영홈쇼핑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종합 가전 기업입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라이온그룹코리아

제우스 
UHD TV

(주)라이온그룹코리아

▶ 제품 구매처

899,000KRW (65형)

1,490,000KRW (75형)

가격

제우스 TV는 블랙 컬러의 감각적인 하이그로시 베젤에 미니멀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그 어디에도 어울리는 TV입니다. 실
속 있는 가격에 꼭 필요한 기능만 담아낸 제우스 TV는 Full HD보다 4배 더 선명한 화질로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영상을 감
상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122 �
� 삼보테크노타워2420호

홈페이지	 www.liongroup.co.kr

연락처	 032-502-8549

이메일	 lewis@liongroup.co.kr

(주)파세코

K-디지털 파세코는 45년 된 생활가전 전문 업체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연속 품질 경쟁력을 
수상했습니다.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파세코

▶ 제품 구매처

719,000KRW가격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실외기가 필요 없는 에어컨입니다. 2019년 국내 최초로 개발되어 15만 대 이상 판매된 국내 최초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제품입니다. 특허받은 자가 증발 시스템으로 누수 걱정 없이 작은 창문에서 큰 창문(93cm~246cm)까
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248

홈페이지	 www.paseco.co.kr

연락처	 031-599-5677

이메일	 whckd11@paseco.co.kr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제품 특장점

Point ❶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Point ❷	 	국내 유일 특허받은 에어컨

Point ❸	 	창문형 에어컨 중 유일한 �
국내 생산 제품

02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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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씨일렉트로닉스

▶ 제품 구매처

K-디지털 2013년 창업 이래 국내·외 방송 관련 장비를 
연구·개발·생산하여 납품하였고, 그에 관련된 서비스·기술 
이전 등 방송산업 전반의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생활가전 분야에 도전하여 연구 개발한 결과, 홈세라 무선 
신발 살균건조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비엔씨일렉트로닉스

128,000KRW가격

특허받은 기술력인 세라믹+열분해 공기 대류 방식으로 살균, 건조, 탈취하는 신발 살균 건조기입니다. 신발 때문에 심해지
는 발냄새와 무좀을 관리하고 발 건강까지 완벽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58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1218호

홈페이지	 www.homeceratech.com

연락처	 032-227-5970

이메일	 csh@homecera.co.kr

홈세라 무선 신발 
살균건조기

제품 특장점

Point ❶	 	열분해+Air를 이용한 공기 순환 대류 방식으로 
안전하게 살균, 건조, 탈취할 수 있는 �
유일한 무선 신발 살균 건조기

Point ❷	 	무선과 가벼운 무게감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
전원 코드가 없어 현관에서 바로 사용 가능

Point ❸	 	무좀균 제거가 가능한 유일한 신발 
살균건조기(일반균 99.9% 살균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K-디지털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휴비딕

㈜휴비딕

▶ 제품 구매처

55,000KRW가격

몸에 대지 않고 체온을 잴 수 있는 비접촉 체온계입니다. 이마에 분포된 측두동맥으로부터 열을 감지하여 체온을 측정하는 
스마트한 체온계입니다. 비접촉식 방식이라 교차 감염 없이 안전하며, 체온은 물론 젖병, 이유식, 환자식, 목욕물 등 다양한 
사물의 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스마트 체온계로 삶이 조금 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스마트해질 
수 있습니다.

㈜휴비딕은 건강한 삶을 위한 헬스 케어, 라이프 케어, 
메디컬 케어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소재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53 301

홈페이지	 www.hubdic.co.kr

연락처	 031-389-9018

이메일	 k-sales@hubdic.com

휴비딕 
비접촉 체온계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정밀한 스캔 측정�
접촉 없이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교차 감염의 위험이 없어 보다 위생적

Point ❷	 	편리한 원터치·블루투스 기능�
전원과 측정을 원터치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실시간으로 측정된 체온을 그래프로 
보여주며 투약 기록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

Point ❸	 	직관적인 액정 표시부�
고온 시 빨간 알림 액정 조명이 켜지며, 
심벌 표시로 발열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야간 사용에도 
편리한 액정 조명

