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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트렉스타 Treksta IN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won Dongchil / 권 동 칠 Homepage http://www.treksta.co.kr

Address / 주  소
1549-2, Songjeong-dong, G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49-2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Jung Seonil / 정선일
Song Changhun / 송창훈

070-8169-3120
051-309-3686

02-861-6377
sijung@treksta.co.kr

schoon1@treksta.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트렉스타는 ‘Dare to be different’ ‘세상의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창조적 정신으로 인류의 즐거운 트레킹 활동을 위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트렉스타는 시장점유율 아시아 1위 전세계 12위의 글로벌 브랜드로서 전 세계 60여 개국 

아웃도어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Everything in the world is wrong’ and ‘Dare to be different’are creative spirit which is born for the joyful trekking 
of human. Treksta is Korea representative outdoor brand ranked first with Asia market share and 12th among the global 

brands which goes with outdoor people in 60 countries from all of the world. 

● EXHIBIT 전시품목 ● ●

1982. 세계최초 경등산화 개발

1993. 세계최초 소프트 인라인 부츠 개발

1999. 세계최초 대중 맞춤신발 디지털 신발 개발

2005. 자동차 현가장치기능을 활용한 IST 기술 (OUTSOLE) 개발

2005. 측면에 BOA DIAL를 이용한 “KOBRA LINE” 개발

2006. 유리섬유를 활용한 ICE LOCK 개발

2010. 세계최초 인간발의 굴곡 표준을 잡은 “NESTFIT” 기술 개발

2010. ISPO(세계스포츠용품박람회) 대상

2010.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4. 손대지 않고 신는 신발“핸즈프리” 개발

2015. ISPO(세계스포츠용품박람회)최초 황금상 및 올해의 아시아 제품 동시수상

2016. KS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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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생체역학 성능평가 체험관 KOREA HUMAN PERFORMANCE LABORATORY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Byungchoo / 김 병 추 Homepage http://www.shoenet.org

Address / 주  소
14-55, 382-ro, Noksan industrial complex, K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Lee Kyungdeuk / 이경득 051-979-1802 051-979-1729 leekd79@shoenet.org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생체역학적 성능평가를 통한 신발의 과학적 설계 데모시연을 통한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험을 통한 신발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Footwear biomechanics test demonstration and biomechanical footwear development.

● EXHIBIT 전시품목 ● ●

• 신발 착용에 따른 3차원 동작분석을 

통한 과학적 신발 개발 설명 및 3차원 

동작분석, 족저압력 측정 데모시연

• Footwear biomechanics test demonstration 

through 3D motion analysis and plantar 

pressure measurement

• 직접 체험을 통한 보행분석 트레드밀 

상에서 보행 후 개인의 보행 및 압력 

패턴 설명

• Treadmill gait analysis experience 

and individual gait and pressure 

patterns analysis demonstration

• 직접 체험을 통한 발 압력 측정 및 

개인별 맞춤형 인솔 추천

  

• Plantar pressure measurement 

and Individual custom insoles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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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제화협회 SeongDong Footwear Associatio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Park Donghee  / 박 동 희 Homepage http://wwww.shoenartisan.com

Address / 주  소
Beacom B/D 2F, 107 Achasan-ro, SeongDong-gu, Seoul, Korea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베컴빌딩 2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Jang Changmo / 장창모 02-465-7093 02-465-9990 ssst@daum.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성동제화협회의 공동 브랜드 ‘구두와 장인’은 명품 수제화로서 30년 이상 경력의 성수동 수제화 장인들이 직접 제작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규격, 디자인으로 맞춤 제작하여, 고객에게 편하고 세련된 신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 동부산 쇼핑몰 및 성수수제화 거리 매장 등에 입점 되어있다. 

Seoul Seongdong Footwear Association is aimed at succeeding and deveioping Korean traditional hand-made 

shoes through "shoes and artisan" which is a joint brand by small shoes manufacturors in Seongdong district.

 Now we spread Korean hand-made shoes throug shops in Lotte department store, Jamsil brand, hand-made shoe 

street in Seongsu-dong and Honghun department, Huludao China.

● EXHIBIT 전시품목 ● ●

- 이음새가 없는 장인 구두

40년 이상 수제화 제조 경력을 가진 김영완 장인은 기존의  구두 스타일과 차원이 다

른 이음새가 없는 장인 구두를 제작하였음. 이 이음새가 없는 신발은 기존 구두의 제조 

방법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고도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장인들만 제조가 가능함.

 - 서울시 지정 구두 명장 1호인 유홍식의 매듭 장인 구두

  53년의 구두 제작 경력을 가진 장인이 가죽 갑피의 매듭을 꿰멘 구두입니다. 

 - 한지 소재 신발 : 한국 전통 소재인 한지를 가죽 대용으로 사용하여 신발을 제조

 1. 식물성 소재이기 때문에 친환경적, 무독성, 항균력이 강점이다.

 2. 디자인 측면에서도 종이 소재이기 때문에 자수, 엠보 등의 처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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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IAN EASTER FOOTWEAR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BILL Homepage

Address / 주  소
SOUTH CENTRAL INDUSTRIAL ZONE, LUOYANG TOWN, HUIAN COUNTY, 
QUANZHOU,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BILL 13809540055 bill@unicoworld.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HUIAN EASTER FOOTWEAR CO., LTD IS FOOTWEAR FIRM LOCATED IN HUIAN, QUANZHOU AREA. THE CORE 

MENTALITY IS TO OFFER MORE VALUE TO CUSTOMER, NOT ONLY PRODUCTION, BUT MORE DESIGN CONCEPT. 

OUR OWN DESIGN TEAM AND DEVELOPMENT CENTER ENABLE US TO REACT TO NEWEST TREND, TO APPLY 

NEW CONCEPT, MATERIAL INTO NEW PRODUCT. WITH OPEN-MINDED TO CUSTOMER FROM WHOLE WORLD, 

WE’VE BEEN LEARNING A LOT AND MAKE SELF-IMPROVEMENT.

● EXHIBIT 전시품목 ● ●

CASUAL SHOES BOOTS WOMEN’S SHOES MEN’S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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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OCH (QUANZHOU) FOOTWEAR DEVELOPMENT COMPANY LIMITE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Homepage

Address / 주  소 GONGNONG VILLAGE, LUOYANG TOWN, HUIAN COUNTY，QUANZHOU,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JERRY 13905970836 jerry@epochmai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EPOCH (QUANZHOU) FOOTWEAR DEVELOPMENT COMPANY LIMITED IS A FOOTWEAR MANUFACTURER, 

LOCATED IN HUIAN, QUANZHOU AREA. SINCE FACTORY BUILT IN 2007, WE HAVE DEVOTED OURSELVES INTO 

DEVELOPING AND PRODUCING QUALIFIED SHOES. NOW, FACTORY OWNS TWO PRODUCTION LINES AS WELL AS 

EXTRA FOUR LINES CAPACITY. OWNING A DEVELOPMENT CENTER, PHYSICAL TEST LAB, PROFESSIONAL QC 

TEAM ENSURE GOOD SERVICE FROM INITIAL PRODUCT DEVELOPMENT TO FINAL DELIVERY. BASED ON YEARS OF 

EXPERIENCE WORKING WITH MANY BRAND RETAILER AND CHAIN-STORE, WE IMPROVE OURSELVES CONTINUOUSLY, 

GAINING BSCI, WCA, ETI CERTIFICATION. UPHOLDING “MANUFACTURER, BUT MORE THAN MANUFACTURING.” AS 
MOTTO, WE DO OUR BEST TO OFFER BEST SERVICE TO CUSTOMER.

● EXHIBIT 전시품목 ● ●

LEATHER SHOES WOMEN’S SHOES MEN’S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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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그코리아(주) WIG KOREA Co.,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evin, Seo / 서 성 인 Homepage http://www.wigkorea.co.kr

Address / 주  소
55, Sasang-ro 341beon-gil,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341번길 5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Kevin, Seo / 서성인
Shim Seeun / 심세은
Kim Soyeong / 김소영

051-988-1854
070-5120-2671
051-988-1854

051-988-1853
wigkorea30@gmail.com
wigkorea02@gmail.com
ksyslite1@hanmail.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위그코리아(주)는 안전, 패션, 인테리어 외 관련 분야에서 세상을 리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보는 각도와 베이스 색
상에 따라 다양한 칼라로 변하는 카멜레온 소재와 야간에 보행자 및 고위험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재귀반사 소재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입
니다. 기존제품과 시각 및 공간적으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컨셉의 원자재(텍스타일, 습식, TPU, 가죽외)와 웨빙테입, 파이핑, 자수, 재봉사로의 신
발, 섬유 부자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패션, 안전 소재를 나이키, 아디다스 샤넬, Apple,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축 마감용 내, 외장재로써의 인테리어 필름 및 가전, 플라스틱 시장의 사출물, 조명, 패키징, 라벨, 보안, 안전시장 
등에도 지속적인 신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접착, 점착, 코팅, 사출, 고주파, 몰딩, 인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을 통해 최신의 기술, 새로운 제품 및 시장으로의 접근 및 응용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서 검수과정
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패션, 안전, 인테리어 등 관련분야의 발전과 그 저변 확대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Ultimately, WIG Korea aims to be one of the top manufacturers to lead the market of Fashion, Safety and Interior market in the 
world. We are providing functional material (Chameleon & Reflective) that shimmer and shift with changes in viewing angles, light 
course, and the environment. It includes Textile, TPU, Synthetic PU, Leather, Webbing tape, Piping tube, Embroidery yams, Sequins, 
Glitters. Also, continuously investing for technical development for in/exterior films, plastics, packaging, and security. Etc, our special 
teams have made up of expert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areas of adhesion, cohesion, coating, injection, high frequency, 
molding, and printing, have been trying to introduce the latest technology into the market with innovative products, which are the result 
of their constant research and development. They are also fully responsible for all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from the initial phase 
of design conception to the final phase of quality check. We promise that we will continue to put great effort into improving the level of 
our business in the fields of safety and fashion design.

● EXHIBIT 전시품목 ● ●

보는 각도와 베이스 색상에 따라 다양한 칼라로 변하는 카멜레온 소재로 신발, 의류, 가방, 모자, 액세서리 등에 적용
되는 신개념의 패션 소재이다.

Build a visual world for your brand and products! This is something new materials that color change depending 
on the viewing angel and substrate color. It is usually applyed to footwear, garment, cap, bag and accessory 
market for valuable and visual appeal.

나이키 모델에 적용된 위그 코리아의 루비올레 소재이다. 이는 주간의 시각적 어필을 통한 완제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 그리고 야간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재귀 반사기능과 다양한 칼라 변화로 완제품의  

부가 가치를 매우 키울 수 있는 특화된 소재입니다.

3M 스카치라이트 반사소재는 세계적으로 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 유니폼 , 신발, 의류, 가방, 

모자, 액세서리 등 패션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는 기능성 소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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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XIAN TEXTILE CO., LTD. JINJIANG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HEN XIUYAN Homepage http://www.myjinxian.com

Address / 주  소 JIANGTOU, CHENDAI, JINJIANG, FUJIAN,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ERIC WONG

SHERMAN DING
86-595-85191862 86-595-85197312

jinxianeric@163.com

xiuyan5181862@16.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JINXIAN TEXTILE CO.,LTD JINJIANG. IS A SINGLE-INVESTOR ENTERPRISE, FOUNDED IN 1991, LOCATED IN 

CHINA SHOES CAPITAL-JIANGTOU INDUSTRIAL AREA,CHENDAI TOWN, JINJIANG CITY, FUJIAN PROVINCE, 

CHINA. TRAFFIC IS CONVENIENT AS IT IS NEXT TO THE QUANZHOU JINJIANG AIRPORT, HIGHWAY AND 

RAILWAY STATION. WE MAINLY PRODUCE KNITTED FABRICS FOR SHOES, FURNITURES, CLOTHING, BAGS, 

CART SEAT, CAPS, EXERCISE EQUIPMENT AND SO ON. SUCH AS SINGLE JERSEY, VELOUR, SHINY MESH, 

AIR MESH AND 3D MESH IN DIFFERENT THICKNESS. WE CAN DEVELOP NEW FABRICS FOR YOUR BY OUR 

NEWEST EQUIPMENT AND SEVERAL YEARS EXPERIENCE OF DEVELOPMENT DEPARTMENT.

GOLDEN QUALITY FOR EVERYONE! THE COMPANY HAD PASSED ISO9001: 2008 INTERNA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AND WITH THE PRINCIPLE “QUALITY, TOP HONESTY”, WE ARE 

TRYING OUR BEST TO DEVELOP THE MARKET HOME AND ABROAD. WELCOME YOU TO VISIT OUR COMPANY 

AND WISH WE CAN BE PARTNERS ON THE MUTUAL BENEFIT.

● EXHIBIT 전시품목 ● ●

SHOES UPPER FABRIC

AIR MESH FABRIC/TRICOT/WARP KNIT FABRIC/POLYESTER NYLON FABRICS

SHOES LINING FABRIC/WEFT KNIT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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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ZHOU BILI TRADE LIMITED COMPANY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ZHANG WENMO Homepage

Address / 주  소 KENGWEI INDUSTRIAL DISTRICT 33, NEIKENG TOWN, JINJIANG CITY, FUJIAN PROV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CHEN WEIPING alanmould@163.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BILI MOULD COMPANY, ESTABLISHED ON JANUARY 1,2006 IS A MANUFACTURER SPECIALIZINGIN PRODUCING 

SLIPPER MOULDS. THE COMPANY KEEPS QULITY AND CREDIT STANDING AS CORE ANDTANKS “CUSTOMERS 
FIRST AS TENET, AUSPICATING A NEW WORLD FOR MOULDS CIRCLE WITH THE PRINCIPLE OF QUICKNESS, 

INNOVATION, PERFECTNESS AND HONESTY AND FAITH. SINCE ITS ESTABLISHMENT, THE BUSINESS DEVELOPS 

QUICKLY. THE DOMESTIC BUSINESS COVERS JINJIANG, FUZHOU, SANMING, ZHEJIANG, YUNNAN, HENAN, 

GUANGZHOU, WUCHUAN AND HEBEI. AND ITS OVERSEAS BUSINESS COVERS RUSSIA ETHIOPIA, LRAN SOUTH 

AFRICA AND INDIA. WELCOME AND OLD CUSTOMERS TO TALK ABOUT BUSINESS IN OUR FACTORY. WE WILL 

PROVIDE YOU COMPREHENSIVE, TIME-SAVING AND ENERGY-SAVING PROFESSIONAL SERVISE.

● EXHIBIT 전시품목 ● ●

M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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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ZHOU MIJAST NEW MATERIALS & TECHNOLOGY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YE LUHE Homepage

Address / 주  소 1203, Huaquan Business Building Yingbin Road, Jinjiang, Fujian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YE LUHE 13645999863 86-595-88325897 yeluhetrade@163.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LEADER OF THE NEW MATERIAL 

● EXHIBIT 전시품목 ● ●

SILICON SHOE 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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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IANG SHUNXING BIGDESERT TRADE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ZHANG WENBIN Homepage

Address / 주  소
NO. 22 XINGGOU ROAD, MEILING GOUTOU INDUSRIAL, 
PEACE NORTH ROAD, J INJIANNG CITY, FUJIAN,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ZHANG WENBIN 86-595-85657770 86-595-85681487 shunxingdashamo@163.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BIG DESERT WHO UPHOLD “CUSTOMER DEMAND IS OUR GOAL, QUALITY CREDIBILITY IS OUR LIFE” AS 
THE SLOGAN, MORE THAN A DECADE HAS BEEN TIRELESS CONCENTR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ION AND SALES OF FOOTWEAR ACCESSORIES, DESICCANT, MOULDPROOF.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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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IANG HENGDELI SHOES MATERIAL TRADE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DING CANHUI Homepage http://cnhengdeli.en.alibaba.com/

Address / 주  소 CHINA SHOES CAPITAL, BUILDING D, JINJINANG CITY,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LI SIXIAN 86-595-8513877 86-595-851389757 jason@hdlchinaleather.cn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JINJIANG HENGDELI SHOES MATERIALS TRADE CO.LTD WAS ESTABLISHED IN 1997, THE COMPANY IS 

LOCATED IN JINJIANG, AND WE SET UP OUR FACTORY-HONGDA LEATHER TO MATCH MARKET NEED.

OUR FACTORY SPECIALIZES IN THE SALE OF PU, NUBUCK LEATHER, MICROFIBER, SPECIAL SHOE 

LEATHER, SYNTHETIC LEATHER AND OTHER PRODUCTS. THEY ARE EXPORTED TO ASIA, EUROPE, 

AMERIC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HROUGHOUT THE COUNTRY. ANNUAL SALES ARE 

MORE THAN 150 MILLION. WITH INTERNATIONAL ADVANCED TESTING EQUIPMENT, STRICTLY GUARDING THE 

QUALITY OF SOURCE, AND THE INTRODUCTION OF SEVERAL SETS OF ADVANCED PROCESSING 

EQUIPMENT, WHICH CAN HANDLE PRINTING, EMBOSSING, CHANGE COLOR, RE-PROCESSING FOR ALL 

KINDS OF LEATHER. IN ORDER TO MEET CUSTOMER NEEDS AT DIFFERENT LEVELS, THE COMPANY HAS 

ALSO DEVELOPED MULTIPLE SERIES OF NEW PRODUCTS, WHICH COVER ALL SPECIFICATIONS AND 

COLORS, ACHIEVED COORDINATED-PROCESS SERVICE.

● EXHIBIT 전시품목 ● ●

PU LEATHER

MICRO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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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ZHOU FENGZHISHENG IMPORT & EXPORT TRADING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AM SIUFUNG Homepage http://www.covazshoeupper.com

Address / 주  소 NO 109 LONGZHUANG ROAD XIACUN INDUSTRIAL AREA CHENDAI JINJIANG FUJIAN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ANTONY LAM

LAM SIUFUNG

135 059 00456

86-595-85922456
86-595-82676033

antonylam@me.com

info@covazshoeupp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QUANZHOU FENGZHISHENG IMPORT AND EXPORT TRADING CO LTD IS A COMPANY MANUFACTURING 

AND EXPORTING FINISHED SHOES, SHOE UPPERS TO SOUTH KOREA, EURO, THE USA, ARGENTINA, 

VENEZUELA ETC.

● EXHIBIT 전시품목 ● ●

WATER PROOF SHOES

SAFETY SHOES

SPORT SHOES / SUCH AS HIKING SHOES/CYCLING SHO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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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JIAN PUTIAN MINGUANG WEAVE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AI FUCHENG Homepage

Address / 주  소
DONG HU KOU INDUSTRIAL AREA XI TIAN WEITOWN LICHENG DISTRICT 
PUTIAN CITY FUJIAN PROVINCE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CAI LUSHA 13808577716 0594-2885333 mgzz@mgcz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FUJIAN MINGUANG WEAVING CO., LTD. WAS FOUNDED IN 1988, COVERS AN AREA OF 30688.6 SQUARE 

METERS, IS LOCATED IN THE STATE ROAD 324 LINE FUZHOU XIAMEN HIGHWAY 100 KM TUNNEL OF HUKOU 

INDUSTRIAL ZONE, CONVENIENT TRANSPORTATION, FAVORABLE TERRAIN, IS A PROFESSIONAL PRODUCTION OF 

VARIOUS KINDS OF KNITTING. BELT. MATERIAL. CLOTHING. BAGS SERIES OF LARGE GARDEN STYLE TEXTILE 

ENTERPRISES.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TAIWAN. ITALY HIGH-SPEED AUTOMATIC WEAVING MACHINE 

KNITTING MACHINE. THE BIG HORSE. UNIVERSAL DISC MACHINE. COMPUTER JACQUARD MACHINE, JACQUARD 

KNITTING MACHINE, KNITTING MACHINE AND CROSS DYEING MACHINE AND SO ON MORE THAN AND 800 SETS 

OF ADVANCED MACHINERY AND EQUIPMENT. IN ITALY. EXQUISITE CRAFT WEAVING BELGIUM AND OTHER 

COUNTRIES, EAST AND WEST CULTURE SOLUTION AS A WHOLE, AND LEADING RESEARCH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DURABLE, HIGH QUALITY FOR ALL KINDS OF RIBBON. THE COMPANY TO “QUALITY FIRST, 
REPUTATION FIRST” FOR THE PURPOSE, UNDER THE GUANGZHOU, DONGGUAN OFFICE, WHOLEHEARTEDLY FOR 

THE GENERAL MERCHANTS TO PROVIDE QUALITY CLOTHING, SHOES GOOD, MODERATE PRICE, HIGH QUALITY 

PRODUCTS AND PERFECT VARIOUS STYLES OF FIRST-CLASS SERVICE. THE COMPANY'S VIGOROUS DEVELOPMENT, 

DEPENDS ON THE SUPPORT AND TRUST OF CUSTOMERS, SINCERELY WELCOME CUSTOMERS TO VISIT, NEGOTIATE, 

ORDER AND CONSULTING

● EXHIBIT 전시품목 ● ●

FLY FABRIC SHOE

JACQUARD VAMP

ELECTRIC EMBROIDERED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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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IANG SENDA SHOE MATERIALS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AI ZHIXIONG Homepage

Address / 주  소 NO.39. 7.1. ROAD, WUDAI INDUSTRIAL ESTATE, CHENDAI TOWN, JINJIANG, FUJIAN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CAI ZHIXIONG 86-595-85160606 86-595-85162606 SD01@CHINASENDA.CN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SENDA AS INSOLES INDUSTRY PROFESSIONAL MANUFACTURERS, ADHERE TO MARKET-ORIENTED, OCCUPY 

THE HIGH GROUND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TECHNOLOGICAL FABRICS, COMPOSITE 

MATERIAL, THE ROPE, HYPO, MEMORY FOAM, INSOLES AND A SERIES OF COMPLETE INDUSTRIAL CHAIN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SET A NEW STANDARD CHINESE INSOLES INDUSTRY, PRODUCTION IS NOT 

SATISFIED WITH JUST A LEADING PRODUCT, WHETHER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LEVEL, OR PRODUCT 

RAW MATERIALS, PRODUCTION PROCESS, ADHERE TO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PRODUCT 

QUALITY BY THE INTERNATIONAL FIRST-CLASS STANDARD, STRIVE TO MAKE GREAT PRODUCTS INTO THE 

INTERNATIONAL FIRST-INE BRAND, MAKE, BIG MANUFACTURING CONSUMER CONFIDENCE GUARANTEE.

● EXHIBIT 전시품목 ● ●

MEMORY FOAM

PU SLOW REBOUND

HI-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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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NMING SHOES MATERIAL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IN FEIMING Homepage http://www.xm-soles.com

Address / 주  소 LIUPU INDUSTRIAL ZONE YANDDAI CHENDAI JINJIANG FUJIAN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LIN FEIMING 86-595-85081222 86-595-85081676 xinming@xm-soles.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XIN MING IS SPECIALIZED IN PRODUCTION OF OUTDOOR OUTSOLE, ALSO IS A TECHNOLOGY DEVELOPMENT 

OF COMPANY INNOVATION RUNS THROUGH THE ENTIRE OUTSOLE RESEARCH, DEVELOPMENT, MANUFACTURING 

PROCESS FOR XIN MING OUTSOLE, WHICH IT HAS HELPED US IN THE COMPETITION LEADING PAGE.

COMFORTABLE AND SAFETY OF OUTSOLE IN DEVELOPMENT ARE ALWAYS OUR PURSUIT. WHEREVER IN ANY 

TERRAIN, THE OUTSOLE WOULD LET YOU SWIFTLY ACTION AND STEP STEADY. WE ARE COMMITTED TO EVERY 

CHALLENGE AND GIVE IT A STRICT SOLUTION. PROVIDING THE BEST QUALITY OUTSOLE AND ENHANCING THE 

EXPERIENCE OF “COLORFUL OUTSOLE ACTIVITIE” TO EVERY CUSTOMER.

● EXHIBIT 전시품목 ● ●

OUTDOOR OUTSOLES

CASUAL OUTS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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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XING LEATHER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AI DONG JIE Homepage http://www.dengfengpige.cn.alibaba.com

Address / 주  소
NIUWAN VILLAGE, LUOKENG TOWN, XINHUI DISTRICT, 
JIANGMEN CITY, GUANGDONG PROVINCE,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CAI DONG JIE 86-07506477367 86-0750-6479788 wandon_g@126.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WE ARE SPECIALIZED IN SECOND LAYER LEATHERS SUCH AS CRUSTS, WATER-PROOF LEATHER, PU 

COATING, ACTION LEATHERS, WET PU COATINGS, ETC. 