023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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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2016년 정식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 자동차 폐차 
및 자동차 부품 내수 및 수출 전문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신사업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새활용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중입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굿바이카(주)

굿바이카(주)

▶ 제품 구매처

1,600,000KRW가격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셀단위로 재구성하여 제작된 휴대용 보조전원장치(파워뱅크)로써 캠핑, 야외레저, 응급진료 등
에 사용됨

2. 배터리 : 전기차 리튬배터리
3. 용량 및 무게 : 2kWh/14kg
4. 크기 : 21(W)*48 (L)*13(H)
5. 스마트BMS,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77-24

홈페이지	 www.bastro.net

연락처	 070-8857-2505

이메일	 sales@bastro.net

바스트로 휴대용 
대용량 전원공급장치

(파워뱅크)

제품 특장점

Point ❶	 	(STRONG)2000W, 180A 강력한 대용량 배터리

Point ❷	 	(SMALL)동급 제품 대비 절반 수준의 무게와 부피

Point ❸	 (SAFE)과열/과전류 등 자동안전제어시스템(스마트BMS)

K-디지털 (주)메디코아는 자율신경계(스트레스)검사 국내 점유율 1위 전문 
기업으로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8개 대학병원과 2년에 걸친 공동 
임상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한국인(동양인) "HRV(Heart Rate 
Variabilty)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메디코아

▶ 제품 구매처

296,000KRW가격

UMON은 HRV 분석하여,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과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는 개인용 웰니스 장비입니다. UMON을 모바일기기와 연결하고 측정을 시작하세요. 약 1분 만에 여러분의 전
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용을 통해, 장기간 축전된 HRV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직접 스트
레스나 자율신경계 관련 질병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HRV 생체신호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자율신경계 기능과 스트레스 상태를  자동 분석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라이프 패턴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스마트 헬스 코치가 될 것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
한강미사 2차 D동 827-828호

홈페이지	 www.medi-core.com

연락처	 031-8027-7001

이메일	 info1@medi-core.com

UMON 
(건강한 삶을 위한 
스마트 헬스 코치)

제품 특장점

Point ❶	 	HRV (Heart Rate Variability → 측정원리
� �심박의 순간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자율신경계 

기능을 측정

Point ❷	 	스트레스 대처능력 – 자율신경계의 기능으로 평가
� �자율신경계란 심장기능, 위장운동, 호흡, 호르몬, 

체온 등을 조절하는 신경계로 뇌의 지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환경의 변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신경계

Point ❸	 	순환건강 -> APG(accelerated 
photoplethysmography) 파형을 분석

� �센서로 부터 측정된 PTG파형을 APG파형으로 변환
� �APG 파형의 분석을 통하여 혈관의 건강과 

혈액순환 상태를 분석

(주)메디코아

025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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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미디어힐스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바루 등 일본 자동차 제조사에 
순정 블랙박스를 공급하며, 일본 특유의 깐깐한 품질규격을 만족시킨 
블랙박스 전문 개발 & 제조회사로써, 블랙박스 및 영상제어 관련한 
Linux Base의 자체 개발력을 보유한 IT 기업으로 지속적인 Line-Up 
개발과 동시에 통합 IoT Solution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미디어힐스

(주)미디어힐스

▶ 제품 구매처

188,000KRW가격

결정적인 사고 순간에 충격 이탈 및 손상으로 인하여 녹화가 안되거나 손상될 걱정이 필요 없는 SONY 이미지 센서가 탑재
된 FHD-FHD 2채널 GPS 내장형 eMMC(내장 메모리 카드) 블랙박스입니다. eMMC(내장 메모리 카드) 블랙박스는 스마트
폰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불안한 마이크로 SD카드가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76 트윈프라자 2동 303호

홈페이지	 www.mediahills.co.kr

연락처	 070-8831-8005

이메일	 belivue@belivue.com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특장점

Point ❶	 	불안한 마이크로 SD카드가 필요 없는 eMMC(내장 메모리 카드)가 내장된 블랙박스

Point ❷	 	SONY 이미지 센서 채택하여 광 시야각의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였고, 오토 나이트 비젼 
적용으로 노출 설정을 통한 선명한 녹화 영상을 제공