OUR PRODUCTS ARE WIDELY USED FOR SHOES AND BAGS. CRUSTS ARE LARGELY SUPPLIED FOR SPLIT 

COATING FACTORIES AND FOR EMBOSSING LEATHER FACTORIES. 

● EXHIBIT 전시품목 ● ●

COW LEATHERS 

PU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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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ZHOU QUJIN IMPORT AND EXPORT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ANT KE Homepage

Address / 주  소
NO.1214, CHONGHONG STREET, QUANZHOU DEVELOPMENT ZONE, 
QUANZHOU CITY, FUJIAN,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ANT KE +86-13338560098 47355617@QQ.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PRODUCING FOAMING AGENT

● EXHIBIT 전시품목 ● ●

BLOWING AGENT

FOAM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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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IANG SHUBAO SHOES MATERIAL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REVVEN Homepage http://sbxc780528.cn.alibba.com

Address / 주  소 QINGLIAN DISTRICT, QINGYANG, JINJIANG CITY, FUJIAN PROVINCE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REVVEN 86-595-82009969 86-595-85688743 revven@chinashubao.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JINJIANG SHUBAO SHOE MATERIAL CO., LTD WAS FOUNDED IN 1994, THE COMPANY HAS MORE THAN 180 

EMPLOYEES, THE INTRODUCTION OF A NEW GENERATION OF HIPOLY SURFACE LINING MATERIALS, THE MOISTURE 

ABSORPTION, DEODORIZATION, WITH BREATHABLE, CUSHIONING ADVANTAGES. THE PRODUCT TESTING BY THE 

AUTHORITY OF THE DEPARTMENT, THE QUALITY HAS REACHED THE INTERNATIONAL REQUIREMENTS. THE 

COMPANY OPERATING THE FINISHED AND SEMI-FINISHED PRODUCTS, BUSINESSES ARE WELCOME TO CONSULT 

US. THE COMPANY ADHERE TO THE QUALITY AS THE POLICY, STRENGTHEN MANAGEMENT, STRICTLY CONTROL 

THE PRODUCTION SYSTEM, SO AS TO GUARANTEE THE QUALITY OF PRODUCTS, BUT ALSO TO CONTINUE T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AREAS OF TECHNOLOGY AND THE NEW MODE OF PRODUCTION, THE 

COMPANY CONTINUES TO ZHEN ZHEN DAY, CONTINUE TO GROW AND DEVELOP, WE WILL BE A NEW LOOK TO 

OUR CUSTOMERS AND COLLEAGUES.

● EXHIBIT 전시품목 ● ●

I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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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륭물산 KEE RYUNG TRADING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Ji Soonok / 지 순 옥 Homepage http://www.keeryung.com

Address / 주  소
29-32, Jiwol-ro 100beon-gil,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 100번길 29-32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An Jongu / 안종우
Lee Yeonu / 이연우
Park Taegi / 박태기

031-767-4681 031-767-4681 keeryung@keeryung.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주)기륭물산은 신발, 가방, 가죽제품 관련 원부자재를 수·출입, 유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유명 해외업체들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아대(중창)용 paper board, cellulose board, P.U. foam와 가방용 paper board, leather board, 그리고 

재단판, 각종 기계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끊임없는 제품 탐색과 연구, 시장개척을 통한 노하우를 

통해 피혁원 부자재 시장에서 그 입지를 굳힌 선두 업체입니다.

We, Kee Ryung Trading Co., Ltd. is a company that is an exporter and importer and distributor of selling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concerning shoes, bags, leather goods. Especially, we specialize in materials such as 

paper board for shank board, cellulose board, PU foam and paper board and leather board for bags and cutting 

board and all sorts of machines. We are a leading company established in the field of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of leather more than 20 years of unremitting exploration of products and research and know-how 

through a new market.   

● EXHIBIT 전시품목 ● ●

일명 아데 또는 보강제로 불리우는 shank board 는 사람의 체중을 견디어내야 하는 보강철심과 함께 

구두의 모양과 높이 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성 부품인 조립중창의 중요한 자재로 사용되고 있습

니다. 최고 강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첫째, 건식인 타제품들과 달리 습식으로 생산된 PASCO는 수분

을 포함하고 있어 성형에 있어 매우 용이하고 갈라짐이나 터짐이 없고 성형 후에는 시간이 지나 건조가 

시작되면서 그 견고함이 더해져 그 어느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도를 만들어 냅니다.

둘째, 재생펄프로 만들어진 타 페이퍼보드와 비교할 때 PASCO는 버진펄프의 비율이 높아 인장력을 

한층 높여줍니다. PASCO는 세계 최고의 품질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그의 독특한 홍색 때문에 

아대의 개념을 홍아대로 바꿔 놓은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레더보드 생산국으로 강세를 보이는 독일의 Lederett 사 제품. 레더보드는 부직포 섬유질로 불규칙하

게 엮어져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가죽 조각에서 추출된 화이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부직포 레더보드는 가죽처럼 보이는 질기게 짜인 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접착물질로 엮어져 있

습니다. 대개 가죽 판 형태로 되어있으며 용도에 따라 크게 가죽제품용과 월형용으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코팅된 레더보드 자체를 가지고 가죽대신 외피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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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유화 KOREA FINE CHEMICAL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SHIN Gubong / 신 구 봉 Homepage http://www.kfcchem.com

Address / 주  소
#1530-1, Songjeong-dong, Gangseo-gu, Busan, Korea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30-1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Office / 사무실
Park Byeonghun / 박병훈
Kim Soyeon / 김소연

051-831-0901
070-7176-5513
051-831-0902

051-831-0900 kfcsale@kfcchem.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당사는 1989년에 설립하여, 설립 초기 한국에서 최초로 저 융점 특수 폴리올레핀 필름을 제작 하였으며, 지속적인 개

발을 통해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및 각 종 기능성 sheet, Hot melt film 및 투습 방수 film, Rubber Master Batch를 

신발 및 기타 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로 현재 40명의 인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전체 매출 규모의 약 60% 이상이 해외수출액을 차지합니다.

In 1989, KOREA FINE CHEMICAL CO., LTD.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special polyolefin film with low 

melting poin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e now have been added thermoplastic polyurethane sheet/film, 

Hotmelt film (shoe industry, Industrial, construction..etc) solar battery sheet, rubber master batches are 

produced. These items are supplied for manufactures (NIke, Adidas, Reebok, Asics, others) Construction, 

electronics industry, tire manufacture and special industries. Under the vision of "Trustworthy company, a most 

valuable company from customers." We will make a continuous effort to satisfy customers by providing the best 

quality management system, continuous R&D. We will keep promise to become a leading company in the world.

● EXHIBIT 전시품목 ● ●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기능성 Sheet, 무 황변 TPU 

(non-yellowing TPU), 투습 방수 TPU(Breathable TPU) 및 무

재봉용 2-Layer TPU (No-Sew), 태양전지용 Sheet 등을 외주 

업체 제작이 아닌 100% 자체 기술 및 생산 설비로 제조하여, 

특수 기술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의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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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REPUTE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MR. FRANDLE TSE Homepage http://www.toprepute.com.hk/

Address / 주  소 UNIT 2802, SHUN TAK CENTRE, WEST TOWER, 168-200 CONNAUGHT ROAD, CENTRAL, HKSAR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MS. CLAUDIA LEUNG 852-2851-8603 852-2581-8637 claudia@top-repute.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Top Repute Co. Ltd. established in 1989, expertise in organizing numerous overwhelming events each 

year, such as the largest & most reputable fairs in China and Vietnam, “Shoes & Leather – Guangzhou” 
and “Shoes & Leather – Vietnam”.

● EXHIBIT 전시품목 ● ●

“SHOES & LEATHER – GUANGZHOU 2017” has been rated as Asia’s largest and most comprehensive fair 

in shoes & leather industries. It attracts more than 1,000 exhibitors from over 25 countries and regions 

occupying a total of 50,000sqm exhibition spaces. 

“SHOES & LEATHER – VIETNAM” incorporating International Footwear & Leather Products Exhibition – 
Vietnam (IFLE – VIETNAM) becomes an annual premier and most influential event of its kind in Vietnam 

market. It is a stepping stone to link the global industrial technology, machinery and equipment,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providers with their target buyers in Vietnam and AS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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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상사 SUNHYUNG SHOELAST&CA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Baek Hojung / 백 호 정 Homepage http://www.sunhyung.co.kr

Address / 주  소
55, Jayupeonghwa-ro, 59beon-gil, Nam-gu, Busan, Korea
부산시 남구 자유평화로 59번길 5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Bae Byeongjun / 배병준 051-633-1021 051-647-6759 sunhyung@sunhyung.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대한민국 제화 업계 명장이신 “고 백대만 옹께서 1977년 1월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에서 “선형목형”을 설립하였으며 1987년 9월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서 제2의 공장을 설립 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산의 위기에서 “자 백호정이 이어 받아 2011년 5월 

“명문 장수 기업상” 을 수상할 만큼 건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D, 3D 패턴시스템을 도입하여 제화의 명장들과 함께 

라스트 제작은 물론 시제품 제작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세계 최초로 가장 편안한 1:1 맞춤 신발을 만들어 

주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2006년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선정 • 2010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1년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선정 • 2011년 명문 장수기업상 수상(중소기업 중앙회)

• 2012년 우수납세 국세청장상 수상(국세청) • 2016년 중소기업인대상 수상(부산광역시)

Since 2005, the introduction of 2D, 3D pattern system last production with the shoemaker masters, as well as the 

world's first most comfortable one for hard disabled by using prototyping and system while creating one custom shoe 

"There is only one create your shoes“ titled became known to the broadcast.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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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쓰리레이저테크놀로지 3-Laser Technology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ee kyurang / 이 규 랑 Homepage http://www.threelt.com

Address / 주  소
#603, Cheongjuk Tower, 31, Sohyang-ro,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31 청죽타워 603호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Lee kyurang / 이규랑
Choi Jeongyong / 최정용

031-414-4726
031-402-4713

031-405-4719
threelt@threelt.com
jychoi@threelt.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저희 (주)쓰리레이저테크놀로지는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반도체 레이저의 국산화를 이루고 

있으며, (빔 길이 조정형 레이저 프로젝터, 빔 패턴 조정형 레이저 프로젝터)실용신안등록 및 (다파장 가시과 레이

저 조명)특허등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응용 반도체 레이저 분야의 선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HIBIT 전시품목 ● ●

신발제조 및 원단 가공 시 여러 가지 형태의 Positioning 레이저(Dot, Line, Cross)를 사용함으로써 제조 및 가공 공정에 있어 

안전하고 신속, 정확한 작업으로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고, 제조와 가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장비 및 센서에도 레이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조 장비, 검사장비, 가공장비의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쓰리레이저테크놀로지에서 

제조되는 레이저는 중국산 저가 레이저와는 다르게 산업용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독일 

/ 일본 등의 선진국 제품과 비교해서도 뒤쳐지지 않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B
-
0
24



 51

YUAN FENG SYNTHETIC LETHER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Park Donggi Homepage http://www.iyfsl.com

Address / 주  소 NO.2 SHANPU EAST ROAD, QIANDENG DISTRICT, KUNSHAN, JIANGSU,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LING LI 8651257390678 8651257390679 Ling.li@iyfs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YFSL is joint-venture Located nearby shanghai. Producing PU/silicone/epoxy synthetic, no sew film and 

reflective for mainly shoes application. Supplying our product to international brands and domestic in China. 

Managed by well experienced Korean technician and team. Quick lead time and competitive price.

● EXHIBIT 전시품목 ● ●

MICR FIBER NON WOVEN SYNTHETIC : 0.60mm – 2.0mm
NO SEW FILM : 0.02mm – 0.70mm
REFLECTIVE : Film and non woven type

B
-
0
25



52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BUSAN INDUSTRIAL SCIENCE HIGH SCHOOL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weon Seoktae / 권 석 태 Homepage http://pusan-ish.hs.kr

Address / 주  소
1393, Garak-daero, G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가락대로 1393번지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교 무 실
행 정 실

Son Haesik / 손해식
Lee Myeongsik / 이명식
Shin Jinhwa / 신진화

051-970-1731
051-970-1721
051-971-1711

051-971-2154
051-971-2061
051-971-6325

hsson98@hanmail.net
kingfather@naver.com
sally4329@korea.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우리 학교는 부산광역시의 10대 전략산업인 신발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2000년도에 개교한 전국 유일의 신발특성화고등학교이다. 

교육과정은 국민기본 공통교과, 신발 디자인, 신발 CAD, 신발 갑피, 신발 패턴, 신발 재료 물성, 신발 재료 등을 3개 학년에 걸쳐 배운

다. 우리학교 특색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발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신발특성화고등학교로서 전세계적으로 독특한 고등학교라는 

사실이다. 우리 학교는 왕성한 교육활동을 하는 제품디자인 기능 동아리가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대외 행사에서 대단한 

성적을 올렸다. 우리 학교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 국내 최고의 신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기관이다.

Busan Industrial Science High School is the only shoe-specialization high school in Korea. It was started to foster 

shoe-industry of Busan. The curriculum includes shoe design, shoe CAD, shoe upper, shoe pattern, shoe material and 

properties. We take pride in the point that we educate future shoe experts. Especially the leading Design Club of the school 

have made good records in various competitions. This school is the best education center for bringing up shoe experts.

● EXHIBIT 전시품목 ● ●

최근 신발의 트렌드인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발에 무리가 없는 신개념 슬리퍼이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채택하여 실내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학생 등이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여도 피로감이 덜한 슬리퍼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있다.

The material is so light as to minimize foot strain. Its ergonomics design enables people to feel less 

tired in spite of long time wearing. Students produce these on their own in the factory of the school.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신발에 사용되는 각종 소재의 물성, 용도, 활용, 부품제조법의 기술을 익히고, 제품생산의 방법과 제

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품제조의 전 과정을 배움으로써 창의적인 신발트렌드를 개척할 수 있다. 우리학교에서는 ‘세계

는 우리의 꿈을 신는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배우고 있다.

The students are in the shoes through the education process Physical Properties of various materials that are available, 

use, exploitation, parts manufacturing skills of law and the method of production, products, and can develop. The 

manufacture of products, by learning the entire process of creative can put the shoe trend.

‘The world is our dreams put on’ at our school is learning his heart out one by one with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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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무역진흥센터 Indonesian Trade Promotion Center(ITP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Indra Wijayanto Homepage http://www.Itpc-busan.kr

Address / 주  소 #103, Korea Express Building, 1211-1 Choryang-dong, Dong-gu, Busan, Kore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Indonesian Trade Promotion Center 051-441-1708 051-441-1629 Itpc-kor@kemendag.go.id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ITPC Busan is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Trade Republic of Indonesia. ITPC is a 

non-profit organization under the guidance of the Directorate General of Export Development (DJ PEN). 

ITPC Busan formation is intended to help bridge the trade relations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Forms of assistance provided by ITPC Busan in bridging the trade relationship is realized in the format of 

services in the form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business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to the Indonesian 

exporters and also the contrar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potential of Indonesian export products to 

importers in South Korea.

In carrying out its duties and functions, ITPC Busan attempt to penetrate the market, information services 

and export promotion, and also serve the business community through :

 1. Promoting Indonesian products through play an active role in the international scale exhibition and 

facilitate Indonesian businessmen to participate in the exhibition.

 2. Creating a network of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rade.

 3. Assist importers and to find Indonesian product and exporters.

 4. Help exporters who will develop the market in South Korea.

 5. Conduct market intelligence on trade policy in South Korea and potential products that will distribute 

into the South Korean market.

 6. Assist to facilitating business meetings between importers and exporters.

 7. Provide a market brief, statistics data and also exporters and importer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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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
KOREA SHOES DESIGN COMPETITION 2016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Byungchoo / 김 병 추 Homepage http://www.shoenet.org

Address / 주  소
14-55, 382-ro, Noksan industrial complex, K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Seongsu / 김성수 051-979-1811 051-979-1729 core77@shoenet.org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신발디자인의 활성화 유도 및 감성디자인 확산을 통한 국내 신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2016 한국신

발디자인 공모전’ 우수 수상작품 전시로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금상(부산광역시장상), 최우수(부산경제진흥원

장상, 한국신발산업협회장상) 등 본상 29작품, 특선 46작품 전시와 ‘신발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업(5개사 2

개대학)지원’에서 개발한 신발 샘플전시, ‘신발디자인 크라우드소싱 지원’을 통해 개발된 상용화 제품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 EXHIBIT 전시품목 ● ●

대    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김완수 ‧ 유재성  ‣DUCK SLIPPER 
 • 작품설명 : 여름철 슬리퍼가 바닷물 속에서 색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모래

사장과 바닷물 속에서도 모두 기능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슬리퍼로 

디자인

금    상 (부산광역시장상) : 박경훈  ‣짚신(Zip-sin)

 • 작품설명 : 우리나라의 전통신발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 우리나라의 정신이 담긴 신발을 디

자인으로 짚신의 전통성과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최우수상 (부산경제진흥원장상) : 장다혜  ‣빛을 품은 워킹화

 • 작품설명 : ‘빛’을 컨셉으로 신발 디자인하여 산발 측포에 음각으로 ‘빛이 퍼지는 모양’을 표현

하였고 파란색 선 부분은 번개의 모양을 전혀 다른 식으로 형상화한 디자인

최우수상 (한국신발산업협회장상) : 나철민  ‣OFF-RUN
 • 작품설명 : 2016 디자인 트랜드인 헬스케어를 바탕으로 디자인, 오토바이의 서스펜션에 모티

브를 두고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험난한 길을 달릴 때 서스펜션을 통해 충격을 흡

수하는 구조의 트레일 런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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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야코리아(주) Joya Korea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arl Mueller / 칼 뮬 러 Homepage http://www.joya.co.kr

Address / 주  소
5F, Hosung B/D, 106, Tojeong-ro, Mapo-gu, Seoul, Korea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06 호성빌딩 5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Ko Gihwan / 고기환
Jung Hyojin / 정효진

02-795-5028 02-749-5028
geehwan@joya.co.kr

hj@joya.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조야는 2008년 스위스 로크빌(Roggwil)에서 설립된 기능성 신발 브랜드로, 현재 전 세계 27개국 약 2500여개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
장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지역과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및 한국에서 활발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야코리아(한국)는 스위스 본
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로 국내 컴포트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야의 모든 제품의 연구개발・생산 및 수출은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야 신발의 핵심은 폴리우레탄 소재의 미드솔로, 타사 운동화 및 기능성 신발에 적용되는 Ethylene-vinyl 
acetate(EVA) 소재 대비 복원력 및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부드러운 착화감과 더불어 올바른 걷기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며, 허리・족부 질환 및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조야는 올해 독일 척추 건강 협회(Aktion Gesunder Rü cken e.V. A.G.R)로부터 신발업계 최초로 허리 척추 건강에 탁월한 효
과를 입증하는 AGR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A.G.R 인증을 받은 유명 제품들로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및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EQ900’의 카시트 등으로, 
이 제품들은 모두 인체공학적 설계에 따른 허리 건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조야는 컴포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신발 시장 내 위상을 
높이며, 고객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2008, in Roggwill, Switzerland, Joya is a global functional shoe brand, with approximately 2,500 stores across 27 countries 
worldwide. Major markets include Germany, Austria, Switzerland, Japan, and Korea. Particularly, Joya Korea, which is under the management of 
headquarters in Switzerland, is leading the comfort-shoe market in Korea. All Joya products are being developed, produced, and exported in Busan, 
Korea, a city known for its excellent technology and quality in making shoes. The key feature of Joya shoes is its mid-sole, made of Polyurethane 
(PU), which has far better resilience and durability compared to the Ethylene-vinyl acetate (EVA) materials that are applied to most sneakers and 
functional shoes. It also helps maintain correct posture in addition to its soft wearing feeling, and eases back and foot pain. In a shoe-industry world 
first, Joya achieved AGR certification from the German Back Health Association (Aktion Gesunder Rü cken e.V. A.G.R), that is given to products 
proven for the effectiveness of back health. Joya will continuously study and develop comfort shoes to set a new standard in the shoe market to 
raise its status and provide the best comfort to consumers

● EXHIBIT 전시품목 ● ●

조야만의 궁극적인 부드러움과 쿠셔닝으로 충격흡수를 통해 발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미드솔 중간 부분 

‘액티베이터’를 통한 자연스러운 롤링 및 자세교정, 아치서포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신발입니다.

It offers the ultimate softness and cushioning by absorbing shocks from the ground. The 

‘activator’ in the middle of the mid-sole, provides natural rolling, enabling correct posture and arch 
support. 

파리스 II 브라운

조야의 대표적인 신발인 파리스 라인은 이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신개념 컴포트 슈입니다. 누구나 조야의 궁극의 부드러

움과 편안함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조야의 대표적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업퍼 부분에 타 브랜드와는 달리 천연 소가죽으로 

내/외부 제작된 신발입니다. 식물성 염료를 사용하여 가죽을 태닝하여 오랜시간에 걸쳐 색이 입혀지는 고급 라인입니다.

It is Joya’s representative model that offers the ultimate softness and comfort together. Unlike other brands, the 
shoe’s upper part is made of original cowhid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long hours of tanning with vegetable 
dye give the shoe’s leather a luxurious look and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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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무신 GGOMOOSI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Tak Kwanjin / 탁 관 진 Homepage http://www.ggomoosin.com

Address / 주  소
205-17,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7, 신관 2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Lee Huieun / 이희은
Nam Giseong / 남기성
Lim Jiae / 임지애

02-6959-8782
010-5676-6454
010-5417-8505

02-868-5020
ggomoosin2020@nate.com
nks0830@ggomoosin.com

jiae@ggomoosin.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라! [Create new products that do not exist in the whole world!]

예로부터 꼬무신은 한국의 옛 선조들이 신던 전통의 신발이었지만 현대에 넘어오면서 꼬무신은 사라졌고, 고유명사는 존재

하지만 제품활성은 없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꼬무신” 이라는 고유명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전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신발을 탄생시켰습니다.

From old times, Ggomoosin was traditional rubber shoes worn by Korean ancestors. However, it disappeared today 

and there is just a proper noun. Accordingly, we created new shoes that cannot be found in the whole world by 

bringing the proper noun, ‘Ggommosin’ to life.
● EXHIBIT 전시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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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가 PongGA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Park Sunyoung PARK / 박 순 영 Homepage http://www.pongga.net

Address / 주  소
365, Sinseon-ro, Nam-gu, Busan, Korea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5층 509호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Purchasing/구매담당

Park Sunyoung / 박순영

Kim Doyun / 김도윤

010-5582-2209

010-2853-2209
052-286-2209 psy2016@pongga.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뿡가는 2015년 11월 17일 이층신발 뿡가로 창업했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입주해 있습니다. 뿡가는 다수의 

국내특허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PCT출원, 헤이그디자인 출원 역시 준비하고 있는 준비된 기업입니다. 자사 대표 

제품 ‘2층 신발 뿡가’는 유아용과 보호자용이 이층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며 360도 회전형으로 양대면이 가능합니다. 스킨

쉽을 통해 유아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며 추억상품으로의 가치는 물론 글로벌화가 가능하며, 유아에게 안전한 친환

경소재를 사용, 장소와 시간에 제한 없이 사용, 오랜 기간(돌 무렵 ~ 4세)사용할 수 있습니다.

PongGa which has the product ‘2nd Floor shoes’ was established on November in 2015. Now, we have an 

office at Yongdang campus of Pukyong University in city Busan. PongGa has many Korean design patents and 

certifications of toddler product like certificate of KC. And we keep trying to apply design patents in hague and 

other foreign countries. We've kept trying to export our product to foreign countries like China, U·S and 

European countries. Our representative product '2nd floor shoes' is combined parents' shoes and toddler one. It 

can rotate 360°, so caregiver and toddler can see/move each other. they communicate by touching and have 

interaction in anywhere/anytime. it is made of eco-friendly soft fabric and can be used for long parenting 

period(Approximately 1-year to 4-year baby).

● EXHIBIT 전시품목 ● ●

이층신발 뿡가는 부모와 유아가 걸음마 놀이를 통해 아이의 신체활동과 정서발

달에 edna을 주는 “감성놀이 교구”입니다. 

유아의 신발이 360도 회전되어 마주보거나 함께 앞을 볼 수 있습니다.

‘PongGa' is emotional material helps emotional / psysical developments of 

baby through an infant walking play between parent and baby. 

As the toddler shoes can rotate in 360° based on the movements of baby's 

feet, care-givers can stand face to face with babies, walking practice safe 

and enjoy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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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짐 NavyGym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Daeyoun / 김 대 윤 Homepage http://www.boysbe.co.kr

Address / 주  소
16, Dugujukjeon 1-gil, Geumjeong-gu, Busan, Korea
부산시 금정구 두구죽전 1길 16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Daeyoun/ 김대윤 051-756-5272 051-756-5273 inoccence@hanmail.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좋은 디자인은 착용 시 편하고 기후변화에 완벽하게 적응 할 수 있는 의류입니다. 인체를 고려한 패턴연구로 최상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변화
무쌍한 기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원단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제품 국내 자체 제조공장 생산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
산합니다. 아웃도어, 스포츠의류 시스템을 보유하여 최고의 기능성 제품 생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비짐은 레저와 여가를 위한 애슬레저룩 스
타일로 고기능성 스포츠 제품 및 수영복을 생산하는 전문 스포츠 의류 브랜드 입니다. 나비짐은 ‘키즈아웃도어 보이즈비와 숲애아이’를 아우르며 등산, 
피크닉, 바캉스 등 야외 활동과 일상생활의 기능성 아웃도어로서도 연구 및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야외활동을 위한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유로움과 동시에 스타일리쉬함을 강조하여 여
행 & 스포츠 뿐만 아니라 데일리 라이프에서도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Good design in clothing offers a comfortable fit and adapts perfectly to climate changes. Continuous research is conducted on fabrics to 
adapt quickly to the unpredictable climate by creating optimal movement based on pattern research considering the human body. We 
produce reliable products solely in the domestic manufacturing plant. Equipped with an outdoor sports clothing system, we endeavor to 
produce the best functional products. This is a specialized sports clothing brand producing high functional sports products and swimwear 
with an athleisure style for leisure and enjoying one's pastime. Navygym covers 'kids outdoor Boys be and Forest Love Children' and is 
focused on researching and developing products for functional outdoor daily life activities such as tracking, picnics and going on vacations. 
We produce functional and practical products for outdoor activities so that children who love nature can grow by traveling with their 

families. It presents joy in not only traveling and sports by emphasizing freedom and style simultaneously, but also in their daily lives.

● EXHIBIT 전시품목 ● ●

내구성과 균형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뛰어난 쿠셔닝으로 오랜 산행에도 피로하지 않습니다. 특

전사 전투화 바닥을 사용하여 미끄럼 방지 기능이 우수합니다. 베이직하고 실용적인 최적의 디자인으

로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를 느낍니다.

It has outstanding durability and is effective in maintaining balance while the excellent 

cushioning prevents fatigue even during intense hiking. The soles of military shoes of the special 

forces have been used to prevent slipping. Feel the freedom in your actions with basic, practical 

and optimal design. 

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여행 ·스포츠 ·아웃도어를 즐기는 가족을 위한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데일리 스타일을 높이고,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편안함을 살려 패션에 라이프 스타일을 불어 넣고 있습

니다.

Daily style is enhanced with a basic design ranging from children to adults wear and families 

who enjoy travelling, sports and the outdoors while adding a sense of lifestyle to fashion by 

focusing on comfort through the use of func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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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이노베이션 SHOE INNOVATIO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ee Aeyoun / 이 애 연 Homepage http://www.qrshoes.com

Address / 주  소
45, Jurye-ro,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45, 1층 104호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Lee Aeyoun / 이애연 010-7557-4463 0504-465-4463 ae_youn@n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지식경제부・창조경제타운 ‘스마트 프로덕트 창업 경진대회’ <이노베이션 상> ( ‘14)
•여성발명협회・특허청 ‘2014 세계여성발명대회’ <은 상> ( ‘14) 
•서울경제TV  ‘서현진의 HIT IN’, ‘조영구의 트렌드 핫 이슈’ 방송 출현 ( ‘15)
•스포츠서울 ‘2015 INNOVATION 기업&브랜드 大賞’ <혁신 제품> (‘16)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5기 졸업 <우수제품> ( ‘16)
•스포츠동아 ‘브랜드 역량지수 및 기술기업 大賞’ ( ‘16)
• 2016 스위스 제네바 국제 발명 전시회 <금 상> ( ‘16) 
•현재 특허 등록 5건, 특허출원 2건, 국제 PCT 출원, 상표 등록 3건, 상표 출원 4건, 도메인 등록 5건 보유 ( ~‘16 현재)

SHOE INNOVATION is a company producing SMART SHOES, by applying IT(information technology). The foundation of 

our company originated from the thought of ‘becoming the safe keeper of our children’. The brand color, yellow and 
black, symbolizes the safety line.

● EXHIBIT 전시품목 ● ●

QR shoes는 보호자의 정보를 가진 QR코드 이미지가 신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미아 발견자가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QR코드 이미지를 

인식해 미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미아를 찾게 하는 미아 방지 신발입니다. QR shoes는 사람을 위한 스마트 신발입니다. 미아뿐만이 

아닌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분들을 포함한 모든 미아를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신발입니다.

QR shoes have a QR code image, of parent’s information, on the shoe. The discoverer of the missing child can notice the QR 
code image applied in the child’s shoes, and contact the parents to find the missing(stray) child. QR shoes is the shoe to prevent 
missing children. QR shoes are for any people. Not only missing children, but also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elders with 

dementia, can return to the arms of their family, with the help of QR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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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씨엔케이무역 C&K TRADING.CO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K Jung / 정 창 곤 Homepage http://www.boogiebear.co.kr

Address / 주  소
867, Woo-dong, Haeundae-gu, Busan, Korea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867번지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영업담당

Kim Yeonghwan / 김영환
Kim Junggeun / 김중근 

051-747-2425
051-747-2427

051-747-2429
bryan@cknw.asia
jason@cknw.asia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씨엔케이무역(C&K무역)은 Creativity & Knowledge를 경영모토로 1987년 부산에서 창립한 전통 있는 신발 제조업체다. 한국 본사는 영업개발, 디자인

개발, 자재개발, 무역관리 등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목표로 생산 지원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또 브랜드 수입, 유통을 통해 신발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을 담당

하고 있다. 씨엔케이무역의 중국법인은 2개의 고무, 가류 전문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과 약 1500여 명의 숙련된 중국인 직원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HUNTER, DC SHOES, CREATIVE RECREATION, TRETORN, PUMA, COUGAR, Michael Kors, DKNY 등 명품 신발 브랜드를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하고 

있다. 또한 자체 브랜드인 키즈 캐릭터 전문 브랜드 '부기베어(Boogie Bear)'를 개발해 ABC 마트와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C&K stands for “Creativity & Knowledge”. C&K Trading Co., Ltd which is representative the world best vulcanized footwear company was 
founded in 1987 by CK Jung in Busan, Korea. C&K Korea office be in business for sales develop, design develop, material develop, trading and 

sourcing agency for vulcanized footwear. And we are engaged in import brand and distribute the globe shoes brand in Korea. C&K established the 

China branch in 1994, we do OEM production for many globe brand which are HUNTER, DC SHOES, CREATIVE RECREATION, TRETORN, PUMA, 

COUGAR, Michael Kors, DKNY at our own factory. Our 2 factories are designated for production of rubber shoes and boots base on advanced 

quality and technology. And we are launching own Character kids brand “boogie bear” in 2007. ABC mart which is shoes multi store in Korea and 
on-line shops are selling Boogie bear shoes.

● EXHIBIT 전시품목 ● ●

아동 레인부츠의 귀여움과 좋은 품질이 소비자들에게 강점으로 다가갔으며, 천연 고무를 사용해 

만들어 아이들의 인체에 무해하고 미끄럼 방지 밑창 및 안전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을 아끼지 

않고 있다. 

Rubber Rain Boots is the main product in the Boogie Bear Brand and it made with high 

grade of natural rubber, so harmless to children. Cute character and good quality is the our 

big strong point to our customer and we alsotry to make special item which is variety material 

and character shoes.

물과 모래를 효율적으로 배출 시키며 논슬립 기능이 적용된 샌달. 최고의 몰드 설계, 사출 기술

적용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Duplex 소재를 사용해서 지속적인 착용에도 발이 편안할 수 있도록 

고안됨. Footbed를 탈착할 수 있어서 위생적임 덮개부분에 부착된 캐릭터들이 아동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음. 

The Boogie Bear sandal is designed for an effective discharge of water and sand as well 

as a non-slip function. Its ultimate goal is to give a comfort to children's foot through its mold 

design, top technology of injection and world famous Duplex compound material. The 

removable footbed is good for foot hygiene. Applying character patch on the vamp attracts 

the children's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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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S글로벌 GTS GLOBAL IN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hoi Sunmi / 최 선 미 Homepage http://www.ballop.co.kr

Address / 주  소
C-210, 744,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0 분당테크노파크 C동 210호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GTS글로벌
Shin Incheol / 신인철
Kim Dongil / 김동일

010-4255-1560
070-4800-6106
070-4880-4445

070-7545-2040
dwson@ballop.co.kr
icshin@ballop.co.kr
madeok@ballop.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아쿠아슈즈 1등 브랜드 밸롭입니다. 아쿠아슈즈의 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재품개발에 힘쓰며 꾸준히 시장에서 1등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기능으로 문어빨판 아웃솔의 특허보유중이며 자체 디자인과 꾸준히 상품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GTS GLOBAL INC. is the professional company of producing extra-light shoes. Our own brand, BALLOP, aiming 

at creative, advanced shoes and innovatory technology, is now launching to the world. Since launching 105g 

extra-light shoes from 2011, GTS GLOBAL INC. has been doing OEM business with over 20 countries, and has been 

selling BALLOP products to more than 13 countries. GTS GLOBAL INC. promises to continue producing better and 

more advanced shoes to customers. Hope our customers will be continuously interested in our products and pay 

attention to our company a lot. Thanks very much.

● EXHIBIT 전시품목 ● ●

밸롭 아쿠아슈즈

초경량(84g - 240 사이즈 기준) 신발, 빠른 배수 및 

미끄럼방지 기능으로 물놀이나 해상, 수상용 탁월한 

신발입니다.

밸롭 스니커즈

파일론 소재 아웃솔로 경량, 니트 원단으로 캐주얼함 

강조2016 F/W 신규 런칭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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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엘비스코리아 LBS KOREA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Jung Haekyung / 정 해 경 Homepage http://www.lbshealings.com

Address / 주  소
12-14, Seongsuil-ro 12ga-gil, Seongdong-gu, Seoul,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가길 12-14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Yang Huiun / 양희운
Park Yeongho / 박영호

Bae Jin / 배  진

010-5422-5348
010-8802-3581

010-8714-5348

02-455-5348
uhyang01@naver.com
uhyang01@hanmail.net

jpk555@hanmail.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제품의 차별성에 있어서 그 기술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화 즉시 몸의 가벼움(중력흡수 분산기술) 과 물체의 가벼움을 바로 100%이상 느낄 수 있습니다.
- 착화 즉시 몸의 힘이 상승하여 손목 및 근력의 힘이 상승합니다.
- 신고 착화 후 즉시 또는 2-3일 후부터 몸의 균형이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신체균형측정기(FOOT Scan) 장비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1. 공기순환식 완충 신발(미국, 중국, 유럽, 한국 등록완료) 2. 신체균형 및 교정시스템 및 제어방법(국내, 중국 등록 미국 유럽 PCT)
3. 혈류흐름 및 신체균형을 개선시켜주는 완충시트(국내 완료, 미국, 중국, 유럽 PCT)

[인증]
1. FDA, CE 2. 인증내용 : 정형용 교정장치. 인체의 저하된 기능을 회복 시켜주는 운동기구
3. 세부내용 : 우리 몸의 틀어진 신체균형을 잡아주어 척추 및 관절을 교정시켜주는 기능으로 인체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

The use of correction products selected under the body balance correction system can evenly distribute pressure on the body to prevent and treat 
joint-related diseases. Buffer seat for body balance and blood circulation improvement. It can ease continued pressure from shock imposed by body load 
and gravity on feet during ambulation to improve musculoskeletal balance and blood circulation through efficient blood flow. Applied technologies

● EXHIBIT 전시품목 ● ●

 [특허 : 한국, 미국, 중국, 유럽]

- 공기순환식 완충신발특허 - 신체균형 및 교정시스템 및 제어방법특허 - 혈류흐름 및 신체균형을 개선시켜 주는 완충시트 특허

 [LBSPAD 의료기기인증]

미국 FDA, 유럽, FDA 의료기기 1등급 인증

인증내용 : 정형용 교정 장치. 인체의 저하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운동기구

세부내용 : 우리 몸의 틀어진 신체균형을 잡아주어 척추 및 관절을 교정시켜주는 기능으로 인체의 균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

[기존 신발제품과의 차별성, 우위성, 응용성]

중력흡수 및 분산 기술과 신체균형을 개선시켜 주는 운동기능 효과는 분께서 현장에서 (근력/균형측정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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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반 Aaebon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Bae Kyeongho / 배 경 호 Homepage http://www.aaebon.com

Address / 주  소
383, Gaya-daero,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383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Bae Gyeongho / 배경호
Jang Ung / 장  웅

051-328-0553 051-316-6452 aaebon@n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주식회사 에반은 1992년 부산공장 건립을 시작으로 1996년 중국 칭다오에 현지공장을 설립하고 나이키, 아식스 등 메이저 신발 

회사들과 부품 개발 파트너로 일해 왔습니다. 2010년 자체 브랜드 “에어아치”를 개발, 다수의 기능성 특허와 디자인특허,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2015년 미국특허를 획득하여 현재 국내외 판매망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Aaebon Co.,Ltd established in 1992, Aaebon is a footwear component manufacturing company located in Busan, South Korea. 

Aaebon quickly gained dominance in the market by obtaining contracts with major footwear companies such as Nike and Asics. 

In 2010 Aaebon developed its proprietary brand, AirArch. With Korea & U.S.A. parents for design and utility, AirArch is currently 

being sold in both domestic and intervational markets.

● EXHIBIT 전시품목 ● ●

∙ 에어아치 워킹

에어아치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기능성 인솔입니다. 인솔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한 개 또는 

두 개의 독립된 방을 만들어 아치를 보강하고, 운동이나 신발 타입에 따라 맞춤식 설계로 충격

흡수를 효율적으로 분산 되도록 하여 발의 피로를 최소하여 줍니다.

- 미국과 한국 동시 특허 받은 기술력

- AIR MOVING SYSTEM으로 발바닥 통증완화 및 발마사지효과

- 공기층이 발바닥 전체를 감싸고, 아치부분을 밀어 올려 신체 발란스를 유지

- 아치가 무너진 평발, 오래서있거나 많이 걷는 경우 바른자세 유지에 도움

The arch of the human foot plays a vital role in our everyday lives. The arches ar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balance by evenly distributing your body weight over your feet. As with time, the arch of the foot will slowly 

decline resulting in “flat feet” which prevents proper weight distribution. Flat feet can cause various physical 
symptoms such as lower leg pain and misalignment of the spine. Our product was specifically designed to provide 

support to the arch and prevent the flattening of the feet. The patented design of our product relieves stress on 

the heel by providing a cushion of the air that absorbs shock. As the heel presses against the cushion, the air 

bag expands and the air towards the arch of the foot. This design allows the air bag to protect the geel from 

strong impact and provide arch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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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하이텍 HARIM HITE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Bae Jongeun / 배 종 은 Homepage

Address / 주  소
424, Haeun-daero 349beon-gil, Haeundae-gu, Busan, Korea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49번길 424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Bae Huijin / 배희진 051-611-4486 051-612-4486 jin.bae@artnschuhe.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하림하이텍은 1990년 설립 이후로 신발 디자인을 비롯한 R&D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6 부산국제신발전시회에서는 3년간의 특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런칭된 Sports-Fashion 신발이 전시됩니다.

Harim hitec corp., established in 1990 for export footwear in all, had been giving its efforts for R&D for the footwear 

especially designing fields. After 3 years hard works of the special projects, HarimHitec launched new category of the 

Sports-Fashion Footwear which will be exhibi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BISS 2016.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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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앤슈에 ART&Schuhe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Bae Huijin / 배 희 진 Homepage

Address / 주  소
36, Cheonggang-ro 74beon-gil, Gijang-eup, Gijang-gun, Busan, Korea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74번길 36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Bae Huijin / 배희진 010-8574-4486 jin.bae@artnschuhe.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명화를 신발 디자인에 적용하여 개발한 브랜드인 마스피스 클라식(Maspis Klassik)에 대하여 국내, 해외 판매를 진

행하고 있는 신발 전문 회사입니다.

We, Art &Schuhe Co., Ltd, are long-experienced shoe company conducting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of 

our authentic brand “Maspis Klassik” of which basic shoe design is deeply inspired by the artworks from the 
most famous artists in the world. 

● EXHIBIT 전시품목 ● ●

명화를 신발 디자인에 적용하여 개발한 브랜드인 Maspis Klassik(마스피스 클라

식)의 컬렉션을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고 있으며, 마스피스 클라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예술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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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이팜 U&I PHARM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u Bonjong / 구 본 종 Homepage http://www.suecos.co.kr

Address / 주  소
5F, SEONGBO BUILDING 4-11, Ogeum-dong, Songpa-gu, Seoul, Korea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4-11 성보빌딩 5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Huh Insuk / 허인숙
Kwon Ohye / 권오혜
Jeong Jiyeon / 정지연

02-402-6341
070-7437-4593
070-7437-4594

02-402-6342
his1116@unipharm.co.kr
uni6341@unipharm.co.kr
uni6341@unipharm.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슈코스는 현대 전문직종을 염두하여 개발된 전문 FOOTWEAR 브랜드이다. 간호사, 쉐프, 웨이트리스, 의사, 호텔직원, 클리닝 레이디, 

사무직, 바텐더, 약사나 그 밖에 어떤 근무자이건 작업환경에서 기능성과 편안신발이 필요한 직업군을 위한 기능성 근무화이다. 슈코스는 

등과 무릎의 통증을 완화 시켜주기 위해 발의 인체공학을 강조한 신발 디자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생산되는 신발들에 수많은 연구

조사와 다양한 테스트들이 끊임없이 실험되고 있다. 심지어 생산단계 후에도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 보장을 위해 전 모델에 대해 점검

절차를 거치고 있다. 밸류 컨슈머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그 결과, 업계에서 높은 인증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응하고 있다.  

Suecos® is a professional footwear brand developed with the modern professional in mind. Whether you are a nurse, chef, 

waitress, doctor, hotel worker, cleaning lady, office worker, bartender, pharmacist, or simply any worker who needs functionality 

and comfort at their work, Suecos® has been developed for you. We take pride in designing footwear that emphasizes the 

anatomy of the feet to give your back and joints astounding pain relief. Plenty of research and various tests are constantly 

conducted on the clogs we produce. Even after the production stage, all models go through a review phase to ensure that only 

top-notch quality reaches our end consumer. As a result we continue to match and even exceed the highest of certifications in 

the industry, all while constantly receiving immensely positive feedback from our valued consumers. 

● EXHIBIT 전시품목 ● ●

알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고 더 건강한 스텝을 제공하기  위해 슈코스의 독

점 Health Tech™ 기술을 통합시킨 새로운 모델이다. Health Tech™는 일상생활에서 좀 더 편안

함을 추구하는 전문직군의 건강과 웰빙을 선호하는 신발에 맞게 신소재 그리고 최첨단 기술과 

FOOTWEAR 부분에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통합시킨 슈코스의 독점기술이다. 남녀공용의 세련된 스

칸디나비아 디자인으로 사이즈는 36EU~45EU까지 이다.

오덴은 인체공학적인 특유의 디자인 때문에 등근육과 무릎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최첨단 충

격흡수 기술을 보증한다. 발을 불편하게 하고 몸의 피로도를 떨어뜨리는 장기간 서거나 걷는 환경

에서 이상적인 신발이다. 각 신발은 인솔에 패턴, 통풍구멍, 잡기편한 고무아웃솔을 가지고 있으며, 

생리학적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오덴 라인은 블랙/화이트/블루/그린/미드썸머/미스트 등 다

양한 컬러와 디자인이 있다.

에다 모델을 디자인 할 때 밸런스에 원칙을 두었다. 미학과 편안함의 사이에서 신체를 위한 

균형을 두었다. 슈코스의 초경량 E.V.A 소재와 고무 아웃솔의 콤비가 미끄럼 방지를 해주는 반면, 

약간 넓은 굽은 장시간 오래 서거나 걸을 수 있게 해준다. 독자적인 구멍이 뚫린 마이크로 화이버는 

신발의 통풍을 도와주지만 놀랍게도 액체유입도 막아준다 또한 쉽게 닦이는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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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패스(주) GOPASS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Park Suhwan / 박 수 환 Homepage http://www.go-pass.kr

Address / 주  소
2F, 35-26, Byeolmi-gil, Oedong-eup, G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경북 경주시 외동읍 별미길 35-26 2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Park Suhwan / 박수환 054-701-1205 054-701-1206 suhwankr@n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신발 분야의 기능성 밑창 전문 회사로서, 2005년부터 신발 갑피와 밑창 사이에 적용 가능한 방수, 투습 기능을 가지는 밑창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2

년 8월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단지에 위치한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창업.  2014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수상. 해당 부분의 원천기술 확보로 국내를 비롯하

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 40개국 특허를 보유. 현재 국내에는 군인공제회, 형지 에스콰이어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하여 협업중에 있으며, 

중국의 인민해방군 전투화, 공안, 특수경찰화에 적용하기 위한 개발을 하고 있다.

GOPASS Co,.LTD. has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from 2005 to high functional breathable and waterproof shoe bottom pieces(sole)and 
Go Pass established in August 2012, Footwear Industrial Promotion Center, located Noksan industry zone in Gangseo, Busan.  2014 Award 

Republic of Korea invention Patent Exhibition . As well as the domestic core technology holds the secured portion of the foreign patents in 40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China, Canada, and Europe. Currently, license agreement and collaboration with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and Esquire Fashion company in Republic of Korea and development for application to the Chinese Army combat boots and special 

police officer boots.

● EXHIBIT 전시품목 ● ●

신발 밑창과 갑피사이에 적용되어 착용자의 체중에 의해 매 보행마다 신발내부의 공기를 습기와 함께 외부로 배출하며, 

외부의 습기나 공기는 신발 내부로 유입되지 않게 하며 두께 1mm미만으로 적용 가능한 밑창과 갑피가 있는 모든 신발류에 적

용이 가능한 방수, 투습 기능을 가진 GOPASS SYSTEM.

GOPASS system is applied to shoe sole between the upper and discharged to the outside of the shoe with the air 

and humidity for every walking by the wearer's weight, the external humidity, the air is blocked drawn into the shoe, 

and will be applicable to less than 1mm thick soles and uppers with a waterproof, breathable footwear that all the 

features available.

신발 내부의 습도를 외부로 배출하여 항균, 탈취, 곰팡이 제거 등 기능을 적용한 방수 투습 기능을 가진 GOPASS TEX.

GOPASS TEX technical features function is inside the shoe humidity to the outside with a waterproof, breathable 
such as discharge antibacterial, deodorant, mildew removal 

방수투습 기능이 적용된 GOPASS SYSTEM과 방수투습 기능과 항균 탈취 기능을 가진 GOPASS TEX가 적용된 접착식 전
투화, 안전화.