Point ❸	 	Wi-Fi 내장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실시간 영상 확인, 재생 및 설정 컨트롤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며, 일체형 케이블 설계로 깔끔한 설치 환경을 제공

K-디지털 1974년 보국실업을 시작으로 48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내 생활가전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품목은 계절가전(선풍기, 
서큘레이터, 냉풍기, 전기요, 전기매트, 온수매트), 생활가전, 
주방가전이며, 고객의 '생활의 풍요'를 목표로 오직 한 길만을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보국전자

▶ 제품 구매처

99,000KRW가격

난방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따뜻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허받은 워셔블 기능으로 안정성을 더하였
고, 세탁기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또한 5중 안전장치와 전자파 인증으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57 �
(대천동)

홈페이지	 www.bke.co.kr

연락처	 1588-8775

이메일	 bokuk_life@bke.co.kr

보국 에어셀 
워셔블 전기요

제품 특장점

Point ❶	 	100% 순면 소재 사용

Point ❷	 	5중 안전장치와 전자파(EMF) 인증으로 안심하고 사용

Point ❸	 	특허받은 워셔블 기술을 적용하여 세탁기 세탁 가능

(주)보국전자

02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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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R&D센터 및 연구소, 제조공장을 보유하여 100% 국내기술력으로 
국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국내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국제특허대전에서는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내 대기업 LG헬로비전, 쿠쿠, 한샘과 ODM 
계약을 맺어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세인홈시스

(주)세인홈시스

▶ 제품 구매처

1,540,000KRW가격

SI-818은 16년의 노하우를 가진 음식물처리기 전문 기업에서 만든 음식물처리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 후 미생물 분해를 거쳐 하수도로 배출합니다.
분쇄기에는 자체 생산하는 BLDC모터를 사용하여 강력하고, 미세하게 음식물을 분쇄합니다.
미생물 소멸기에는 S트랩이 탑재되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차단합니다.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로 66

홈페이지	 www.sinkleader.com

연락처	 1688-7992

이메일	 seinhomsys@naver.com

SI-818

제품 특장점

Point ❶	 	3점 센서 안전 뚜껑으로 작동되는 방식이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분쇄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25초 작동 후 자동으로 멈춥니다.

Point ❷	 	맷돌 방식을 응용한 3중 회전 칼날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물도 잘 분쇄합니다.

Point ❸	 	수직형 미생물 회전 교반 구조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와 물(액체류)를 분리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락스나 세제로부터 미생물을 보호합니다.

K-디지털 AHA는 1995년에 설립되어 에듀테크 제품군에 주력해 왔으며 국내 
전자칠판 1위기업, 전세계 약63개국에 수출하여 성장을 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 이후 헬스케어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비접촉 체온계와 공기살균기를 개발했습니다. 2022년은 전기차충전기 
사업을 론칭하여 향후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아하

▶ 제품 구매처

2,750,000KRW가격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능은 물론, 공기청정기 안의 HEPA 필터에서는 걸러지지 않는 0.3 um 미만의 바이러스 및 유해물질들
을 AHA만의 특허받은 MSPT로 99.9% 완벽하게 제거하며 또한 제품에서 방출되는 ‘하이드로패록시’로 벽이나 가구, 옷, 머
리카락에 붙어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불활성화 시켜서 공간 방역을 완성하는 공기살균기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67 ㈜아하

홈페이지	 �www.i-aha.com

연락처	 1588-8775

이메일	 sales@i-aha.com

공기살균기 
(퓨리토피아)

제품 특장점

Point ❶	 	5대 유해물질 (초산, 톨루엔, 암모니아,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 실내 방사능물질(라돈 등)과 아토피 유발 물질 등 환경오염 물질 및 냄새 99%제거

Point ❷	 	HEPA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어 유지비가 저렴함

Point ❸	 	ZERO오존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

(주)아하

029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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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원우이엔지는 1996년에 설립되어, 설계에서 판매까지 국내 
기술력으로 카메라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영상보안카메라 
전문 기업입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고객 
여러분께 더 나은 제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원우이엔지