Such as waterproof and breathable technical function from GO PASS SYSTEM and GO PASS TEX made technically 
antibacterial, deodorizing with direct injection type breathable combat boots, safety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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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스코어 HORSECORE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harles Lee / 이 창 식 Homepage http://www.tradeunioninc.net
http://www.horsecore.co.kr

Address / 주  소
rm2207 QB E-Centum B/D, 90, Centum jungang-ro, Haeundae-gu, Busan, Korea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0 큐비 e-센텀 B/D 2207호 트레이드유니언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Kim Sejung / 김세중
Lee Juhwan / 이주환
Kwon Sujin / 권수진

051-894-9663
070-7019-9659
070-7019-9660

051-894-6690
benon_sj@naver.com

dlwnghks1214@naver.com
mc712016@gmai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저희 트레이드유니언은 지난 1993년 초반부터 꾸준히 유럽의 승마화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승마화 전

문업체입니다. 근 20여년 동안 승마화 한 종류의 특수전문화 만을 공급하였고, 지금은 그 영역이 확장되어 유럽 이외 미주지역이

나 오세아니아 등에도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품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의 승마관

련 잡지나 유명 메이커 카탈로그 등을 그저 간단하게만 살펴보아도 저희의 공급제품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증

명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유니언은 오랜 기간 수출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승마부츠 업체로써 이제 시작되는 국

내 승마용품에 대한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승마 시장의 성장세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족하고자 국내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회사 ‘홀스코어’를 론칭 하였습니다. 심지어 승마인을 위한 맞춤 승마부츠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오랜 승마부츠 제조 노하우와 승마 스포츠에 관한 높은 이해도로 특화된 저희 승마부츠는, 국가대표 승마선수 및 엘

리트 승마 선수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EXHIBIT 전시품목 ● ●

제품명 : 홀스코어 맞춤부츠

  발목, 종아리 등과 같은 승마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10부분 이상을 측정하여 유럽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작. 인체공학적 패턴을 기반으로 한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 현 이탈리아 최고급 가죽을 외측/안측 모두 적용. 인체 공학

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NRS-인솔과 아웃솔. 기존 수제화 보다 경량, 착용감, 내구성, 운동성 모두 우수함

제품명 : NRS BOA 다이얼 앵클부츠

BOA 장금장치로 인해 편리함과 우수한 피팅감을 제공. 

국내가공 고급 가죽 인체 공학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NRS-인솔과 아웃솔 경량, 착용감, 내구성 모두 우수함

제품명 : 하이포퍼머

엘라스틴 3D 밴드 처리로 인한 종아리 외측/내측 피팅감을 높여줌. 국내가공 고급 아넬린 가죽 적용

다이나프렌 내피 적용으로 통기성 우수. 인체 공학적인 NRS 인솔과 아웃솔

기존 수제화 보다 경량, 착용감, 내구성, 운동성 모두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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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무역 Ha Jeong International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Richard Phang 방신묵, 김명희 Homepage http://www.karakaragolg.com

Address / 주  소
575, Gwansan-dong,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7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Bang Sinmuk / 방신묵 031-964-0496 031-962-0535 bsm0531@hanmail.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당사는 골프화를 제조하여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능과 디자인에 월등한 차이를 자랑하는 

골프화의 선진업체입니다.

그에 따라, 그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에는 대한민국 신지식인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상에서 골프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고기능성의 다양성을 느껴보십시오.

감동의 극치일겁니다. 그 중심에서 하정무역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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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드와이어(주) WINDWIRE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So Myoungseo / 소 명 서 Homepage http://www.windwire.co.kr

Address / 주  소
NO. 510 B-dong, Bundang Technopark, 723,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23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B동 510호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So Myoungseo / 소명서
Lee Eunsu / 이은수

031-707-2562
031-707-2563

031-709-2562
031-709-2562

info@windwire.co.kr
wwman@windwire.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와인드와이어(주)는 신발, 이어폰 관련 부품 및 자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줄 조임장치와 연관된 분야를 개발하고 

연구하여 제품을 보다 혁신적으로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제품으로는 신발 끈 조임장치 <ROLLKIN/FLY>, 

이어폰줄감개 <LineClear> 등이 있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창조적인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WINDWIRE is developing products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the length of lines(wires). Our products are dial type 

footwear lacing system <ROLLKIN/FLY> and earphone cable winder <LineClear>. 

We will enthusiastically develop innovative and creative products.

● EXHIBIT 전시품목 ● ●

ROLLKIN 3.0

ROLLKIN(FLY) SYSTEM : 신발 끈을 손으로 묶지 않고 다이얼을 돌려 조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

니다. 레드페이스 등산화 등에 적용되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새로운 ROLLKIN 캡 디자인으로 굿디자인상(GOODDESIGN)을 

수상하였습니다. 2015년 말에 개발된 ROLLKIN3.0은 2016년 SS시즌부터 

마운티아 등의 고객사에 납품하여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ROLLKIN SYSTEM : Dial type lacing system. RedFace have adopted our lacing system and 

have been enjoying a good reputation. We won the GOODDESIGN award 

in 2013. We will present the new ROLLKIN3.0 system that was developed 

in 2015 and Mountia adopted in 2016 Spring/Summer Season.

ROLLKI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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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dao Longkun shoes material Co.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Ming Fu pan Homepage http://www.madinaoasis.com

Address / 주  소 No. 7 Fumin Street,Lancun Town, Jimo Qingdao City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Ming Fu pan 0532-8259-1789 0532-8259-1789 1027835153@qq.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Qingdao Longkun Material Co. Ltd., founded in 2000, is located in the beautiful coastal city - Qingdao, 

is the production of polyurethane (PU), TPR, TPU, rubber soles of the professional manufacturers, the 

products are sold throughout the country. The company has fixed assets of 20 million yuan, with an 

annual output of about 8000000 pairs of shoe production capacity, more than 500 employees, professional 

and technical personnel more than and 60 people, is one of the main suppliers of famous brand shoes.

"Permanent records" is the consistent requirement, the "quality" and "brand" is the life of enterprise, 

based on the modern is a frontier of new life, aiming at the existing problems of enterprises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shoe shoe market situation, Qingdao Longkun technology experts, is committed to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achieved a breakthrough progress in the sole style, comfort 

and other aspects. Qingdao Longkun to the customer, not only is the quality of products, and the overall 

scheme of product based planning system including sole development, research and a series of 

cooperation can make for Qingdao Longkun 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and development.

Qingdao long Kun adhere to the market oriented, customer satisfaction as the principle,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the best quality service, long Kun who have the confidence to serve you to the end".

Pan Mingfu, general manager with all the staff, warmly welcome customers and friends came to discuss 

business, extensive cooperation and friendly exchanges.

● EXHIBIT 전시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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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KONG LIDA MACHINE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WU QINGYU Homepage http://www.lida-machine.com

Address / 주  소 Wuliqiao Industrial Park, Shuitou Town, Nan’an City, Fujian,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Wu qingyu
CAI XIANGYANG

0086 59586812998  008659586812980 sales@lida-machine.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LIDA MACHINE CO.,LTD. specialize in the Chinese shoes plastic machine, which have won great 

popularity in the world markets. 

LIDA MACHINE CO.,LTD. has established in 1997 year and has been in market for more than 10 year.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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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SHOU(FUJIAN) MICROFIBER TECHNOLOGY CORP.,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AI YUTAI Homepage http://tianshou.en.alibaba.com/

Address / 주  소 DENGBANG INDUSTRIAL AREA, XIYUAN TOWN ZHANGPING, LONGYAN,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HI JIANPING 86-597-3278506 86-597-3278506 shi88833@163.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TIANSHOU(FUJIAN) MICROFIBER TECHNOLOGY CORP.,LTD. WAS LOCATED IN ZHANGPING, LONGYAN CITY, 

FUJIAN PROVINCE, WHICH NEARBY JINJIANG AND XIAMEN. WE OWNS FLOCKING FACTORY, NON-WOVEN 

FACTORY, AND RESIN FACTORY. OUR COMPANY AREA MORE THAN 720,000 SQUARE METERS, WE NOW HAVE 

OVER 800 EMPLOYEES, 10 PU SYNTHETIC LEATHER PRODUCING LINES, 5 MICROFIBER LEATHER PRODUCING 

LINES, ALSO HAVE POST-PROCESSING LINES LIKE PRINTING, EMBOSSING. BESIDES WE HAVE RECEIVED ISO9001 

CERTIFICATION. WE SPECIALIZE IN MANUFACTURING PU SYNTHETIC LEATHER, MICROFIBER LEATHER, WHICH 

HAVE BEEN WIDELY USED IN MANUFACTURING OF SHOES, BALL, BAG, SOFA, GLOVES. WE EXPORT OUR 

PRODUCTS TO PAKISTAN, INDIA, IRAN, VIETNAM, KOREA, TURKEY, MEXICO, BRAZIL, ITALY, ETC, MORE THAN 20 

COUNTRIES.THE ANNUAL SALES FIGURE THAT EXCEEDS USD 100 MILLIONS. WE ENJOY A GOOD REPUTATION 

MORE THAN 20 YEARS’ EXPERIENCE. IF YOU ARE INTERESTED IN ANY OF OUR PRODUCTS OR WOULD LIKE TO 

DISCUSS A CUSTOM ORDER,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WE ARE LOOKING FORWARD TO FORMING 

SUCCESSFUL BUSINESS RELATIONSHIPS WITH NEW CLIENTS AROUND THE WORLD IN THE NEAR FUTURE.

● EXHIBIT 전시품목 ● ●

PU ARTIIFICIAL LEATHER

MICROFIBER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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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월 ARTWALL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Park Miyoung / 박 미 영 Homepage http://www.artwall2011.co.kr

Address / 주  소
569, Jinnam-ro,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569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Lee Dongu / 이동우
Kim Donggeun / 김동근
Won Deokjae / 원덕재

010-8536-7925
010-9558-4096
010-5808-8082

051-325-6076 artwall2011@hanmail.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한국 EPSON(전사, 에코솔벤, 다이렉트전사) 대형 플로터 공식대리점과 한국 3M 대리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트월

입니다. 저희는 현재 신발, 섬유 산업 전반적으로 장비 및 잉크, AS까지 전담하고 있으며, 최근 핫멜트 반사필름을 이

용한 디자인 특허가 있는 컷팅 솔루션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장비 판매와 관련된 솔루션 모두 취급하고 

있는 전문기업입니다.

Korea EPSON (warrior, eco-solvent, direct transfer) to act as large plotter official agency and South Korea 

3M agency. It is Art month. We are currently, shoes, equipment and ink as the entire textile industry, it has 

been in charge to AS, to introduce the cut solutions there is a recent design patent using a hot melt reflective 

film, and sells. It is a professional company that deal both of solutions related to the laser equipment sales.

● EXHIBIT 전시품목 ● ●

엡손 에코 솔벤 SC-S80610 모델(Eco-Solvent Epson SC-S80610 Model)

  - 가죽, 레쟈, 우레탄 등등 재질에 다이렉트 출력 및 투명 TPU에 출력 후 합포

하는 방식으로 신발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 

  - Leather, rejya, and then output to the direct output and the transparent 

TPU polyurethane materials etc. Products are widely used in the 

footwear industry in a way that happo

엡손 종이 전사 SC-F9200(Epson paper Warriors SC-F9200)

  - 폴리, 면, 나이론, 마, 실크 등등 잉크 타입에 따라 승화전사를 할 수 있는 

솔루션 장비로서 현재 원단 업체에서 많이 쓰는 모델

 - Polyester, cotton, nylon, linen, fabric manufacturers from the current 

model to write a lot of equipment as a solution that can, depending on 

the sublimation type ink sil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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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JI (FUJIAN) BUSINESS TRADING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DIN JIANHUI Homepage http://www.hejichina.cn

Address / 주  소 NO. 111 CHENQUAN ROAD, CHENDAI TOWN, JINJIANG, FUJIAN,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DIN JIANHUI

DIN JIANYING
86-595-85171433 86-595-8519 5433 Ding.jh@heji-textile.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HEJI GROUP IS A MANUFACTURER OF SPECIAL FABRIC FOR SHOES AND BAGS WITH WELL-EQUIPPED 

TESTING FACILITIES AND STRONG TECHNICAL FORCE.

WITH A WIDE RANGE, GOOD QUALITY, REASONABLE PRICES AND STYLISH DESIGNS, OUR PRODUCTS 

ARE EXTENSIVELY USED IN SHOES, BAGS AND OTHER INDUSTRIES. OUR PRODUCTS ARE WIDELY 

RECOGNIZED AND TRUSTED BY USERS AND CAN MEET CONTINUOUSLY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NEEDS. WE COOPERATION WITH MANY FAMOUS BRANDS LIKE ADIDAS, PUMA, PEAK, ANTA, XSTEP AND 

OTHERS.

● EXHIBIT 전시품목 ● ●

OXFORD FABRIC

CANVAS FABRIC

OTHER SHOES AND BAGS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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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IANG HAIGUANG TRADE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XU MINGHUA Homepage

Address / 주  소 NO. 112 CHENQUAN ROAD, CHENDAI TOWN, JINJIANG, FUJIAN, CHIN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XU MINGHUA 86-595-85171433 86-595-8519 5433 13960283388@139.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OUR COMPANY IS A PROFESSIONAL MANUFACTURER OF SPECIAL CANVAS AND OXFORD CLOTH FOR 

SHOES AND BAGS, WITH WELL-EQUIPPED TESTING FACILITIES AND STRONG TECHNICAL FORCE. 

WITH A WIDE RANGE, GOOD QUALITY, REASONABLE PRICES AND STYLISH DESIGNS, OUR PRODUCTS 

ARE EXTENSIVELY USED IN SHOES, BAGS AND OTHER INDUSTRIES. OUR PRODUCTS ARE WIDELY 

RECOGNIZED AND TRUSTED BY USERS AND CAN MEET CONTINUOUSLY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NEEDS. WE COOPERATION WITH MANY FAMOUS BRANDS LIKE ADIDAS, PUMA, DISNEY, SWISSGEAR, 

SAMSNITE AND OTHERS.

● EXHIBIT 전시품목 ● ●

Oxford fabric

Canvas fabric

Other shoes and bags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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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 엘앤에스 HANA L&S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Han Jungseok / 한 중 석 Homepage

Address / 주  소
46, Yeonmujang-gil, Seongdong-gu, Seoul, Korea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46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Lee Donggeun / 이동근 02-464-1784 02-464-1785 hana1785@hanmail.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서울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태리 등, 유럽권과 인도 등 아시아권에서 원단을 수입, 공급하는 업

체로서 동종업체 중에서 개발 및 판매 등을 선도하는 업체임. 구매자가 요구하는 품질사항, 단가, 납기 등에서 

언제나 원톱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음.

● EXHIBIT 전시품목 ● ●

 엘리게이트 및 뱀무늬

천연소가죽에 프린팅 한 무늬는 부드러우면서도 무늬가 잘 펴지지 않아 제품을 제작하여

도 가죽상태 그대로 유지하며 칼라 또한 아주 자연색에 가깝게 코팅되어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Full grain leather 

조직이 치밀하고 유연성이 뛰어나면서도 접힘 부분의 탄력이 뛰어나 주름이 생기지 않은 

특징이 있다.

원피 본래의 촉감을 최대한 살려 부츠소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엠보가죽

뛰어난 가공기술력으로 국내 엠보 가죽에 비하여 촉감이나 터치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며 구두나 핸드백 등 모든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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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LONG TP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TRAN THI HONG DAO Homepage http://www.sonlong.bizz.vn

Address / 주  소 59,11 St., Quarter 4, Linh Xuan Ward, Thu Duc Dist., Ho Chi Minh City, Vietnam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hotexvn@gmai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Son Long Co., Ltd produces and processes all kinds of Insole/Midsole for men, women and children's 

shoes.

In addition, we also manufacture INSOLE BOARD PAPERS for shoes lining.

We have advanced system to produce high quality insole board and insole materials.

Our Products include various specifications: Waterproof (insolvable in the water), dispersal feet sweat 

(keep your feet dry and comfort), durable, and environment friendly.

For customer whom prefers to make their own insoles, we can supply wide range of different material to 

meet most types of footwear.

● EXHIBIT 전시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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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INA OASIS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FAROOQ AHMED Homepage http://www.madinaoasis.com

Address / 주  소 PLOT # 421 SECTOR 7/A KORANGI INDUSTRIAL AREA, KARACHI-PAKISTAN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Youngil 031-832-9800 031-832-9801 sangok01k@daum.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WE ARE PAKISTAN SPAINISH JOINT VENTURE COMPANY. 

WE ARE PRODUCING HIGH QUALITY LEATHER FOR GARMENTS, SHOES AND BAGS. 

WE ARE EXPORTING OUR LEATHER ALL OVER THE WORLD ESPACIALLY USA, SPAIN AND KOREA.

● EXHIBIT 전시품목 ● ●

SHEEP LEATHER

GOAT LEATHER

COW LEATHER

1. SHEEP ANALINE FOR GARMENTS

2. SHEEP NAPPA FOR GARMENTS

3. GOAT LEATHER FOR GARMENTS

4. COW LEATHER FOR GARMENTS

SHEEP LEATHER

GOAT LEATHER

COW LEATHER

1. SHEEP LEATHER FOR SHOES

2. GOAT LEATHER FOR SHOES

3. COW LEATHER FOR SHOES

GOAT & SHEEP LINING 1. GOAT AND SHEEP 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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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n Huang Enterprise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hris Chang Homepage http://www.poliyou.com.tw

Address / 주  소 No. 9, Ming Chuan Road, Tunglo, Miaoli, Taiwan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Amanda Huang
Jin Roh
Soul

+886-37-986006-8 +886-37-984838
Amanda.huang@poliyou.com.tw

roh@poliyou.com.tw
soul@poliyou.com.tw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We are professional PU compound company. We can offer PU foam with special benefit according to your 

request. We have many experience to work with Brands such as Puma, Dunlop, Nike, Adidas, Ecco, Emma,  

Mizuno etc.

POLIYOU

POLIYOU is patented open cell foam which continues to bring comfort to millions of customers of the most famous 

branded footwear\ companies worldwide.

POLISOPRT

POLISPORT® is combined by several high density molecule, Polyether and environment-friendly MDI, through high 

speed mixing and PU compounding, Polisport® has special functions of high density, excellent resilience, breathable 
and wicks moisture; also we can add recycled material from PU, Plastic and Tire….etc, Polisport® becomes “Green 
Product” for famous brands searching.

POLIMAX

The kinds of hi-tech macromolecules are applied with eco-friendly, non-toxic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foaming technique which makes the POLIMAX remarkable and excellent in many aspects.

POLI-CORK

POLI-CORK combines the natural benefits of “natural cork” which has been associated with comfort footwear. With 

the performance benefits of POLIYOU®.

IMPRINT

IMPRINT is a kind of “slow recovery” memory foam which can conform the shape of the foot and return its original 

form.It can be combined with POLIYOU® and molded to take a shape providing long lasting and shock absorbing 

benefits, also been using for pillows.

FEATHER STEP

FEATHER STEP is unique product of Kun Huang with eco-friendly, non-toxic MDI foaming technique which makes 

the Feather Step light as F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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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g Pao Chia Enterprise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Yu Mei Tsou Homepage

Address / 주  소 No. 18, Lane 439, Sec. 2 Tianxin Road, Fengyuan Dist, Taichung Country, Taiwan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Sales / 영업담당 Joy Chi +886-4-25121857 +886-4-25121867 ying.paochia@msa.hinet.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We are professional Insole board company. We have our own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and 

offers customized designs, including 3D blueprints and open mold casting, as well as, provide samples and 

mass production of the insole boards. We work closely with brands such as Nike, Adidas, Mizuno, Puma, 

Reebok, Asics etc.

BI-FIT : Bi-Fit are made from recyclable plastic (Polypropylene or Polyethylene) and patented technologies 

that are tougher than the traditional insole boards with better flexibility and single or dual 

hardness. Bi-Fit insole boards have waterproof and durable features.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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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자산관리 EB Asset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ee Doyeon / 이 도 연 Homepage

Address / 주  소
2F, 264-1, Sadang-ro, Dongjak-gu, Seoul, Korea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64-1 2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Hyeonuk / 김현욱 02-1544-5089 02-3473-2722 flalxm1730@nate.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연금 및 저축에 관한 상담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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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발피혁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ootwear & Leather Technology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Park Seonghyun / 박 승 현 Homepage http://www.kiflt.re.kr

Address / 주  소
152, Danggamseo-ro,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52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Cho Seokrae / 조석래 051-605-3212 051-897-9766 srcho@kiflt.re.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신발 ․ 피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소재 및 부품 개발, 자동화 연구 등 신발 ․피혁에 관련된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동 분야의 기술향상과 국제경쟁력을 제고

- 선도적 기술개발 연구 및 보급

- 첨단 기술장비의 공동이용 및 기술지원

-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 벤처기업 육성 및 정보 지원

KIFLT was founded to develop and produce the technology related to the footwear and leather industries through 

research activities such as material and components, chemical, automation, analysis and testing. Technology and information 

thus developed and obtained are transferred to the related industries

- Research of leading technical development and its supply to the industries

- Joint utilization of hi-tech equipments and supporting service

- Technical consulting service to medium footwear and leather industries

● EXHIBIT 전시품목 ● ●

[기동화]

 • 소방 구조 및 구급활동 시 안정성 및 피로저감 특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 소방 기동화 

   - 보행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슬립성 아웃솔 소재 배합 설계 

   - 보행안정성 향상을 위한 아웃솔 구조 설계 

   - 네스핏 기술 접목 소방 기동화용 라스트 설계 

   - 피로저감을 위한 기능성 인솔

   - 소방기동화용 에어백 설계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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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극동기계 KUDONG MACHINESRY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Jacob J.T Kim / 김 정 태 Homepage http://www.kukdongcorp.com

Address / 주  소
54, Hakgam-daero 147beon-gil,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147번길 54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ark Sanghyeon / 박상현
Yang Gukjin / 양국진

051-325-1162 051-324-0258 jason.yang@kukdongcorp.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주식회사 극동기계에 끊임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임직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극동기계는 

1975년 창업이래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인정과 도움을 받아 21세기 전문화 시대에 발맞추어 제화설비 & 자동차 부

속생산 설비 및 조선기자재 설비 주축으로 자동화 설비 및 제철, 발전 플랜트 분야의 신규사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

다. 산업전반의 생산능력이 높아지고 설비가 성력화 됨에 따라 신뢰성이 높고 보수, 유지가 간편하고 FUZZY 기능에 대한 고객의 갈망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주식회사 극동기계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견고하며 보수성이 좋은 제품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이 신

뢰할 수 있는 기기를 제작한다.” 라는 신념 아래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을 기업 이념으로 간직하며 최선을 다하여 노

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having an interest in Kukdong all the time. We, Kukdong established in 1975, has many experiences with our technology in 

manufacturing field. We extend our business for new generation on the Shoe-making machinery, Automotive facilities, Shipbuilding materials industry 

furthermore Automation system, Iron manufacture, Electricity generation and plant field. Please encourage Kukdong in doing our hardest. By the 

increasing of the productivity efficiency, our business fields are becoming specilization. With those needs, we are manufacturing and supply the high 

efficiency machines which has competitable cost. We promise that we will do our best with challenging and frontier spirit for your satisfaction under our 

motto “Produce machines with customers’ satisfaction and credibility.”
● EXHIBIT 전시품목 ● ●

본 기계는 프레임, 상판, 하판, 기둥, 열판, 부스

터 실린더 및 공압장치, 전기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열판과 하열판 사이에 Fuse용 금형을 취부

하여, 고정 밀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이다.

본 기계는 특정한 모양의 톰슨 금형으로 신발 

갑피를 절단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본 기계는 가죽, PU, 나일론, 캔바스 등의 신발 토 

부분을 성형하는 기계이다.

B
-
0
61



 85

동의대학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슈플레이스
Dong-eui Small Manufacturer Specialized Support Center : SHOE Place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Chulmin / 김 철 민 Homepage http://www.shoeplace.or.kr

Address / 주  소
176 Eomgwangro,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716 산학협력관 115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Yoon Hwayeong / 윤화영 051-890-2335 0505-182-6966 40222@deu.ac.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2015. 05. 01. 동의대학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선정(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 2015. 06. 16. 동의대학교 가죽·가방·신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

••• 2015. 12. 14.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공동 전시홍보관/공동 Biz지원관)  

••• 2015. 12. 24. ‘슈플레이스’ 신발소공인 최초의 공동브랜드 개발

부산시 범천동 가죽·가방·신발 관련 제조 소공인 260업체 지원 (소공인 특화교육 / 기술경영 애로 컨설팅 / 홍보물 제작 / 전시회 참가)

• • • 01/05/2015 Selected as projects at Dong-Eui University Small Manufacturer Specialized Support Center (Supporting business to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 • 16/06/2015 Dong-Eui University opened Small Manufacturer Specialized Support Center for Leather, Bag, Footwear
• • • 14/12/2015 Selected as integrated district join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usiness (Joint Exhibition Hall, Joint Biz Support Office)
• • • Supported 260 companies of manufacturing small business which is related Leather, Bag, Footwear in Beomcheon-dong, Busan 

(Specialized Training for Small Business / Technology Management issues consulting / Producing Publicity Material / Participation 

in exhibition)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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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수제화 GEONU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hoi Seoksik / 최 석 식 Homepage

Address / 주  소
90, Sincheon-daero 220beon-gil,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20번길 90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Choi Seoksik / 최석식 010-4572-5660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남성 수제화 전문 업체

• • • 고객이 원하는 사이즈, 디자인으로 맞춤 제작

꽃신방 LITTLE QUEE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Dongkook / 김 동 국 Homepage

Address / 주  소
44, Sinam-ro 155beon-gil,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 155번길 44(지하)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Dongkook / 김동국 051-645-8839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아동화 전문 제조업체

• • • 여아 구두, 남녀 합창단화 제작

• • • 미끄럼 방지 국산 밑창과 긁힘에 강한 국산 원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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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산업 NAMKYOUNG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Dongsuk / 김 동 숙 Homepage http://www.nkfamous.com

Address / 주  소
1240-10, Beomcheon-dong,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1240-10번지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Dongsuk/ 김동숙 051-636-8749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남녀 캐주얼화 전문

• • • 자체 디자인 생산, ‘FAMOUS’, ‘SHOES NOTE’ 브랜드 보유

대광제화 DAEGWANG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Joeng Daeil / 정 대 일 Homepage

Address / 주  소
24, Sinam-ro 85beon-gil,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 85번길 24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Joeng Daeil / 정대일 051-646-9236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여성 수제화 전문

• • • 전통작업 수제화, 기능성 수제화, 연령별 수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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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강제화 ROGANG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Park Hogyeong / 박 호 경 Homepage

Address / 주  소
24, Sincheon-daero 204beon-gil,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04번길 24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Park Hogyeong / 박호경 051-804-6605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남성 수제화 제조업체

• • • 신사화, 스니커즈 등 

보이런던 BOYLONDO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Song Chundol / 송 춘 돌 Homepage

Address / 주  소
33, Sinam-ro 85beon-gil,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 85번길 33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ong Chundol / 송춘돌 051-633-9889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남성화, 여성화, 패션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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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목형신골 BUIL LAST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Bok sanggyu / 복 상 규 Homepage

Address / 주  소
88, Sinam-ro,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 88-1 1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Bok sanggyu / 복상규 051-645-9255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신사화, 숙녀화, 아동화, 운동화, 캐주얼화, 

  특수화 등 라스트(신골) 제작

세라제화 SERA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Sunseop / 김 순 섭 Homepage

Address / 주  소
1230-73, Beomcheon-dong,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1230-73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Sunseop / 김순섭 051-644-9665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여성 컴퍼트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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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산업 YOUNGU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ang Seoko / 강 석 오 Homepage

Address / 주  소
1196-9, Beomcheon-dong,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1196-9번지 1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ang Seoko / 강석오 051-636-2837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중창, 월형 제조업체

• • • 조립중창, 레자모드 등

(주)오성제화 OHSEONG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ho Dongjun / 조 동 준 Homepage

Address / 주  소
1196-9, Beomcheon-dong,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1196-9번지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Cho Dongjun / 조동준 051-632-0209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여성화 전문 제조업체

• • • 다양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의 여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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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산업 SHOEGREE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Taeyoung / 김 태 영 Homepage http://www.shoegreen.com

Address / 주  소
1120-6, Beomcheon 4 Dong, Busan 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4동 1120-6번지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Taeyoung / 김태영 051-894-2893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남성 패션화 업체

제일산업사 CHEIL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Jeong Pansik / 정 판 식 Homepage

Address / 주  소
155, Sinam-ro,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 155번 나길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Jeong Pansik / 정판식 051-645-1837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신발 인솔 및 갑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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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산업 CHUNGHAE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Yang Sangdong / 양 상 동 Homepage http://www.prettoe.com

Address / 주  소
34, Sinam-ro 117beon-gil,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 117번길 34, 2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Yang Sangdong / 양상동 051-818-1453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남녀패션화, 아동화 제조업체

트래블폭스 TRAVEL FOX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Son Chuwol / 손 추 월 Homepage

Address / 주  소
114, Sinam-ro,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 114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Jeon Seonggeun / 전성근 051-803-7545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신사화, 남녀 패션화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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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제화 FOX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Yongun / 김 용 운 Homepage http://www.foxcorea.com

Address / 주  소
1230-102, Beomcheon-dong,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1230-102번지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Yongun / 김용운 051-902-9494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 • 드라이빙 슈즈, 로퍼, 스니커즈 등 남성화 제작 업체

• • • 수제화 업체로 디자인, 사이즈 맞춤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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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경 SHINKYUNG IN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Ha Kiho  / 하 기 호 Homepage http://www.freelock.co.kr

Address / 주  소
16, Sinpo-gil, 39beon-gil, G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신포길 39번길 16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Ha Minu / 하민우
Shin Dongmin / 신동민

Yoon Gyeongae / 윤경애

010-9594-0517
010-3833-7669

010-4506-1636

055-327-3707
mccoy@skcni.net
sales@skcni.net

export@skcni.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1999년에 설립하여 신발, 모자 등 기능성 제품개발에 노력해 온 (주)신경은 사이즈 조절 신발 및 승마용 모자 조절 시스템의 연구개발의 시작

으로 지금의 WIRE CLOSURE SYSTEM인 FREELOCK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FREELOCK은 신발, 모자, 배낭, 장갑, 의료보조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FREELOCK 시스템이 일상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희망과 

열정으로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Incorporated in 1999, SHINKYUNG INC. has been working on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hich could enhance the convenience 

of human lives. Under the slogan, "From Head To Toe", we are expanding the usage of FREELOCK Wire Closure System to various items 

such as shoes, hats, bags, gloves and medical supporting equipments. In pursuit of easier and more comfortable lifestyle, we keep up 

our research & development with passion.

● EXHIBIT 전시품목 ● ●

<FREELOCK WIRE CLOSURE SYSTEM>

 기존의 신발끈으로 인한 불편함과 문제점을 없앤 신발끈 조임기로써 등산화를 비롯한 안전화, 골프화 등 

다양한 신발에 적용 가능하며, 여러 브랜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 FREELOCK R(Rotation Type/돌리는 타입) : DIAL을 돌리는 방향(오른쪽/잠김, 왼쪽/풀림)에 따라 

간단히 끈을 풀고 조이는 기능을 갖춘 FREELOCK

  (2) FREELOCK P(Push-pull Type/당기는 타입) : Dial을 오른쪽으로 돌려 끈을 조이고, 위로 당겨 끈을 

푸는 기능을 갖춘 FREELOCK

<FREELOCK WIRE CLOSURE SYSTEM>

An innovative FREELOCK Wire Closure System that makes it simple to tighten and loosen the shoe 

lace. It could be applied to various shoes such as outdoor, safety and golf shoes.

  (1) FREELOCK R(Rotation Type) : The lace can be tighten or loosen simply by turning the dial 

(right/tighten, left/loosen).

  (2) FREELOCK P(Push-pull Type) : The lace can be tighten by turning the dial to the right and 

loosen by pulling the dial upward.

B
-
0
63



 95

 이너스코리아 INNUS KOREA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Gyudeog / 김 규 덕 Homepage http://www.innus.kr

Address / 주  소
Centum IS Tower 1013, Centumbuk-daero 60, Haeundae-gu, Busan, Korea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센텀IS타워 1013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Kim Gyudeog / 김규덕
Park Seongeun / 박성은 

051-337-0080 0505-338-0080
ceo@innuskorea.kr

kioriental@innuskorea.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주)이너스코리아는 1996년 시작으로 신발 디자인 프로세스가 특화되어 있는 KIDP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서 국내·외 글로벌 브랜드 신발 디자인 
아웃소싱 및 생산 프로모션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발 디자인 및 생산 프로모션 비즈니스에 그치지 않고 자체 신발 브랜드 케이
아이(KI) 런칭 후 Oriental Design Works의 브랜드 컨셉으로 글로벌 브랜드 비즈니스 진입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자체 솔 브랜드 
CSD(Concept Sole Design)는 디자인 오픈솔(Design Open Sole)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매, 수출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거대한 소비시장과 신발 생산력으로 인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진출을 전략적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신발 디자인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디자인 프로젝트 및 협업 실행, 해외 브랜드 수입 대체 효과 및 글로벌 브랜드로
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합니다.

INNUS KOREA is a KIDP’s “selected excellent design company” specialized in footwear design proces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6 
and has accumulated experiences and knowhow of footwear design and production management for global footwear brands both home 
and abroad. Also, the company is making continuous development with a view to entering global branded footwear business with the 
brand concept of “Oriental Design Works” after launching KI, its own footwear brand name.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has been 
diversifying its business area by marketing CSD (Concept Sole Design), its own sole brand having open sole design,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As the first step for approaching global market, INNUS KOREA is making a strategic preparation for entering China 
market where gigantic consumer market and footwear production capacity show steady growth. To realize high added value of footwear 
design industry, the company intends to perform design project and collaboration and strengthen competitive edge as a global brand.

● EXHIBIT 전시품목 ● ●

케이아이 에코비 [KI ecobe]
신발 생산 근로자들이 접착제 사용으로 인해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개선하고자 만들

어 졌으며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중심의 친환경 실천 조립신발입니다. 일반 신
발과 달리 마모된 부분품의 교체 및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며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컬러, 소재를 직접 선택하여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일상화, 실내화, 사계절에 맞춰 활용이 가능하여 편의성과 실용성까지 지닌 지속가능한 신발
입니다. KI ecobe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산자와 공급자, 소비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줍니다.

킥스크루 [KIXCREW]

한류 콘텐츠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국내 B-BOY와 케이아이(KI)가 콜라보레이션한 라인입니다. B-BOY 동작을 분석하고 

생체역학 사용성평가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디자인 기술을 갑피와 밑창에 적용하였습니다. 갑피는 발의 움직임을 편
안하게 지지해주는 엑스트랩(xtrap)기능과 밑창은 B-BOY 동작에 최적화 된 트랜드 설계 및 중량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

한 기능성뿐만 아니라 심미성까지 갖춘 B-BOY 전용 신발입니다.

케이아이 엑스트랩 네오2 [KI xtrap neo2]

기존 KI xtrap neo시리즈의 신발밑창 기술인 미드솔(Mid-Sole)과 아웃솔(Out-Sole) 조립방식을 업그레이드 시킨 2가지 물
성 인젝션파일론 상·하 동시성형 밑창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기능성 워킹화입니다. 사용자가 워킹시 편안한 착화감과 경량성을 

갖추고 있으며 갑피의 엑스트랩(xtrap)기능이 발등과 발뒤축을 크로스라인으로 지지해주어 신발의 안전벨트 역할을 해줍니

다. 애슬레저 트랜드에 맞춰 일상생활에서의 워킹뿐만 아니라 가벼운 운동까지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워킹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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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이로 A.ro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hae Kyoungrock / 채 경 록 Homepage http://www.a-ro.co.kr

Address / 주  소
(Deokpo-dong)Sasang-ro 363,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363(덕포동)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Baek Sanghyeon / 백상현
Kim Sangcheol / 김상철

051-301-6525 051-301-6528
vicbum1978@naver.com
pop4911@n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지난 23년 동안 신발용 EVA SPONGE 생산과 재단, 스카이빙을 생산하며 쌓아 온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산의 대표적 신발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했던 창성스카이빙이 이제 보다 더 큰 도약을 위해 (주)에이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에이로는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해,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쉼 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 

혁신, 융합’의 3대 정신에 바탕을 둔 핵심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업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넘어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A.ro Co., Ltd. is the new name of Changsung Skiving anticipating a bigger jump, which grew as the representative 

shoe-maker in Busan based on the unique technological power accumulated through the production, cutting and skiving of 

the EVA sponge for shoes for the past 23 year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90. In order to realize new values, A.ro 

creates the best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the talents and technological power, and for the better future, A.ro is 

pursuing the incessant changes and challenges. We aim to be the best company beyond 'the best in the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and the innovation of management based on the three items of the company 

philosophy, 'trust, innovation, and harmony' to lead the brighter future of man.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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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스텝 코리아 CALSTEP KOREA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Taehak / 김 태 학 Homepage

Address / 주  소
46-11, Gyeongan-ro 38-gil,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38길 46-11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Seongjin / 김성진 010-3731-3701 0504-395-3701 jinny1020@hanmail.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칼스텝은 1985년 미국 칼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슈즈 전문 브랜드이며 골프용 밸런스 아치인솔을 개발하여 골프

화의 진전된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Calsep have started shoes store and brand business in 1985 year. Recently castep develop the ballance 

arch insole golf shoes.

● EXHIBIT 전시품목 ● ●

Calstep golf shoes

레져 골프화 겸용 스파이크 리스 골프화입니다. 밸런스 아치 인솔로 골프 스윙시 몸의 전체 균형을 잡아주고 

비거리 및 정확도에 기여하는 제품

This calstep golf shoes is spikeless leasure golf shoes. This one have a special ballance arch insole, so 

can fit a body ballance and correct sw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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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스티어 TEAMSTEER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Sangkyu / 김 상 규 Homepage http://www.tsteer.com

Address / 주  소
64-8, Gaya-daero 366 beon-gil,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366번길 64-8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Sangkyu / 김상규 010-9363-8550 skkim@tste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팀스티어는 30~40대 여성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여성화 브랜드이며, 드라이빙 슈즈의 특/장점을 제품에 적용

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화감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TeamSTEER is shoes brand whose main customers 30 to 40 generations of women. The characteristics 

/ advantages of driving shoes is applied to the product, to create a comfortable and stable product.

● EXHIBIT 전시품목 ● ●

고급 가죽이 사용된 여성용 스니커즈 얇고, 섬세하게 제작된 Sole 로 인해, 운전 시에 

직관적인 패달의 느낌을 전해주고, 보행 시에는 경쾌하고 부드러운 착화감을 제공

Women's sneakers made of luxury leather. Thin and delicately manufactured sole 

is convey the feel of the intuitive pedal during operation, it offers a light and smooth 

wearing feeling during walking.

고급 가죽이 사용된 여성용 플랫슈즈

스니커즈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 트렌디한 디자인과 뛰어나 착화감 및 편안함을 

제공하는 제품

Women's flat shoes made of luxury leather. Have all the advantages of sneakers. 

trendy design and product you can feel comfortable and the best wearing feeling. 

여성용 정장화에 적용되어, 기존의 제품들의 제공하지 못하던 컴포트한 핏팅감과 

마치 달걀과 같은 둥근 형태의 뒤꿈치를 구현함으로써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제품

Is applied to the woman's dress shoes. existing products can't provide comfort 

fitting. as if to form the bottom of round products such as eggs, the product of new 

concept you can feel comfortable an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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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산업 Onnoori Industrial in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Ha Mooeon / 하 무 언 Homepage http://www.cantos.co.kr

Address / 주  소
55, Noksansandan 382-ro 14beon-gil, G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길 55, 신발산업진흥센터 310호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Purchasing/구매담당

Ha Gyeongsu / 하경수
Lim Chaenam / 임채남

010-8462-0506
051-516-6556

051-643-4333 cantos1001@n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온누리 산업은 
1. 칸토스 지압신발, 지압슬리퍼 및 지압매트 등 50 여종의 발 건강 관련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건강 신발업체입니다. 
2. 지압과 신발에 관한 70여건의 특허, 디자인을 출원하며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상 이력
1. 2015 부산 지역산업 신기술 박람회 우수상
2. 2014 부산 우리브랜드 신발 명품화 사업 2위
3. 2007 중국(심양) 한 - 중 건강산업박람회 : "2007 중국소비자 선정 최우수 10대 한국건강제품"
4. 홍콩 "2005' Fashion Access" : Footwear category "APLF" Innovation Award(발명혁신상) 수상
5. 2001 특허청 우수발명품 선정/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동상 수상

Onnoori industry : A health shoe manufacturer to develop, produce & sale products related to the health of the foot, more than 50 
kinds of CANTOS Shiatsu shoes, acupressure slippers, & acupressure mats. Patents & Designs of over 70 about 
shoes and Shiatsu, it is endeavoring to ensure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chnology development. 

Awards : Health industry Expo - "China-Korea (Shenyang) 2007 : health care products of the best 10 selected by Chinese 
consumers" 2007 "Won the (invention Innovation Award): "Footwear category" APLF "Innovation Award to Hong Kong" 2005 
"Fashion Access 2001 Patent Office Excellent invention selection / Korean Patent technology bronz award

● EXHIBIT 전시품목 ● ●

[칸토스 지압제품의 탁월한 특징과 장점]
- 발바닥의 반사구를 수십개의 큰 돌기와 수백~천여개의 미니 돌기로 빠짐없이 자극 가능. 둥근 큰 돌기는 부드러운 쿠션 지압과 발바닥 

맛사지를 제공. 미니 돌기는 한의학 침술의 효과를 통증 없이 제공
- 고급 쿠션 재질로 제작. 적당한 세기의 탄성 자극으로 지압 효과를 극대화, 짜릿하고 상쾌하게 장시간 발바닥을 맛사지 가능
- 강한 지압봉 부위도 배치해, 개인 취향에 맞게 지압 세기 조절 가능
[발 지압이 건강을 향상시키는 원리]
- 반사구 이론(Reflexology theory)에 따라, 발바닥 반사구 자극은 신경을 통해 각 반사구에 해당하는 인체 기관들을 자극해 자가 치유 효과
- 지압할 때 돌기의 pump 효과로 혈액 순환 유발. 심장에서 가장 먼 발바닥에 정체된 혈액과 노폐물의 순환/배출에 도움 가능
- 욕실 앞, 주방 씽크대 앞, 거실 소파 앞 등 일상생활 공간 어디서나 밟아주면 피로를 회복하고 심신이 refresh되는 효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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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앤씨컴퍼니(크리스틴) D&C COMPANY(KRISTI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ee Minyeong / 이 민 영 Homepage http://www.kristinkorea.com

Address / 주  소
B1, 128-1, Ogeum-dong, Songpa-gu, Seoul, Korea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28-1번지 남성빌딩 B1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Lee Minbong / 이민봉 02-508-8560 02-6218-1077 kristinkorea2014@gmai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D&C COMPANY의 대표적인 슈즈브랜드인 “크리스틴”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브랜드로 편안함을 중심으로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 크리스틴의 슈즈는 트렌디한 수제 액세서리와의 조화가 돋보이며, 20년 이상 신발을 만들어온 국내장인들이 크리스틴의 신발
을 신는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착화감을 구현 하도록 늘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최상의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직접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적인 디자이너 슈즈 생산 브랜드로 컨버스 최초로 천연라텍스 깔창을 직접 발포하여 만들고 있다. 많이 걷는 여행객,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군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확장과 함께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데일리슈즈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크리스틴 스트랩샌들 “세렌디피티”는 딱딱한 코르크 샌들창을 폭신하게 보완한 특수샌들로 발찌를 한 듯한 개성 있는 악세사리 디자인이 포인트이다. 
출시 이후 2년 연속 10차례의 완판을 이루고 있는 여름 패션 샌들의 대표로 자리매김하였다. 크리스틴은 주요고객층인 10~30세를 중심으로 SNS팔로워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실시간 소통을 통하여 고객의 피드백을 적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듯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크리스틴은 
소비자의 구매 시 마다 단순한 신발 한 켤레의 구매를 넘어 값진 나눔을 함께 선물한다. 한 켤레의 신발의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10명의 굶주린 아이들이 
행복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The brand Kristin aims to make the most comfortable shoes in the world while having the simplest but sensuous design. Kristin’s Shoes shows 
the optimized balance in design with handcrafted accessory, and researched by Korea’s craftsmen who has over 20years in their career to achieve 
satisfying fitting by using the best material possible. Kristin is a designer shoes brand manages Design to Production, including the foaming of the 
Natural Latex. Kristin’s Canvas shoes’s comfort have satisfied the young travelers and young adults with servicing occupation and made its name in 
Social Network Service and by expanding the design line, Kristin’s Canvas Shoes became daily shoes in loyal customers. Further more, Krisetin’s 
Starp Sandals, Serendipity, customized cork outsole were applied with anklet like strap became the must have item in summer and best sold item for 
two years recording the sold out in our 10th re-order Kristin’s main targeted customer is in between late teens to early thirties marking hundred 
thousand followers in Social Network Service having interact with the customer by giving the feedback and becoming our research ideas for future 
products. Kristin’s customer is not purchasing just a shoes, but purchasing love for the those who are less privileged than the customers. Every 
Shoes purchased feeds 10 children a breakfast who needs help from the society making a world better place to live.

● EXHIBIT 전시품목 ● ●

1. 천연라텍스화 컨버스화 (Canvas shoes with Natural Latex)

천연라텍스 깔창을 신발에 적용한 최초의 제품으로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1cm 두께를 사용하여 

착화감을 높였다. 복원력이 높은 천연라텍스를 사용, 직접 발포하는 작업까지 거쳐서 자연통풍 기능까지 높였다. 심

플한 디자인에 골드테이핑 포인트인 코지 시리즈와 크리스틴 심볼인 2선라인 셀럽시리즈 두가지 라인을 구축하였

다. 크리스틴 특유의 신발끈 악세사리는 심플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는 크리스틴만의 특징으로 직접 수제작하는 

악세사리이다. 이후 다양한 모양과 색깔이 추가될 예정이며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하다. 크리스틴 컨

버스화는 오래걷는 젊은 여행객, 장시간 서있는 직업을 가진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입

소문나기 시작하였고 이후 다양한 디자인 라인업 확장과 함께 10~30사이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세렌디피티 스트랩 샌들 (Serendipity Strap Sandal)

활동이 많은 여름 딱딱한 코르크창샌들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코르크창의 단점을 보완하여 탄생한 

폭신폭신한 특수코르크창 샌들이다. 발찌를 착용한 듯한 디자인, 직접 제작한 고급 발찌 악세사리를 접목하여 신었을 

때 발찌를 착용한 듯한 디자인이다. 그리고 고급 샤뮤드 재질 발바닥 깔창으로 부드러운 착화감을 제공한다. 출시 

이후 단일 품목 판매 1위, 10차 연속 완판 모델로 크리스틴의 대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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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텍 NEOTEC. IN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Jang Hoki / 장 호 기 Homepage http://www.neotec21.com

Address / 주  소
48-17, Namcheon-dong, Suyeong-gu, Busan, Korea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48-17번지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Jang Hoki / 장호기
Kim Jyuri / 김쥬리

051-624-3700
051-623-6543
051-980-2388

news2009@naver.com
manager@neotec21.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저희 네오텍은 인류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로 인체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신소재물질인 알파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해 고령친
화용품 및 당뇨신발, 깔창, 당뇨양말, 등 생산하여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수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웰빙 문화와 실버산업의 정착에 앞장서서 신소재 알파륨을 생활 속에 접목시켜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건강을 지켜주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의 연구진은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신념하에 인류건강을 위
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Neotec has developed new material, Alpharium. It has been shown to have outstanding benefits on the human body by aiding 

in the improvement of human health. By carrying out our research we are producing goods for the aged along with our other 
health products and exporting them to the U.S.A., Japan, Europe and China, with good evaluation.
In the very near future, we will develop into a company that leads in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e of well-being and the 

silver business, contributing to mankind`s good health by introducing Alpharium into their lives and helping to keep peoples` 
health by harmonizing people and nature. Our research employees will always do their best to produce the best product 
through continuous research for mankind`s health with the strong belief that it will provide the best products. Thank you.

● EXHIBIT 전시품목 ● ●

당뇨병은 체내에서 인슐린 생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이며, 체내의 혈관계통 리듬을 파
괴함으로써 발, 눈, 다리 등 인체의 많은 부위에 병을 유발하지만, 특히 발에 말초혈관 순환장애를 가
져와 혈액 순환을 막고, 발을 붓게 하고 건조하게 합니다.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세균오염과 
무좀 습진 박테리아균에 철저한 발관리가 필요합니다.