(주)원우이엔지

▶ 제품 구매처

12,000,000KRW가격

VISTA GLASS 확대, 축소버튼을 이용한 간단한 조작과 별도의 초점 조절이 필요없는 최첨단 디지털 망원경입니다.
10인치의 넓은 화면과 최대 68배 줌으로 친구, 가족과 함께 즐겨보세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81 �
원우빌딩 우) 07803

홈페이지	 www.wonwoo.com

연락처	 02-3665-3200

이메일	 h.park@wonwoo.com�
� jy.shim@wonwoo.com

VISTA GLASS 
(디지털 망원경)

제품 특장점

Point ❶	 	직관적이고 손쉬운 조작방법.

Point ❷	 	흐트러짐없는 선명한 화질

Point ❸	 	모니터 화면 및 방송 송출 가능

K-디지털 위아비㈜는 항균·항바이러스 공기정화기 전문 
기업입니다. 2020년 자체 브랜드 'AiroDoctor'를 
런칭하였으며, 특허받은 광촉매 UV LED 필터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위아비 주식회사

▶ 제품 구매처

1,490,000KRW가격

에어로닥터는 빈틈없는 4중 필터링 시스템으로 공기청정 기능은 물론, 특허받은 광촉매 UV LED 필터 기술로 바이러스, 세
균 및 냄새까지 제거가 가능하고 분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과 오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국내외 공인시험
기관 검증 및 공간방역 실증 테스트까지 완료한 차세대 공기정화기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7, 1동 
610호 (구래동)

홈페이지	 �www.we-rb.com / www.airodoctor.com

연락처	 031-982-8780

이메일	 alex.kim@we-rb.com

에어로닥터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공기유해물질 완벽 정화�
공기 중 함유된 세균,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분해하여 실시간 공간방역 효과 극대화

Point ❷	 	특허받은 광촉매 UV LED 필터 기술	
일정한 광촉매 반응이 유지되고 정화된 공기가 통과하기 원활한 구조의 필터 모듈

Point ❸	 	직관적이고 간편한 Easy 케어 	
다양한 편의 작동 기능 탑재 및 간편한 필터 관리/교체 가능 

위아비 주식회사

031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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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이온인터내셔널은 2015년 설립된 기업으로 꾸준한 연구와 개발로 가장 
완벽한 개인용 저주파 운동기기를 제조 및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고가의 
EMS 장비를 손쉽고 편리하게 애용할 수 있도록 가격의 합리화, 높은 
접근성을 통해 대중화하는데 앞장서고 누구나 편리하게 첨단 헬스케어를 
받고, 좀 더 유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이온인터내셔널

▶ 제품 구매처

260,000KRW가격

물만 뿌리면 OK! 젤패드가 필요 없어 유지비가 필요 없는 가장 완벽한 저주파 운동&마사지 기구입니다. 100% 국내 개발, 
생산 제품으로 24개월의 무상 AS 기간을 보장하며 KC, CE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인증과 특허 등록된 제품입니다.
본체는 복근+허리 제품 이외에도 무릎/어깨/엉덩이/팔 제품 등에 호환 가능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
지식산업센터 A동 870-871호

홈페이지	 www.ioninternational.co.kr

연락처	 02-1899-5961

이메일	 info@ioninternational.co.kr

리얼EMS 챔피온 벨트 
(복근+허리)

제품 특장점

Point ❶	 	젤패드가 필요 없어 유지비가 들지 않습니다.�
또한 근력,유산소,마사지 모드를 12단계로 지원 합니다.

Point ❷	 	세탁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뿐 아니라 격렬한 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int ❸	 	100% 한국에서 개발, 생산된 제품으로 사용 중 절대 따갑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자극을 선사합니다.