1. 항균력 99.9%(실험성적 : KFIA-171)  
2. 냄새제거 30분 78% 기능(실험성적 : KFIG-148)
3. 신발 내부 원단(특허)으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혈액순환 개선(실험성적 : KFI-227)

1. 체중 분산, 충격흡수 뛰어난 균형 유지
2. 아치 상하작용으로 아치교정 작용
3. 발 냄새 제거에 뛰어난 효과
4. 인체기능을 향상 피로감소작용
5. 관절보호, 족부질환 개선의 인체공학적 아치 디자인
6. 좌우 발의 비대칭을 아치지지 조절로 허리개선작용

500회 세탁 후에도 항균력 유지
-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에 탁월한 효능
- 보습효과 및 발의 쾌적한 상태유지
- 냄새제거 무좀 습진 관리에 탁월한 효능
-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에 탁월한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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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지광학 MG OPTICAL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ee Chunyong / 이 춘 용 Homepage http://www.mgkhan.co.kr

Address / 주  소
80, Bukbisan-ro, Seo-gu, Daegu, Korea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 80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Lee Chunyong / 이춘용 053-527-8588 053-527-8589 dyd5578@daum.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국산스포츠고글 제조업체인 엠지광학은 우리나라 안경테관련 80%정도를 생산하는 안경메카 대구 3공단 부근에 위치하

며 토종브랜드인 “엠지칸”(MGkhan)으로 알려져 있으며 렌즈포함 100%국산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편광기본인 변색렌즈, 칼라렌즈를 사용한 고품질 스포츠고글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  정부산하 (재)한국안광학산업

진흥원 10대 육성브랜드에 선정되었고  스포츠동아 품질만족지수 1위 기업에도 선정된 스포츠고글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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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앤드비 S&B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Seok Okgyun / 석 옥 균 Homepage http://www.baldes.cc

Address / 주  소
131, Saebyeok-ro,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131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Seok Okgyun / 석옥균
Jeon Seungyong / 전승용

010-3079-6500
010-7332-2535

051-316-6577
baldes.seok@gmail.com
batooyoung@daum.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걷는 행복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걷는 행복을 제공할 것인가? 기능성 신발의 장점인 운동기능은 

물론 충격흡수와 장시간 착용에도 쾌적함을 유지하여 신발로 인한 각종 질병의 예방과 인류의 즐거운 보행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제 배출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새로운 기능성 신발로 신발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걷는 행복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nder our company's vision "Provide people with walking happiness", we are always trying our best with our 

mind “how can we make people happy for walking?” We are determined to make people happy for walking and 

preventing people from various diseases caused by shoes but maintaining comfortable feeling even for long time 

wearing as well as absorbing the impact with the sports function which is the main point of the functional shoes.

● EXHIBIT 전시품목 ● ●

Compression and expansion of the pump will keep repeating while walking to maintain always the same 

condition as the new shoes. Touching the heel on the ground will compress the pump to discharge high temp and 

high humid air by force. The foot is off from the ground completely. 

It will be expanded in the condition before putting pump. Once you started walking, the pump compressed will 

make the heel off from the ground and then the pump will be expanded to absorb high temp and high humid 

air(sweat and heat) inside the shoes. The pump will be compressed when you wear the shoes while the air inside 

the pump is discharged to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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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장머터리얼스 GWINGJANG MATERIALS. IN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ho Younsu / 조 연 수 Homepage http://www.aerosquare.com

Address / 주  소
1114, Gimponewcity 340, Gimpo-daero,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0길 김포뉴시티 1114호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Cho Youngsu / 조영수 010-7703-7053 031-998-3412 a1812315@hanmail.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주)광장 머터리얼스는 나노기공의 초단열 소재 에어로젤(Aerogel)과 지능형 온도조절소재 상변화물질(PCM)기술을 기반으로 부

품소재. 완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제품브랜드로 에어로스퀘어(Aerosquar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스퀘어는 미국의 

Aspen Aerogels사의 에어로젤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Aspen Aerogels사의 소재가 2~5mm의 두께의 패널로 가공되고, 

Aerogel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얇은 막으로 감싸질 때 작은 다중의 쎌로 분산이 되어 각각의 독립된 형태의 라미네이션 쎌이로 만들

어 지며 구매자가 원하는 모양의 쎌 디자인과 패턴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에어로스퀘어는 구매자의 디자인에 따라서 절단됩니다. 

의류 및 신발적용을 위해 범용적인 에어로스퀘어 패턴가공 시스템 또한 도입하였습니다. 에어로스퀘어는 융복합되는 소재와 각각의 

쎌 패턴에 따라 조선, 자동차용 산업소재/스텔스 및 보온기능을 가지는 군수용 소재/태양광 후면패드 및 건축 농자재/ 방재 및 방열

소방 및 산업소재/극한의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의류 및 아웃도어 용품시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소재로 제안 드립니다.

● EXHIBIT 전시품목 ● ●

상변에어로스퀘어 슈트/신발/융복합 소재

극한온도를 견딜 수 있는 초단열 소재 에어로젤을 각각의 쎌을 독립된 라미네이션으로 성형하여 원단에 

원단사이에 융복합한 소재로 극고온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로 특수 분야로는 소방, 군용, 잠수용 특수

소재 아웃도어 방한 의류, 신발 등에 적합한 소재로 통기성, 신축성을 가지도록 개발하여 그동안 세계적으

로 인정한 최강의 신소재 이었음에도 성형기술의 부재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되었던 소재를 지난 10여

년간의 연구 개발의 성과로 세계최초로의 특허기술로 개발된 소재를 소개드립니다.

화물질(PCM) 슈트/융복합 소재

PCM(Phase Change Materials)은 조성된 온도를 고체상태에서 잠열하여 외부온도에 반응해 액체로 변하

면서 잠열을 방출하게 되어 지정된 공간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 PCM(Phase Change Materials)은 현재 물류 생활용품, 건축부자재, 전자기기방열재, 냉축열, 축냉

재로 사용이 되며 마이크로쎌 형태로 가공이 되어 항공우주, 일반의류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주)광장머터리얼스는 PCM을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충진 하는 기술로 융복합 소재로 

개발해서 생활용소재로는 신발 중창/보냉조끼/보냉물류시스템 등에 적용이 용이 하도록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로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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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젤테크날러지(주) Aerogel Technolgies corp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Skalchinskin Oleg / 스칼친스킨 올렉 Homepage http://www.aerotherminsulation.com

Address / 주  소
2642-4, Gimpo-daero, Wolgot-myeon, Gimpo-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642-4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hyoyul / 김효열 031-998-3411 031-998-3412 hyoyulkim@gmai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에어로썸은 일상생활 모든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첨단 나노테크날러지 제품입니다. 에어로썸의 핵심적인 성분은 에

어로젤을 기반으로하며, 극심한 저온부터 뜨거운 열을 차단합니다. %이상의 공기로 구성된 에어로젤은 어떤 고체보다도 가장 낮은 

열전도도를 갖는 매우 효과적인 단열소재로, 에어로썸은 이 실리카 에어로젤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단열소재보다도 2~8 배정도 우

수하면서 유연하고 내구성이 튼튼한 제품을 창출합니다.

AEROTHERM is a new cutting edge green nanotechnology thermal insulation that can be used in everyday products. 

AEROTHERM’s performance is based on the unique properties of Aerogel which is the main component of AEROTHERM. 
Aerotherm will protect from extreme cold to extreme heat conditions. Composed of over 90% air, aerogel is a highly effective 

insulator with the lowest thermal conductivity of any solid; Aerotherm uses silica aerogel in producing a strong, durable, and 

flexible material that is 2 to 8 times more effective than traditional thermal insulation.

● EXHIBIT 전시품목 ● ●

나노기술과 전통적인 단열소재의 전략적 융합은 단가를 낮추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

니다. 에어로썸을 일반적인 의류보온소재와 결합 시, 의류 착용 시 압력을 받는 부위에 적용 시 훨씬 효율적인 보

온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압력이 의류에 가해지는  무릎부위나 팔꿈치, 등 부위에서 전통적인 보온소재는 매우 

낮은 보온성능을 갖습니다. 이 부위에서 체온이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전체적인 몸의 열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The best cost to performance ratio can be realized by a strategic use of nanotechnology 

and traditional lofted insulations. Applying AEROTHERM insulation panels in apparel compression 

zones in combination with common lofted insulations in remaining areas will achieve optimal 

performance. Compression of lofted insulation in certain areas of clothing such as the knees, 

elbows and shoulders results in poor thermal performance of the lofted insulation. These areas 

exhibit body heat loss resulting in the person becoming exposed to cold temperatures.

에어로썸의 탁월한 성능(압력에 대한 보온성 저하가 없음)으로 Footbeds 및 인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Aerotherm due to it’s remarkable properties (no loss of thermal protection under compression) 
is extremely effective in footbeds.

얇은 인솔 Footbeds

1.5~2mm 정도의 얇은 두께의 에어로썸으로 일반 신발 및 부츠 / 구두에도 삽입될 수 있는 제품으로 복사열

까지 차단시키는 제품으로 효율적인 보온성을 신발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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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원소재 Youngone Material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iberty Choi / 최 영 호 Homepage

Address / 주  소
20, Noksansandan 261-ro 13beon-gil, G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13번길 20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Park Uijin / 박의진 051-831-5290 051-714-5127 yo@youngone.biz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주)영원소재는 2014년 설립되었으며,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경에 유해한 유기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핫멜트 접착제를 이용한 코팅, 라미네이팅 전문 기업입니다. 열경화성, 열가소성 등 다양한 핫멜트 설비를 통하여 산업용 기능성 

원단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보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력 생산 

품목으로는 신발 갑피, 자동차 내장재 등이 있습니다. (주)영원소재는 정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님들께 언제나 최상의 제

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특허 보유 현황

 - “내슬립성 코팅층 및 이를 구비하는 자동차용 내장재” 특허 제10-1508695호

 - “형태안정성이 우수한 코바늘 니트 합포 원단 및 그 제조방법” 특허 제10-1566709호

 - “다양한 패턴의 구현이 가능한 원단의 라미네이팅 방법” 특허 제10-1577008호

 -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자수 갑피의 제조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된 자수 갑피” 특허 제10-1651196호

● EXHIBIT 전시품목 ● ●

기능성 원단, 투습방수 소재, 

신발 갑피, 자동차 내장재

 Functional fabric, Breathable 

fabric, Shoe upper and automobile 

interiors. 코팅 Coating 라미네이팅 Laminating

열경화성, 열가소성, dot, mesh, web, film type 등 다양한 종류의 핫멜트 사용가능. 도트롤의 

gravure 형상을 조정하여 도포량 및 터치감 조절 가능

We use various types of hot-melt techniques such as thermosetting, thermoplastic, dot, mesh, 

web, and film. We are able to adjust spread volume and a sense of touch by altering the shape 

of the gravure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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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티엠코리아 GTM-KOREA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Oh Sujong / 오 수 종 Homepage http://www.gtm82.com

Address / 주  소
28, Jangnimbeonyeong-ro 104beo n-gil, Saha-gu, Busan, Korea
부산시 사하구 장림번영로 104번길 28(장림동)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Oh Dohyeon / 오도현 051-262-3982 051-262-3985 victor.oh@gtm82.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당사는 22년 신발 제조 설비 관련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기계를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 압

착기보다 성능과 경제성이 월등히 뛰어난 친환경적인 압착기를 개발 하였습니다. 향후 고객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신기술, 신공법

을 적용한 고효율 설비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공정의 

단순화 및 효율 극대화를 위해 창조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당사의 정책이며, 이는 

고객감동을 위한 당상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GTM-KOREA is a leading provider in producing shoe manufacturing machines with 22years of solid development 

production know-how and industry-best technology. Recently, GTM’s technology solution has developed an innovative 
stock-fitting machine branded the “Gel Press Machine”. It is environmentally-friendly yet boasts a superior performance 
to other press machines currently out in the marketplace, providing significant benefits in improved functions and overall 

cost reduction. We are firmly committed in continuing our R&D investment to develop high-efficiency equipments based 

on the latest technology and process. additionallym we will focus on expanding creative production line-ups macimizing 

process simplification and efficiency through constant technology innovation. Our Company’s mission is to produce the 
world’s best shoe manufacturing equipments while satisfying every needs of our customers.

● EXHIBIT 전시품목 ● ●

이 기계는 젤 압착기로써 “용기속에 있는 
유체에 힘을 가하면 모든 면에 동일한 힘이 
작용한다.” 는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하여 젤
(GEL)을 용기에 채워 넣고 외부의 힘을 가하
여 임의의 형상을 가진 압착면에 균일한 압
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된 압착 기계이다.

This machine named the “Gel Press 
Machine” for stock-fitting has been developed 
by adopting Pascal’s principal “A change in 
the pressure of an enclosed incompressible 
fluid is conveyed undiminished to every part 
of the fluid and to the surfaces of its 
container”. Once we deliver outside power on 
the container filled up with Gel, stable 
pressure should be delivered on all area of 
the surface having any shape. 

이 기계는 무재봉 압착기로써 14ton의 가

압력과 정밀 온도제어 시스템으로 균일한 

열 압착을 하여 안정된 접착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작된 기계이다.

This machine, No Sew and Fuse 

pressure machine, was developed to 

perform stable bonding by delivering 

homogenous heat on the whole 

area. It delivers 14 tons pressure power 

and has PID precision temperatur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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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ING ADDIS SHOE FACTORY PL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EUNG YAT CHEONG Homepage

Address / 주  소 A.A. ETHIOPIA - AKAKI KACITY SUB/CITY - K12/13 H.NO 1666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newwingaddis@gmai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LADIES SHOE AND FINISHES LEATHER

● EXHIBIT 전시품목 ● ●

SILICON SHOE 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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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U TANNERY P.L.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TATEK YIRGA Homepage http://www.batutannery.com

Address / 주  소 AKAKI KALITY, K12/13 ADDIS ABABA ETHIOPI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TATEK YIRGA 011-442-1456 011-442-1454 batutannery@gmai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Batu Tannery is a privately owned company engaged in the tanning of sheepskin, goatskin and cowhides. The tannery is producing 
finished hides skin products for footwear uppers, gloves, purses, luggage, garments, belt and other us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The tannery used to export semi-finished products such as wet blue, and crust level leathers for different countries. To 
discourage export of low value pickled, wet blue & crust leather, the government levied 150% export tax. Hence, Batu tannery will be the 
finishing house for such level producing tanneries. Batu tannery is now owned by Ato Tatek Yirga and Ato Ephrem Yirga. It is established 
in 1992 E.C. now with a fully paid up capital of Birr 83,556,000.00. The entrepreneur the late Ato Yirga Haile established the tannery with 
the objective of capitalizing the market potential of the leather Industry in Ethiopia. The late Ato Yirga Haile started business about fifty 
years back. He is father of six sons and two daughters. All of them are business person who have established their own business. They 
are engaged in manufacturing, real estate development, mining, construction and agriculture sector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ey are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foam, shoes, food processing, household and office furniture manufacturing, and pai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y are engaged in horticulture and dairy farm.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sector, they have built several commercial and 
residential apartments; market malls and office uses. In the mining sector, they are engaged in cement production and marble quarry and 
processing. These all business ventures were initially established by Ato Yirga Haile. He nourished them with his accumulated business 
knowledge, and let them for his decedents when the companies become reliable. 

Ato Tatek Yirga
A son of the late Yirga Haile is the General Manager of the company. He is educated with a Maste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specialized in International Trade from a well known University in USA. He is a young educated business leader being 
nourished with his father’s reach practical business experience. 

Ato Ephrem Yirga
The other son of the late Yiga Haile is the D/General Manager of the company. It is well understood that Ethiopia is endowed with 

huge number of livestock. The country is first in Africa and 9thintheworldinthenumberoflivestock. As per the latest statistical censes 
estimate, Ethiopia has 34.5 million of cattle, 20 million of sheep, and 16 million of goat. This resource is a great potential for the country 
if it is utilized with the ever increasing demand for pure leather products by consumers. With the advent of technology and human 
preference for natural products articles made of pure leather are getting expensive in the world and domestic market.  Footwear made 
of leather for sporting, for in/out door wear is highly demanded. Garments made of pure leather are prestigious and hence are expensive. 
Gloves, purse, luggage, belts and other articles made of leather are expensive.

Background of Batu tannery
Batu Tannery is a privately owned company engaged in the tanning of sheepskin, goatskin and cowhides. The tannery is producing 

finished hides skin products for footwear uppers, gloves, purses, luggage, garments, belt and other us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Batu Tannery has a capacity of processing 4000 sheep skins, 1000 goat skin & 700 cowhides per day. The tannery is 
processing hides and skin in a chain of processing machineries in the same compound. The tannery machineries are latest technologies 
available on market, which can do skin splitting, plastering, and mending of damaged hides and skin. The product especially for the 
production of gloves which needs a higher level of quality is produced in the tannery. The product is highly demanded by the big 
European & Asians buyers.

Site and Location 
Batu Tannery is located in Akaki Kality Sub city near to the ring road from Ayer Tena to Debrezait road some 500 Meter away from 

Debrezeit road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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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ur Abbay Shoe s.c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Ato Abebe Teklu Homepage

Address / 주  소 Addis ababa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tikurabbay@ethionet.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Men, ladies and children and military shoes

Ethiopia’s biggest Shoe Company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military and civilian leather footwear all made 
from genuine leather utilizing vulcanization and cementing processes. In addition to this the company is also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multi purpose glue both for its own consumption and for the market. Currentlyit’s 
annual production is 840,000 pairs of shoes and 40,000 kgs glue. The number of permanent employees stands at 

569 out of which 308 are men and the remaining are women, and its annual turnover is 4,568,605 US$.

● EXHIBIT 전시품목 ● ●

Children's shoes : Smooth leather nubuck (1.5-1.7mm) - bottom construction. Texon board (1.5mm) - stuckon. 

Toe puff (1.5mm) - cementing

Men's shoes : Smooth leather, nubuck (1-5; 1-7mm) - soak lining - sheep lining. texon board (1.5mm). Toepuff 

(1.5mm). Counter (celluloid) 1.5mm

Sandals : Embossed leather (18.2mm) - premoulded counter (2mm). Texon Board (2.5mm) - volcanization for 8 min. 

Toe puff (2mm) - sock lining - split crust

Sport : Embossed leather (18.2mm) - premoulded counter (2mm). Texon Board (2.5mm) - volcanization for 8 min. 

Toe puff (2mm) - sock lining - split crust

Women's shoes : Smooth leather (1.4-1.6mm), Soak lining sheep lining. texon board (1.5mm). Toepuff (1.5mm). 

Counter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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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젼테크 VisionTech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Park Chanhong / 박 찬 홍 Homepage http://www.3dsystems.co.kr

Address / 주  소
B-1404, Hangang Xi-Tower, 52-7 Gayang-dong, Gangseo-gu, Seoul, Korea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52-7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1404호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VisionTech / 비젼테크
Park Chanhong / 박찬홍
Lee Dajeong / 이다정

02-786-4929
02-786-5922
02-786-3929

02-761-4925
vision786@3dsystems.co.kr
vision.park@3dsystems.co.kr
vision786@3dsystems.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주)비젼테크는 포터블 3차원 측정 장비 및 3D 스캐너, 3D 솔루션 전문 업체로써, 해외로부터 관련 장비를 수

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인체 측정 및 사이즈를 단시간에 정확하게 스캔하는 신체 3D 스캐너인 

‘SYMCAD’와 사람의 양 발을 동시에 스캔하여 정확한 사이즈를 출력하는 ‘VANDRA’ 등 다양한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비젼테크는 다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뛰어난 장비와 우수한 시스템을 제공하며 

3차원 측정 및 모델링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VisionTech is 3 dimensional measuring and modeling professional company which is importing and 

distributing a several kinds of 3D measuring equipment and 3D Scanner in Korea. Especially, Symcad full 

body 3dscanner for the automated body demension measurement and Vandra foot 3dscanner for the foot 

dimension measuring scanner is well designed for the specific purpose. With professionally accumulated 

technology, Visiontech have been suppling excellent equipments and has been recognized in the field.

● EXHIBIT 전시품목 ● ●

3차원 풋 스캐너 : 반드라

반드라는 측정 대상자가 장비에 양 발을 올려둔 후, 무선통신에 의한 한

번의 클릭으로 2초 이내에 양발을 동시에 스캔하여 사이즈 측정, 및 3D 모델

링을 완성하는 발전용 스캐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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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진인터내셔날 Wonjin International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Park Nobum / 박 노 범 Homepage http://www.wonjinco.com

Address / 주  소
6th Floor, Woochang Building, #152-2, Gamjeon 1-dong,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133 우리은행 6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ark Jinho / 박진호
Choi Huicheol / 최희철

051-325-6165 051-325-6166
jamespark1@wonjinco.com
davidchoi@wonjinco.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대한민국 신발원부자재업체들의 취약한 해외영업 및 수출활동을 돕고자 1993년 창립한 이래, 2015년 현재 Nike, adidas 등 글로벌 브

랜드 신발완재공장을 주 거래선으로 하여, 신발원자재인 메쉬류 원단, 인조피혁, 천연가죽, 케미칼, 기타 콤포넌트 제품일체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지에 연평균 40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내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We supply eco-friendly materials including textiles, leathers, synthetics and components products to footwear brand factories 

such as Nike, adidas, Lacoste, Mizuno, etc as we introduce the latest innovative materials to the world. If you are interested in 

any type of Korean footwear materials and related products, please kindly visit our website : www.wonjinco.com and contact with 

us, wonjinco@wonjinco.com or kevinkim2@wonjinco.com. Thank you!

● EXHIBIT 전시품목 ● ●

요즈음 글로벌 스포츠브랜드에서 메인 갑피자재는 “멜란지 효과”-여러 가지 칼라가 혼합되어 자연스런 

느낌의 염색방법으로 여러 칼라가 혼합된 특수원사를 사용하여 제직하고 염색가공하는 제품임.

The sandwich mesh is kintted with polyester and CDP yarn in order to make "Melange effect" 

which has natural two-tone color effect based on irregular dyeing pattern and this kind of mesh 

style is highly evaluated with key of upper using materials for running shoe.

원단표면 느낌이 3D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특수 제작된 제품임.

The sandwich mesh is specially knitted for making 3 dimentional effect with 2 tone color and 

it's also knitted with polyester(lighter color) and CDP(darker color) 

The Knitting Jaquard 방식 제품으로, 의류용으로 사용 돼 왔던 제직기술을 신발용으로 응용하여 개발

된 제품임.

The mesh is a really hot item which global brands such as Nike, adidas, New Balance want to 

use for their coming new seasons and it's produced by knitting jaquard machines which have 

being supplied for apparel mainly. In order to make this kind of mesh, it's surely required with 
high-trainning time and long-term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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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테크 WONJIN TECH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Song Seungbeom / 송 승 범 Homepage http://www.wonjinco.com

Address / 주  소
113, Saebyeok-ro,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113 (감전동)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Kim Jonggu / 김종구
Jeon Seongwon / 전성원

051-314-6165 051-328-6166
jgkim@wonjinco.com

brianjeon@wonjinco.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3D Puff Screen (입체발포나염)이라는 특허기술 개발을 함께, 설립 9연차의 제조업체로서, 현재 Nike, adidas, Reebok 등 글로벌 

브랜드의 등록업체로서 매시즌 1-2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는 기술기반 중소제조업체입니다.

Wonjin Tech is a manufacturer company specilizing in printing technology called “3D Puff Screen” for 
footwear field. 

We carry a large variety of textures, patterns, effects with 3D effects.

● EXHIBIT 전시품목 ● ●

무광 블랙 인조피혁표면에 사각점의 패턴을 중심으로 유광과 무광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신발브랜드 아디다스의 심벌로고상에 고주파 TPU몰딩방식과 함께 Multiple color 

effects가 표현되도록 한 제품.

The product is made on PU(Poly Urethane) film coated synthetic leather and 

microfiber type backer. The printing pattern is basically square dots with matt and 

shiny effect and in case of quarter part which is usually sued for branded logo, it'd 

done with TPU H/F molding and it has smooth touch feeling like “suede effect” and 
multiple color effects to identify the branded logo.

“Ultra-Sonic process”란 신공정기법을 이용하여 Opened mesh texture를 통해 프린

팅 된 패턴을 볼 수 있는 제품으로, 보는 방향에 따라 패턴모양이 변화하는 특징을 가짐.

The unique material is specially developed by a newly innovative process called 

as “Ultra-Sonic process” and it has 3 layers construction : bottom layer-flat 

sandwich, middle layer-3D Puff print, top layer-opened type mesh. 

From this new process, the printed pattern could be differently shown by a 

different human eye's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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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인력양성 신발정보화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Byungchoo / 김 병 추 Homepage http://www.shoenet.org

Address / 주  소
14-55, 382-ro, Noksan industrial complex, K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Jo Seunggi / 조승기 051-979-1889 051-979-1885 sk.jo@shoenet.org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확대와 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표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아래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와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기업의 신규인력 및 재직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촉진합니다. 

● EXHIBIT 전시품목 ● ●

• 신발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 인프라 운영 

 - 교육훈련 인프라(인력/장비/설비/프로그램 개발) 구축을 통한 이론 및 실습 병행 

 -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수급 

• 신발기업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 훈련 내용, 강사 등 모든 교육훈련은 협약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개설 

 - 협약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향상훈련 운영 

 - 협약기업 예비취업자를 위한 양성훈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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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거래중개장터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Byungchoo / 김 병 추 Homepage http://www.shoenet.org

Address / 주  소
14-55, 382-ro, Noksan industrial complex, K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Daewoong / 김대웅 051-979-1803 051-979-1729 dwkim@shoenet.org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 신발기업이 보유한 유 · 무형 자산에 대한 직거래 중개를 통한 신발기업 간 거래 및 교류 활성화

 - 유형 유휴자산(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등) 거래를 통한 신발기업 손실감소 및 산업현장 활성화

 -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신발기업과 브랜드기업간의 기술거래 중개지원을 통한 신발산업 신기술 발굴 및 신기술 

상품화 추진

 - Trade activation between shoe companies through direct mediation of their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 Loss reduction and the activation of industrial sites through tangible and idle assets(machine equipments, 

factories and raw materials, etc.)

● EXHIBIT 전시품목 ● ●

  • 목적 : 신발산업 관련 유 무형 자산에 대한 직거래 중개지원

  • 운영방법 : 기술평가전문가를 통한 매각자와 매입자 간의 거래 지원

  • 신발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오프라인 년 3회 개최

  • 신발산업 자산거래 직거래 중개장터 웹사이트 운영(온라인, 상시운영) 

    www.shoebizmall.org

  • 유형자산 거래 품목 : 원부자재, 기계설비, 제조공장 등

  • 무형자산 거래 품목 :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신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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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발산업협회 Korean Footwear Industries Associatio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Moon Changseop / 문 창 섭 Homepage http://www.footwear.or.kr

Address / 주  소
#314 Footwear Center 55, Noksansandan 382-ro 14beon-gil, G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신발산업진흥센터 314호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Noh Chanyong / 노찬용 051-317-5201 051-317-5202 kfia@footwear.or.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한국신발산업협회는 정부의 산업발전법 제38조에 의해 신발인의 화합과 산업진흥을 주도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업주 단체로서, 1971년 한국신발수출사업조합으로 출발하여 1991년 한국신발산업협회로 재 창립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신발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대책수립 및 대정부 건의와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HIBIT 전시품목 ● ●

<행사초청안내>

  범한국신발인대회는 매년 부산국제신발전시회(2016.11.3~5)기간중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국내외 신발인이 1년에 한번 한자리에 모두 모여 비즈니스교류 및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신발인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시 : 2016. 11. 3.(목) 18:00~20:00

• 장 소 : 부산웨스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인 원 : 200명내(국내외 신발인 대표, 신발관계인, 해외초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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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정보대학교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Technology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hu Manseok / 추 만 석 Homepage http://www.kit.ac.kr

Address / 주  소
45, Jurye-ro,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4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Eunjin / 김은진 051-320-1575 051-320-1450 shoe1575@hanmail.net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경남정보대학교는 최적의 직업 교육을 선도해 명품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입니다. 

 취업이 곧 경쟁력이라는 취지하에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진로지도 및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걸맞게 부산 최고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100%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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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다울 J.DAUL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Jung Sungok / 정 성 옥 Homepage http://www.jdaul.com

Address / 주  소
310-2, Daejeojungang-ro, G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310-2(대저1동)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ong Bora / 송보라 070-4366-4591 070-8282-8440 sbr-91@jdau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J.DAUL은 “다함께 공존하며, 기업의 이윤을 다시 모두에게 환원”한다는 이념아래 탄생한 국내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예술가 
J.martino와 함께 Collaboration 하여 브랜드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JDAUL과 함께 Collaboration 하게 된 프랑스 출신의 예술가 J.martino
는 디자인 협약을 통해 JDAUL제품에 예술과 감성을 더했으며, J.martino는 J.DAUL 스니커즈에서 영감을 얻어 신발디자인에는 직접적으로 참
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품을 신발 곳곳에 녹여냈습니다.
J.DAUL is a Korea based local brand that is created with the idea, “To lead our life together, profits of the company need to be 

given back to our community.” Thanks to the collaboration work of young French artist J.martino, every series of J.DAUL’s sneakers 
shows his sense of art and the mood of France.

● EXHIBIT 전시품목 ● ●

스퍼브(SUPERB)

워싱처리된 캠브리지 소재를 사용한 심플한 스니커즈에 스프리트 가죽을 앞코와 베라로고를 포인트로 사용한 고급 스니
커즈이다. Outsole 은 천연고무를 사용하여 마모저항성이 좋고, 탁월한 유연성으로 착화감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티 나지 
않는 키높이(3cm)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였다. 또한, upper와 outsole의 접착 후 또 한 번의 stitching으로 견고함을 더
하였으며, 프랑스의 젊은 거리 아티스트 j.martino와 collaboration하여 그의 예술과 감성을 인솔에 표현하였다. 컬러는 기존
의 12가지 컬러에서 젊은 세대들의 개성을 표현한 크레용팩 18가지 색상을 더해 총 30가지 컬러를 출시하였다.

SUPERB is a high quality of sneakers made in washed cambridge with a simple point of split leather of toe cap and 
tongue weave label. A natural rubber of outsole not only shows advanced performance in abrasion resistance providing 
customers comfortable wearing sensation with its flexible texture, but also makes customers look taller with its 3cm 
height. Moreover, additional stitching on outsole makes sneakers more firm and durable. On insole, art work of young 
French street artist J.martino shows his sense of art and the mood of France. SUPERB line consists of 30colors; 12 colors 
of Original series and 18 colors of crayon pack.

지젤(GISELLE)

캠브리지 소재를 사용한 고급스러운 스니커즈. 심플한 디자인과 컬러가 어떤 스타일에도 매치 가능한 제품이다. 
천연고무 OUTSOLE은 마모저항성이 좋고, 탁월한 유연성으로 편안함을 제공한다. GISELLE은 OUTSOLE과 

UPPER의 접착 후 또 한번의 STITCHING으로 견고함을 더한 제품이다.

GISELLE is a high quality of basic sneakers in Cambridge fabric. It is well goes with any style with its 

simple design and color. A natural rubber of outsole shows advanced performance in abrasion resistance, 

providing customers comfortable wearing sensation with its flexible texture. Moreover, additional stitching on 

outsole makes sneakers more firm and durable.

스퍼브 벨크로
(SUPERB VELCRO)

가죽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스니커즈. 벨크로의 특성상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며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천연고무 OUTSOLE은 마모저항성이 좋고, 탁월한 유연성으로 편안함을 제공한다. SUPERB는 
OUTSOLE과 UPPER의 접착 후 또 한번의 STITCHING으로 견고함을 더한 제품이다.

SUPERB VELCRO is a high quality of basic sneakers in synthetic leather. It is easily wearable with Velcro 
taped belt. A natural rubber of outsole shows advanced performance in abrasion resistance, providing 
customers comfortable wearing sensation with its flexible texture. Moreover, additional stitching on outsole 
makes sneakers more firm and d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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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락솔리드풋웨어 Rocksolid Footwear Co.,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ee Sangwoo / 이 상 우 Homepage http://www.atop-team.com

Address / 주  소
6F, Art-Building 27, Jeonpo-daero, Nam-gu, Busan, Korea
부산시 남구 전포대로27, 6층(문현동 아트빌딩)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Lee Sangwoo / 이상우
Shin Woncheol / 신원철

051-633-2015 051-633-2106
swlee@rocksolid.co.kr
wcchin@rocksolid.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본사는 사이클화에 특화된 신발 에이젠트로서 Nike, Bontrager(TREK)등 사이클화를 취급하였으며 현재 Cube 

사이클화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atop의 디스트리뷰터로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top의 취급품목은 

Reel knob lacing system과 Buckle system이 있습니다.

Our Company is the Footwear Agent which is handling cycling shoes and “atop” company’s distributor. 
the company’s products are “Reel Knob Lacing System” and “Buckle System”.

● EXHIBIT 전시품목 ● ●

릴 놉 레이싱 시스템 Reel Knob Lacing System

1) 쉽게 풀 수 있습니다. Quick release

2) 한손으로 조정이 용이합니다. One-hand adjustment operation

3) 여러 카테고리에 폭 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Wide application

버클 시스템 Buckle System

1) 쉽게 풀 수 있습니다. Quick release

2) 한손으로 조정이 용이합니다. One-hand adjustment operation

3) 여러 카테고리에 폭 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Wid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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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슈즈 Buff shoes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Jeyeon / 김 재 언 Homepage http://www.getbuff.net

Address / 주  소
80-59, Golden root-ro, Juchon-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605호(테크노타운)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Kim Jeyeon / 김재언
Kim Huiseok / 김희석

010-2054-7405 
010-8287-6898

buffshoes1@gmai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1. 체중별 충격흡수 복원력 맞춤 신발인솔 연구개발/ 2010년~2013년
Development of body weight per shock-absorbing resilient custom shoe insole (2010-2013)

2.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발명특허등록 획득 (특허명 : 무릎관절 보호용 인솔 / 2014년)

Obtain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tent registration (Patent name: Knee protective insole / 2014)

3. 한국신발피혁연구원으로부터 겟밥인솔과 eva인솔 간의 비교 복원력, 충격흡수력 테스트 시험성적서 발급

Comparison of resilience, shock absorption test reports issued between eva insole and getbap insole by the Korea Institute of    

Footwear & Leather

4.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마케팅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The marketing support to selected projects that support the companies condu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EXHIBIT 전시품목 ● ●

코끼리 같이 덩치가 큰 사람은 걸을 때마다 무릎과 발에 자기체중의 약 1.5배 정도의 하

중충격을 받는다. 때문에 정상체중인 보다 발목 및 무릎연골이 빨리 닳게 되는 질병에 노출

된다. 밥슈즈(buff shoes/ www.getbuff.net ) 사에서는 충격흡수력과 복원능력이 가장 보편

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va인솔보다 약4~5배 이상 우수하여 체중이 무거운 사람들의 

보행 시 발과 무릎에 증가되는 충격을 대부분 흡수하고 오래 신어도 복원성능이 뛰어난 “코
끼리도 춤추게 하는 신발인솔”  일명 “코끼리 댄싱인솔” 을 연구개발 하여 특허를 획득하고 

국내외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다.[제품 상담 수출문의 : 밥슈즈 메일 / 김희석 마케팅팀장 

010-8287-6898]

Elephants are big, such a person receives about 1.5 times the force of his impact on the knees and feet every step 

weight. Because the disease is exposed ankle and knee cartilage wear out faster than a normal weight. When Buff shoes 

company (www.getbuff.net) in the four shock absorption and resiliency are most commonly used to walking a lot of heavy 

weight and excellent people more than about 4-5 times higher than eva led to an increase in foot and knee most absorb 

shocks and long wear with excellent restore performance to research and develop "elephant shoe insole to dance" called 

"elephants dancing insole" patented and has started overseas marketing [product, consult exporters, contact :  /  Bob shoes 

company mail : buffshoes1 @ gmail.com / Kim Heesuk Marketing Manager 82-10-8287-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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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덤퍼 DUMPER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ee Jangmyeong / 이 장 명 Homepage http://www.dumper.co.kr

Address / 주  소
1606/1607 78, Centum jungang-ro, Haeundae-gu, Busan, Korea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1606호 1607호 (우동, 센텀그린타워)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Lee Seungcheol / 이승철 
Lee Juyong / 이주용
Jeong Hojun / 정호준

051-714-5015 051-714-5016
cheol9517@dumper.co.kr
zero0715@dumper.co.kr

dumperjoon@dumper.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DUMPER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 발돋움 하고 있으며, 패션스포츠 풋웨어의 

트랜드 메이커로서 소비자들에게 스타일리쉬한 스포츠 패션문화를 선도하며 최상의 컨디션과 라이프 패션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UMPER is preparing the market of overseas and producing the stylish product, newsportsfashion, 

andfreshlifestyle.

● EXHIBIT 전시품목 ● ●

패션화과 스포츠화를 동시추구가 목적으로, 천연소가죽과 고탄력 스판의 만남, 미니멀하면

서 고급스러운 모델 

We proudly introducing the sexiest sneakers on the market. We are creating the 

highest standard on the market with the materials itself. Genuine calf all over the shoes 

and smooth pigskin on the inside for your comfort.

에어듀 솔의 변형으로 아치 시스템을 채택한 자체 모델 

We proudly introducing the sexiest sneakers on the market. We are creating the 

highest standard on the market with the materials itself. 

오리지널 송아지, 안감은 부드러운 돈피 가죽을 사용하여 착용감이 굿패션 피플들의 스니커

즈 트렌디 슈즈

Genuine calf all over the shoes and smooth pigskin on the inside for your comfort. 

Our philosophy is minimalism as well as maintaining the unique and highest standard. 

Its finest elasticity and endurance collaborated with all natural calfskin surely satisfy 

your variety of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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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창에코 Young Chang ECO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Seungsun / 김 성 순 Homepage http://www.ycsole.com

Address / 주  소
75, Nakdong-daero 1330beon-gil,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330번길 7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Office / 사무실
Cho Wonil / 조원일

051-301-7791~3
070-7835-0653

051-301-7795 ycsole@ycsole.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대한민국 Insole 제작의 선두주자인 저희 (주)영창에코는 부산광역시 사상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첨단기능의 위치 확인 및 치매방지용, 
발열, 진동(혈류개선), 열 성형, Air Foam, Air Flow, Arch Support, 발 교정, 3 step arch support system insole등 끊임없이 새로운 기능과 친환경 
소재 개발. 인체공학적 설계 등을 적용하여 최신의 Insole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동종 업계 최초로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oungChang Eco, the Korea’s leading insole manufacturer, is located in Sasang industrial complex in Busan, Korea. It has 
continuously developed new functional and eco-friendly materials such as cutting-edge location checking and senile dementia 
prevention, heat generation, vibration (blood flow improvement), thermoform, air form, air flow, arch support, foot adjustment and 3 step 
arch support system insole. Moreover, along with the applied ergonomic design, it is producing the newest insole and is the first 
company in the industry to run a specialized research center. 

● EXHIBIT 전시품목 ● ●

엑스솔 컴포트(통증완화 및 피로저감 기능성 신발

 “엑스솔 컴포트”는 30년 솔 제조 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성 신발로써, 세계 특허 듀얼에어백 안창

(Air Flow Insole)과 이중탄성 중창(Dual Density Midsole)을 적용하여 충격흡수 및 피로저감 효과를 

극대화하여 착용자의 부상을 방지하고 자연스러운 보행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타입의 컴포트

화입니다.

엑스솔 에어플로우 인솔(X-SOLE Air Flow Insole)

에어이동(Air Flow)을 통한 충격흡수 및 발아치를 지지하도록 인체 공학적 설계(System EVA), 복원력과 

쿠션닝이 뛰어난 충격 흡수소재(Poron), 자연스런 보행동작을 통한 공기순환으로 능동적 아치지지(2Way TPU 

Air Bag), Insole을 지지하고 뒤틀림 방지 설계(Shank)로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상적인 보행자세로 착지 

pattern이 달라지고 힐이 높아지면 몸이 앞으로 기울게 되여 척추측만증 예방 및 아치 강화운동(Arch 

Activation)으로 발아치가 납작해지는  현상을 방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대가 늘어나 발이 약해지면 발과 

아치부분이 과도하게 납작해지면서 골반,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어깨 및 목 디스크 등의 질환을 사전 예방함.

엑스솔 골프 인솔(X-SOLE Golf Insole)

개인 맞춤형, 프리미엄 아치 서포트, 인체공학적 디자인 및 최적화된 구조로 최적의 착용감 및 충

격을 흡수, 관절을 보호하고 편안한 보행을 도울 수 있는 소재 적용, 신체의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균형과 안정감증진. 특히 근골격계 및 발 관련 이상 증상이 있는 분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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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프코리아(치스윅) MIFEKOREA(CHISWICK)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Han Eunhui / 한 은 희 Homepage http://www.chiswick.co.kr

Address / 주  소
364-7, Samnak-dong,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64-7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Seongjun / 김성준 010-4167-3090 mifekorea@chiswick.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치스윅은 수많은 문화에서 파생되는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일상에 쉽게 매치되면서도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는 제품들을 창작해내는 MIFE의 메인브랜드이다. 탄탄한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발과 빈티지 문화를 현재 트렌드

에 맞게 복각, 재해석하고 다양한 요소들과 믹스매치하여 치스윅만의 감성을 유니크하게 표현했다.

 CHISWICK is characteristic goods of easily matching item in routine life through numerous interchange and 

communication to fulfill diverse cultural needs. Unique expression of Chiswick’s spirit based on high manufacturing 
technology by restoration of various shoes and vintage culture and reinterpretation with the latest fashion trends.

● EXHIBIT 전시품목 ● ●

<케직 RC>

  어떤 옷에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daily sneakers를 컨셉으로 기획된 치스윅의 대표 신발입니다. 신발의 기
본을 구성하는 패턴 외에는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여 미니멀 한 느낌을 구현하였고, 천연 소가죽 소재를 

사용하여 편안한 피팅감과 고급스러운 질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사계절 모두 착화하기 적합한 베이직한 스니커

즈이며, 기존에 출시된 케직에서 컵솔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KESWICK RC is president of CHISWICK. 'Daily Sneakers' concept of the project is that you can 

comfortable wear any clothes. In addition to the pattern of the shoes, as much as possible 

exclude other factors is can be expressed in a minimalist feel. Be used the natural leather is 
expressed comfortable and luxurious texture. During the four seasons can be worn daily 

sneakers, next version of the previously released shoes 'KESWICK'.

<크로머>

  기존의 치스윅을 전개하며 얻어낸 기발한 아이디어나 스토리, 소재 등을 디렉터가 뒷문으로 빼돌려 재탄생 

시킨다는 의미를 담아 치스윅에서 새로이 선보이는 '치스윅 백도어 라인'의 대표적인 신발입니다. 치스윅만의 

MIXMATCH 감성을 적용한 와일드한 아웃솔에 천연소가죽과 캔버스 원단을 사용하여 빈티지함을 강조하였으며, 

모카미싱 공법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한 모델입니다.

  CROMER is president in the CHISWICK's backdoor line. Backdoor line is CHISWICK's new line of 

directors ard made by brilliant idea, stories, materials reborn. The value of the CHISWICK's identity 

represented a lot. A wild outsole was applied using a mix and match of the CHISWICK's product 

motive. Be using the nature leather, converse is expressed vintage. And mocha sewing process 

is expressed lux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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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신발 SONSHINBAL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Yoo Daeho / 유 대 호 Homepage http://sonshinbal-shop.com/

Address / 주  소
2, Yeonhui-ro 2an-gil, Seodaemun-gu, Seoul, Korea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안길 2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Office / 손신발
Jeon Jihun / 전지훈

02-354-7406
010-4815-6070

ydh9316@gmail.com
2jm87@n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남성 수제화 업체로 자체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 이익으로 3D 산업에 투자와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주려 한다. 

We are an male handcraft shoe enterprise, running our own factory and we invest the revenue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3D industry to display various contents.

● EXHIBIT 전시품목 ● ●

남성 수제화 업계 최초 3D커스터마이징 시스템으로 자기만의 개성 있는 신발을 

주문 제작할 수 있다.

We are able to produce the shoes emphasizing the individuals identity by 

using 3D customizing system which is the very first attempts among the male 

handcraft shoes market.

‘제1회 손신발 디자인공모전’을 통하여 당선된 남화 디자인으로 상품화 예정에 

있다.

We are about to produce the shoes with specific design that has won ‘the 
1st handcraft shoe design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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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콥스 이노베이션 JCORPS INNOVATIO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Jung Youngrok / 정 영 록 Homepage http://www.jcorps.co.kr
http://www.solelab.co.kr

Address / 주  소
54, Hakgam-daero 147beon-gil, Sasang-gu, Busan, Korea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147번길 54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Jung Youngrok / 정영록
Lim Seunggyu / 임승규
Choi Seongjae / 최성재

051-819-3097 051-819-1274 is3097@n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소울랩(solelab)은 (주)제이콥스 이노베이션 에서 패션을 선보이는 남성수제화 브랜드로서 유니크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정교한 
디테일을 추구하는 남성 디자이너 전문 브랜드이며 브랜드명 소울랩은(sole+lab)신발, 솔 과 연구소의 합성어로써 고객과 전문적인 
디자이너 제품생산 기술의 협력 및 집단화를 뜻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슈즈를 개발하여 패션을 창조하는 (주)태
일인터내셔날이 될 것입니다.

The men footwear brand featuring a fashion company is JCORPS INNOVATION. pursue a variety of styles and good 
quality with the unique men designer brand. for professional design product brand SOLELAB is through our outstanding 
industrial skills and principle managing experiences we could make a changes in market and by inventing a product which 
will lead every parts of community and improve the technology elevation to one more step forward and the company that 
created the various styles of fashion shoes will be developed.

● EXHIBIT 전시품목 ● ●

지난해부터 시작된 운동화 트랜드로 인해 스니커즈 스타일의 패셔너블한 운동화디자인으로 팝아트를 연상케하
는 갑피 디자인과 비비드한 컬러감과 함께 편안함과 안락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웃솔의 결합으로 활동감 있

는 제품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아이템.

Coordination : 베이직스타일, 스포티룩, 캐주얼룩 어디든 잘 어울리는 제품

*Sneakers, Running shoes, Active, Unique, Stylish, Fashionable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디자인 제품으로서 베이직한 스타일의 갑피에 실용적이면서 소프트한 아
웃솔을 적용 클레식한 컬러의 포인트까지 겸비한 믹스매치제품. 고급스러운 드레스 스타일과 활동적인 디자인의 

아웃솔을 적용한 이제품은 위트 있으면서 세련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must have item.

Coordination : 수트스타일, 포멀스타일, 캐주얼룩 어디든 잘 어울리는 제품

*Casual, Basic, Modern, Active, Mixmatch, Wit, Elegant, Tender

금년시즌 트렌드슈즈 아이템중 가장 돋보이는 아이템으로 끈이 없는 것이 특징인 슬립온 스타일 슈즈이다. 다양

한 소재와 컬러믹싱으로 스타일리쉬 하면서 편안한 착화감 까지 모두 겸비한 것이 특징. 활동성과 편안하면서 시

크한면까지 연출가능하며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이다.

Coordination : 캐주얼룩, 스포티룩, 세미수트에도 모두 어울리며 전체적인 코디에 포인트를 줌으로서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다.