(주)이온인터내셔널

K-디지털 For green,Go green!
㈜청우씨엔티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닌, 삶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청우씨엔티

▶ 제품 구매처

109,000KRW가격

(주)청우씨엔티는 산업용 유해가스 정화기를 수년간 생산해 온 공기정화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 시중에 뿌려진 무늬뿐인 필터가 아닌, 미세먼지&냄새제거까지 가능한 양심적인 필터를 제공합니다. 
ROBA 공기청정기는 화이트, 레드, 그레이, 네이비, 스카이 블루, 베이비 핑크 총 6가지 컬러로 취향에 맞게 골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90 나동

홈페이지	 �www.cwcnt.com

연락처	 031-365-3630

이메일	 order@cwcnt.co.kr

미니 공기청정기 
(차량용&휴대용)

제품 특장점

Point ❶	 과전압, 과전류 차단

Point ❷	 최고 99.5이상 유해가스 제거율 

Point ❸	 풍속조절과 필터교체알림 기능

(주)청우씨엔티

033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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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1999년 설립 이후 감성적인 토이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어린이를 위한 
좋은 장난감과 콘텐츠를 만들어 온 토이트론은 스마트토이 기술개발로 
완구회사로는 유일하게 중소기업 기술인증마크인 T3를 획득하였으며 스스로 
책 읽는 습관을 키우는 리딩북시스템 퓨처북 그리고 코딩교육용 스마트토이 
코딩펫 시리즈를 출시하여 국내외 토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토이트론

▶ 제품 구매처

220,000KRW가격

초등학교 필수 교육과정인 코딩교육은 물론 인공지능교육까지, 올패스 AI 코딩카 제론은 놀이로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마트토이 입니다. 컴퓨팅사고력 향상을 위한 언플러그드 활동에서부터 PC, 모바일, 타블렛, 카메라 
등으로 전문 프로그램 연결까지 사용 가능하며, AR 코딩게임 및 다양한 코딩학습 활동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36 

홈페이지	 www.toytron.co.kr

연락처	 02-3471-1454

이메일	

올패스 AI 
코딩카 제론

제품 특장점

Point ❶	 	코딩교육용 멀티 기능성 토이 – 파이썬-Python, 엔트리-Entry, 스크래치-Scratch, 스텍-Steck 등 코딩과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Point ❷	 	30가지 코딩미션 제공 - 8종의 코딩보드판으로 30가지 다양한 코딩 퍼즐 미션을 사용자에게 알맞은 
기능으로 선택 가능. 다양한 방법으로 미션 해결에 도전해 보세요.

Point ❸	 	전용 APP 2종 �
- 제론 콘트롤러 APP : 라이팅도 바꾸고 RC카처럼 조종할 수 있습니다. �
- AR 코딩APP : 놀이판을 활용한 다양한 미션에 도전하고 기록을 확인하세요.

(주)토이트론

K-디지털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고객 중심의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고 품질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참 잘 만든 제품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티케이케이의 사명입니다. 자사특허를 기반으로 저전력 무선 스팀 
청소기의 개발을 시작하였고, 2021년 8월 출시한 무선 스팀 청소기로 
가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주)티케이케이

▶ 제품 구매처

299,000KRW가격

완전 무선! 세계 최초 무선 스팀 물걸레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와 스팀 청소기를 하나로! 
퀵 예열 시스템 3분만에 무선 스팀 청소 시작
(일반스팀 → 파워스팀 전환시 30초 예열!)
최대 15분간 무선스팀청소 기능 (배터리 1개, 일반스팀 기능 사용 기준)
원목바닥 등 특수 코팅 처리 바닥에도 사용할 수 있는 Safety Steam 기능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905호

홈페이지	 �www.loaas.co.kr

연락처	 070-5226-1114

이메일	 jymoon@thekkorea.com

무선스팀물걸레청소기
- AKS-5000

제품 특장점

Point ❶	 	세계 최초 무선스팀 물걸레 
청소기

Point ❷	 	최대 분당 500회 회전하는 
물걸레로 빠르고 깨끗한 
바닥청소 

Point ❸	 	거치 상태에서 간접조명 
역할을 하는 엠비언트 
LED조명 (충전중 표시)

(주)티케이케이

035 036 



334대한민국을 브랜딩하다 브랜드K

www.brand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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