*Active, Modern, Soft, Unique, Stylish, Fashi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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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올즈 SHOEALLS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EE Cheonggeun / 이 청 근 Homepage http://.www.salls.co.kr 

Address / 주  소
4, Seobu 19-gil,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9길 4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Won Yeonhui / 원연희
Kim Sehui / 김세희

041-569-8065 041-569-8064 yh.won@plamise.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기능성신발 전문업체

  - 특허 제10-0996559호 고탄력 충격 흡수기능을 갖는 관절보호 건강신발

  - 특허 제10-1445029호 충격 흡수형 구두 뒷굽

  - 특허출원중 10-2016-0088020 충격흡수 건강신발(무전력 진동단자 삽입)

  - 슬라이스 방지 특허(제10-20160077665호)기술로 운동화부터 골프화까지 기능성 건강신발을 전문 생산, 유통하는 회사

A company specialized in functional shoes 

  - Patent No. 0-0996559, joint health protection shoes with a shock absorbing function through high-elasticity

  - Patent No. 10-1445029, Heels that absorb shocks 

  - Patent pending with no.10-2016-0088020, shock absorbing shoes good for health (with power-free vibration terminal inserted)

  - We are a company that specialized producing functional shoes good for health, such as from sneakers to golf shoes by using  

        a slice prevention technology certified by patent no.10-20160077665

● EXHIBIT 전시품목 ● ●

<고탄력 충격 흡수기능을 갖는 관절보호 건강신발>

기능성 특허 신발 “슈올즈(해나)”는 고탄력 충격 흡수 기능과 인체공학적 설계를 가진 관절 보호 건

강 신발이다. 400만회 이상의 장력실험에도 탄성에 변함없는 24개의 스프링과 완충 패드를 내부에 위치

시켜 신발을 신는 순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하루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 허리, 다리, 

무릎, 관절, 발바닥 등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골프화>

① 슬라이스방지 특허(제10-20160077665호)도입 - 스텐스와 자세교정

② 100% 완전방수

③ 무전력 진동소자 (특허 제10-0941369호)삽입 - 혈액순환, 피로감소, 에너지상승

④ 기능성 인솔 삽입 - 자세교정

<충격 흡수형 구두 뒷굽 - 특허 제10-1445029호>

① 하이힐 뒷굽에 피스톤 스프링 삽입 - 충격흡수

② 허리보호

③ 부종감소

④ 체중감소

⑤ 장시간 서 있을 때 피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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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썬테크 Sun Tech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Doohyeon / 김 두 현 Homepage http://www.suntech.asia

Address / 주  소
1F, Wooje B/D, 7 Jaseonggongwon-ro, Dong-gu, Busan, Korea

부산시 동구 자성공원로 7 우제빌딩 1F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Yoon Soyeong / 윤소영
Yoo Byeonghui / 유병희
Seo Manjin / 서만진

051-632-9304
051-632-9305
051-632-9306

051-631-5986
sy.yoon@suntech.asia
bh.you@suntech.asia
mj.seo@suntech.asia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ISO 9001 및 14001 인증을 획득한 썬테크는 대한민국 산업용 재봉기 브랜드로서, 끊임없는 고객 지향적인 품질 관리를 바

탕으로 고객사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수기 및 재봉기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를 한국에 두어 썬테크 방식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시행하여 고객 Needs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별 해외 지사를 설립하여 고객 현장 지원 및 AS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Suntech, which acquired ISO 9001 and 14001 certification, constructs trust with many customers by managing 

customer oriented product quality as the South Korea industrial sewing machine brand. We are thoroughly executing 

quality control with Research Institute in Korea. We keep focusing on support to production spots and A/S management 

by founding many overseas branches for quickly counteracting customer’s Needs.
● EXHIBIT 전시품목 ● ●

ST-6040HS

  가장 대표적인 패턴 기종 ST-6040HS 기종으로, 입력한 패턴을 실행시키면 최대 가로 600mm 세로 400mm의 

재봉물을 설정된 패턴에 따라 자동 재봉되어지는 기종이다. 

동일한 작업 시간 하에 규격화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 기종으로 무수히 많은 글로벌 브랜드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며 효용 가치에 대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This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roduct models which is ST-6040HS. This product can 

automatically sew materials max width 600mm and max length 400mm as a pattern executed. It can make 

normalized productivity highly improved under equal time and circumstance. It proves its real worth by 

being used at many global shoe-manufacturer brands sites.  

  자수기 중 가장 대표적인 기종으로, 20개 헤드를 한꺼번에 작업˙실행 시킬 수 있는 기종이다. 패턴 기종과 같이, 

설정된 패턴에 따라 자동으로 최대 20장 작업물에 한꺼번에 자수를 할 수 있다. 자수기의 뇌 역할을 하는 국내산 

컨트롤러의 품질에 집중하여, 고속에 적합한 고성능 CPU를 탑재하였다. 그리하여 SF-920 기종은 정확도와 높은 
생산성을 보장한다. window CE 기반의 풀 터치 LCD OP Box (15”)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손쉽게 작동

할 수 있는 OP BOX를 제공한다. 

  This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embroidery machines and able to simultaneously work all of 20 
heads. It can automatically embroider maximum 20 materials as a pattern executed. We keep focusing on 

product quality of controller made in Korea which is in charge of brain. High-performance CPU for high speed 

is mounted on this machine. That's why we can confidently guarantee SF-920's high precision and 
productivity. Its OP Box, which is full touch LCD based on window CE, is also offered for user's convenience.SF-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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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핀온 SPION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Ha Youngho / 하 영 호 Homepage http://www.spinon.biz

Address / 주  소
TPLUX 204-102, 50, Yutongdanji 1-ro, G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 1로 50 TPLUX 204-102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Ha Youngho / 하영호

Oh Donguk / 오동욱
Gang Haesuk / 강해숙

051-914-3050

010-9207-4555
010-8534-3035

051-796-3050 sales@spinon.biz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Lacing system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스핀온은 설립 이래 지금까지 lacing system에 대한 축척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

으로 국내최대의 신발 부품 전문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부 

R&D 과제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신발부품의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오늘도 

철저한 품질과 연구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생산품 : Lacing system V2, V3

SpinOn Inc. is the special enterprise of lacing system, and we are endeavoring to become the largest 

professional firm of footwear parts in Korea based on high-level techniques. We had accomplished several projects 

from the government’s request while possessing diverse patents and this exertion made us to acquire the certificate 

of Venture Company. Our energy and enthusiasm for quality inspec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continue until 

SpinOn Inc. becomes a leading group among shoe manufacturing companies.

Primary products : Lacing System V2, V3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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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개발(주) JUNG YEON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Park Sungjun / 박 성 준 Homepage http://www.jung-yeon.co.kr

Address / 주  소
Jungyeon Bldg.#317-10, Seongsudong-2ga, Seongdong-gu, Seoul,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7-10 정연빌딩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ark Seongjin / 박성진
Ma Sangu / 마상우

02-498-0480
02-2285-3420

070-8677-4639
psj@jung-yeon.co.kr

stevemasw@n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1996년 정연무역을 창업하여 2004년에 정연개발주식회사로 전환한 당사는 합성피혁원단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창업이후 현재까지 오로지 합성피혁만을 전문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

며 이것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 또는 발굴하여 항상 새롭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함

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상 고객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고객만족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Jung yeon Co.,Ltd. established in 1996 sales a synthetic leathers to be use shoes, bags, furniturees, etc. We 

alway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products on the basis of wide experience and new technology. We will 

made the best efforts for customer's satisfaction and keep on products of advanced samples.

● EXHIBIT 전시품목 ● ●

합성피혁제품(신발, 가방, 의류, 인테리어, 앨범, 책표지, 잡화 등)

Synthetic Leathers(Shoes, Bags, Clothes, Interior, Album, Book-cover, Accessor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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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영산업 YOU YOUNG 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Jung Hotae / 정 호 태 Homepage

Address / 주  소
130 Shinsan-ro, Saha-gu, Busan, Korea
부산시 사하구 신산로 130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사무실 / Office 
Park Yeonggyu / 박영규

051-831-6511
010-3879-9402

051-831-6514 riopark09@gmai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아쿠아슈즈 1등 브랜드 밸롭입니다. 아쿠아슈즈의 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재품개발에 힘쓰며 꾸준히 시장에서 1등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기능으로 문어빨판 아웃솔의 특허보유중이며 자체 디자인과 꾸준히 상품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GTS GLOBAL INC. is the professional company of producing extra-light shoes. Our own brand, BALLOP, aiming at 

creative, advanced shoes and innovatory technology, is now launching to the world. Since launching 105g extra-light shoes 

from 2011, GTS GLOBAL INC. has been doing OEM business with over 20 countries, and has been selling BALLOP products 

to more than 13 countries. GTS GLOBAL INC. promises to continue producing better and more advanced shoes to 

customers. Hope our customers will be continuously interested in our products and pay attention to our company a lot. 

Thanks very much.

● EXHIBIT 전시품목 ● ●

High denier 1,200D 원사를 가지고 3color 

선염하여 Circular Jacquard knit 7G 제직된 

제품. 의류와 같은 두꺼운 니트 타입 원단으로 

가방 소재로 적합. (Circular Jacquard knit 

7G, Knitted by High denier 1,200D. it look 

like apparel, knit type and apply for garment)

600D 원사와 spandex 조합으로 고해상 
그래픽 패턴의 원단. 원단 표면에는 spandex 
신축 이용해서 3D 효과 가능. Customized 패
턴 제작 가능. 신발, 가구(쇼파 원단) 적용 가능 
(600D denier with spandex. High resolution 
and 3D effect. Customized pattern. it can 

be applied for footwear, furniture)

곧 나이키 생산 출시 예정인 Free distance 

2 모델. Circular Jacquard knit 16게이지로 

제직한 제품. 3color 선염사 사용하여 복잡한 

그래픽 패턴 연출. (The model will release 

next year. 3color pre-dyed yarn and high 

resolution graphic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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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이치제이 HJ Corp.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Yoon Sewon / 윤 세 원 Homepage http://www.hjlite.com/hj_kr/index.html

Address / 주  소
928-1, Gumuncheon-ri, Hyangnam-eup Hwasung-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8-1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Yoon Sewon / 윤세원
Lee Jeongpyo / 이정표
Bin Ilhwan / 빈일환

031-353-3030 031-353-0016
ysw@hjlite.com
ljp@hjlite.com
bih@hjlite.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저희 (주)에이치제이 1996년 설립 이래 안전, 패션용품 등에 사용되는 재귀반사시트(Retro-Reflective Materials) 제품 한 길을 걸

어온 (주)에이치제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꾸준한 품질경영을 통해 국내최초 재귀반사시트 EN 471 인증 획득, 유망중소기업 선정, 

ISO9001 인증, 벤처기업지정, 한국섬유대상 수상 등 동종업계 선두주자로서 최고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HJ Corp. has been manufacturing retro-reflective/fire-retardant materials, heat transfer sheet and conductive tape for 

electronics since 1996. We put safety of workers to the top priority and provide the best quality product (EN 471/469, ANSI 

107 certified) with nationally accredited R & D team for user's safety and your business success. We promise high-end 

product with reasonable price.

● EXHIBIT 전시품목 ● ●

HJ-LITE9570 HJ-9810, 9820 반사 스프레이

• HJ-LITE9570 반사되기 전 (상단 죄측사진) 반사 후(상단우측사진, 하단사진) 사진처럼 빛을 받기 전에는 자체 COLOR 유지 하며 빛을 받은 
후에는 첨부된 사진처럼 빛을 받는 위치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제품입니다. / HJ-LITE9570 Before reflected (Above-Left picture) / After 
reflected (Above-Right, Bottom picture) As in the picture, before being reflected it appears with its natural color, and when exposed 
to light, it reflects various colors depending on the angle of the light.

• HJ-9810, 9820 반사실 제품으로서 제직, 봉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HJ-9810, 9820 Reflective-yarn product. Applicable for weaving 
and sewing. 

• 반사 스프레이 제품으로 은나노 코팅이 된 친환경 제품으로 원하는 부위에 분사 하면 된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우측
상단 반사된 사진, 우측 하단 반사 전 사진) / Our reflective spray product is sliver-nano coated which is eco-friendly product to 
spray on the willing spot. It is easy to use for anyone. (Reflected picture Above-right / Before reflected Picture Bottom-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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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슨인터내셔널 Jason International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Baek Juheon / 백 주 헌 Homepage http://jst.in

Address / 주  소
27, Hakgam-daero, 222beon-gil,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22번길 27 (감전동)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Jungsoo / 김정수 051-265-3930 051-265-3950 herry@jst.in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주)제이슨 인터내셔널은 NB/K2의 한국 신발 자재 agent로써 개발부터 생산까지 해외 대형 신발 공장에 한국 

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We are the sole agent of the NB/K2 for Korea shoe materials, and we’ve involved from 

development to production.

● EXHIBIT 전시품목 ● ●

제이슨 인터내셔날만의 독특하고 트랜디한 컨셉의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

니다. 메이저 브랜드에 소개된 자재에서부터 시즌별 컨셉에 맞추어 샘플북을 갖

추고 있어 신발 전 자재에 대한 상담 가능합니다.

We have our own unique & trendy items in catalog that is approved 

items from major brand sides. Also we have special items for season 

concept. If you are look forward to something special, we can surly support 

to you. 

레인보우 실을 사용한 레인보우 원단과 써큘러 자가드 제품도 제공 가능합

니다.  

We have RAINBOW TEXTILE which use rainbow yarn and Circular 

Jacq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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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 지엠티 DONG SHIN GMT Corp.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JASON BAIK / 백 주 헌 Homepage http://dsgmt.co.kr

Address / 주  소
27, Hakgam-daero 222beon-gil,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22번길 27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Moon Kyungrok / 문경록
Park Minjee / 박민지

051-316-8852 051-316-8853
rokmoon@dsgmt.co.kr
jessica@dsgmt.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저희 회사는 2005년 설립이후 신발 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효과 및 프로세스를 적용한 신발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3D NON SEWING, 3D PRINTING, EN-TEX, PU CASTING 등 입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주도 하여, 

NIKE, ADIDAS, NB, UNDER ARMOUR 등 브랜드의 공식 공급업체 이며,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생산화를 완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품을 각 브랜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공장 설비를 진행 중이며, 2017 상반기까지 완료 하여, 

현지 생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Since Dong Shin was established in 2005, we have been involved with the shoe industry. Based on our strong technology 

and innovation, we have been leading new developments as the role of the key supplier of the major brands  Nike, Adidas, 

NB, Under Armour..etc. Currently, our main products are 3D NON Sewing , 3D printing, EN-Tex, PU casting. To keep up with 

the needs of the shoe industry, we set up our facility in Indonesia in 2014 and successfully, running the production locally for 

all the brands. The second localization is under progress in Vietnam and the facility will have been completed by July 2017. 

● EXHIBIT 전시품목 ● ●

3D non sewing

Textile + hologram tpu + non sewing 

film. 기존 무제봉 작업 2D 일변도의 제품

들을 탈피한 3D 무제봉 기술

DSN fine printing 

3D + precise printing, 7 color ways. as 

precise as digital printing. 3D printing 

pu 베이스에 디지털 프린팅과 흡사한 정

밀한 디자인을 스크린 프린팅으로 구현. 

DSN Ref printing + thermo reactive 

3d printing + reflective printing + thermo 

reactive 3D printing 에 반사효과와 변온 

효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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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상사 HWA JIN SANG SA CO.,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 Wooseub / 기 우 섭 Homepage http://hwajinsocks.alltheway.kr/

Address / 주  소
14, Anyeon-ro 7beonga-gil, Yeonje-gu, Busan, Korea(Yeonsan-dong)
부산시 연제구 안연로 7번가길 14(연산동)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 Wooseub / 기우섭 051-757-3941 051-757-4951 penadi@n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화진상사는 1997년 1월 설립된 양말 전문 생산, 납품 회사로서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양말을  OEM 및 ODM방식으로 20여년간 꾸준하게 

개발,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브랜드는 ROBERTO FELON, SIZIS, PENADI 등을 전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시대

에 맞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의 제품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공법 연구개발과 신소재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자체공장에서 신속정확하게 전 품목 대량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타업체

보다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Hwajin firm specialized in the production of socks founded in January 1997, the delivery company as a developer known for 20 

high-quality socks OEM & ODM brand years consistently, and are delivery to production, the main production brand is the ROBERTO 

FELON, SIZIS, PENADI etc. and specialized production. It has secured a variety of customers in the design for excellent technology and 

era and build a production facility of the largest Reasonable price and high quality products and the production proces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to satisfy consumers differentiate quickly in its own factory jeonpummok exactly have a mass production 

system. It has been recognized for excellence than any other company.

화진상사 특허보유 [Patent holding firm Hwajin]

(1)발명특허등록 : 특허 제10-1624497호 / patent registration : Patent No. 10-1624497

  ‣ 발명의 명칭 : 신축성 원단에 복원력이 향상되는 양말 제조방법 / The title of the invention : socks method of improving the recovery 

force in the stretch fabric

(2)실용신안특허등록 : 특허 제20-0457765호 / Utility Model Patent Registration : Patent No. 20-0457765

  ‣ 특허의 명칭 : 박음질에 의해 일반 양말로 발가락 양말이 구비된 양말 제조방법 / Patent name : socks manufacturing method is provided 

as general socks toe socks by sewing

  ‣ 화진상사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검사합격) / boss KATRI Korea Apparel Testing & Research Institute (Inspection)

  ‣ KARTRI NO : BSKD14-00001926 / KARTRI NO : BSKD14-00001926
  ‣ 2015년 국제신기술박람회 우수특허 기술상 수상 / 2015 International Patent Technology Expo Excellence Technology Award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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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종피혁 DAEJONG LEATHERCO.,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Yun Houbjoo / 윤 협 주 Homepage

Address / 주  소
16, Gimhae-daero 2567beon-gil, Gimhae-si, Gyeongnam, Korea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67번길 16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ang Haengyeon / 강행연 055-339-7042 055-339-7046 daejongph@h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주)대종피혁은 2002년 1월 설립을 시작으로 2006년 특수아이템 라인을 증설, 2011년 필름 2호라인 증설 및 제2공장 증설, 2016년 합성피혁라인 증설 
및 공장 확장 · 이전 이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영업전략 확대로 21세기 글로벌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각종 신발, 핸드백, 벨트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다양한 천연 및 인조 소가죽 제품(Action Leather) 소재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0,000sf(square feet)원자재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
대 원자재 보유 기업으로 향후 10,000,000sf 보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사와는 달이 이처럼 많은 양의 원자재를 보유함으로써 초기에 원자재 선별 공정
을 거쳐서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정확한 납기, 일정한 품질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대종피혁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 이념
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피혁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개발품 500여종 보유 및 분기별 30여종의 지속
적인 신규개발 제품을 바이어에게 공급이 가능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기업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검증된 기술로 12단계에 달하는 체계적인 공정 단계를 
거쳐,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종피혁은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소량 다품종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등 오랜 세월의 경험과 가죽
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경영자의 노력 및 전 직원의 합심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지역 진출을 목표로, 더욱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지속 성
장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Since founded in January 2002, DAEJONG has been produced a wide variety of Action Leather and Synthetic Leather products that include 
footwear, bags, purses, belts, etc. DAEJONG is a major global payer in the 21st century which extended the special item line in 2006, enlarged 
the film line No.2 and built the 2nd plant in 2011, and widened the plant, synthetic leather line in 2016 with dedicated technical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business strategy. As Korea's largest holder of raw material amounting 6,000,000sf(square feet), DAEJONG is planning to store 
10,000,000sf in coming years. DAEJONG holds raw materials larger than any other competitors. Our raw material sorting process has sharpened 
DAEJONG's competitive edge in quality. We also have guaranteed reliable delivery and stable product quality, enhancing customer's satisfaction. 
Under the company's management philosophy, "Do not afraid of change", DAEJONG has demonstrated differentiated and creative leather products 
with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R&D. DAEJONG proves its creative mind with its 500 inventions. Also we have capacities to supply about 30 
up-to-date products to buyers on a quarterly basis. We provide high-quality goods through systematic production stages with safe and proven 
technologies and has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enable both mass and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DAEJONG pledges that our all employees 
will show concerted effort to expand the production base to South Eastern Asia including Vietnam and Indonesia, taking off to become a global 
company which has a greater influence to the world.

● EXHIBIT 전시품목 ● ●

안전화 폼웨어 소가죽 필름을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으로서, 기존 제품 대비 굴곡이나 마모, 난연 등 물성이 월등한 제품을 소가죽(Action Leather)과 인
조가죽에 같이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발의 원가를 낮추면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출품할 계획입니다. 

We are going to launch a new materials used for Safety Shoes product which is superior to quality and price using Action Leather 
and Synthetic Leather. Especially the synthetic leather has high material properties of high strength, density, wear and deep flextion, 
flammability, etc. which can be replaced from existing synthetic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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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통상 World Trade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An Sinyeob / 안 신 엽 Homepage http://www.wtckr.com

Address / 주  소
30, Dongcheon-ro 7beon-gil, Geumjeong-gu, Busan, Korea
부산시 금정구 동천로 7번길 30(회동동)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World Trade / 월드통상 051-783-0400 051-783-0660 asy@wtck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월드통상은 의류, 신발, Car Seat, 봉제 기계 및 의류용CAD/CAM, 봉제 자동화 기계를  전문적으로 개발, 판매, 설치, 관리 하고 있습니다.

봉제 기계류로는 주로 중국과 대만, 일본, 독일, 영국, 이태리 등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CAD는 이스라엘 OPTI-TEX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에어백이 내장되는 자동차용 시트커버의 재봉장치 및 재봉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됨.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로 늘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한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We tak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ourselves as one of the sales company for an industrial sewing machine, CAD/CAM, and other 

automation machines for an apparel, shoes, etc in korea. For your information, we have now been importing these machines from 

china, Taiwan, Japan, Italy, Germany, England mainly, and also from lsrael for a CAD Opti-tex softwares.

● EXHIBIT 전시품목 ● ●

벌머 자동 재단기

  - 자동차시트, 진원단, 니트 원단, Y셔츠 원단 등을 대량 재단하는 재단기

  - 독일에서 개발하여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여 전 세계 판매 및 서비스

  - 유지 관리비가 저렴함, 고장율이 아주 적음, 사용이 간편함

JUKI 봉제 기계

  - 의류, 신발, 가방, 자동차 시트, 특수 원단 등을 전문적으로 봉제가 가능한 명품 봉제 기계

  - 부품 판매 및 서비스 교육

NMAX 주문복 전용 자동 재단기

  - 올 인원 낱장 전문 자동 재단기

  - 바큠, 비닐, 밑 종이가 필요 없는 재단기

  - 아주 저렴한 유지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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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기계 NAWON MACHINERY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Seo Giweon / 서 기 원 Homepage http://www.nawon.com

Address / 주  소
268, Jaedurumi-gil, Paju-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파주시 재두루미길 268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Seo Giweon / 서기원
Jeon Hongtae / 전홍태

031-942-1300
031-942-1303

031-942-1305
nawon@nawon.com
htjeon@nawon.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저희 나원기계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아웃도어 웨어, 텐트, 가방, 보트, 보호복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용도의 기계를 제작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봉제 관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큰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고객이 만족하는 나원기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e NAWON MACHINERY specialize the seam sealing machine & water proof industry related outdoor, tent, 

bag, shoes, protect wear we will extend the new market for sew-free industry with our new technology

● EXHIBIT 전시품목 ● ●

B
-
10
8



138  

 비엘컴퍼니 BLCOMPANY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Bora / 김 보 라 Homepage

Address / 주  소
127, Dongpyeong-ro, Busanjin-gu, Busan, Korea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127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Jeong Ungi / 정운기 070-4104-2616 0504-981-2616 blcom2015@gmail.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신발, 의류, 제조, 외 유통

shoes, wear, produce, circulation

● EXHIBIT 전시품목 ● ●

콜마운틴은 우수한 내구성의 갑피와 논슬립 시스템의 파일론 이중창으로 구

매자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all Mountain product is receiving good reviews to buyers with 

excellent durability and uppers are made of non-slip system with pylons 

duble insole and boasts a comfortable and comfort outstanding traction 

system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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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원텍스 KONETEX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Son Yongsick / 손 용 식 Homepage http://www.konetex.kr

Address / 주  소
31, Jeonggyo 1-gil, Gasan-myeon, Pocheon-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1길 31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Hyesun / 김혜순 031-543-8001 031-544-8199 konetex1000@naver.com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2013.  ISO 9001 인증획득

2013. 제10-1231223 : 직조용 메탈릭 필름 특허

2014. 제10-1432711 : 신축성을 갖는 직조용 도전사 특허

                    구리(동)를 이용한 특수원사제조

2013. ISO 9001 certification

2013. The 10-1231223 : Metallic films patent for weaving

2014. The 10-1432711 : Dojeonsa patent for weaving having elasticity

                      Special yarns manufactured using copper (copper)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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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조·패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extile & Fashion Industry Skills Council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Homepage

Address / 주  소
Textile Center BD, 518,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빌딩 지하 1층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Yoo Hana / 유한아 02-528-4048 02-528-4061 hayou@kofoti.or.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섬유제조·패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섬유·패션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2015년 5월 설립되었으며, NCS관련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Textile & Fashion Skills Council is established to help develop human resources in Textile & Fashion Industries.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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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에스엠 코퍼레이션(주) USM CORPORATION LTD.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Lee Byungkook / 이 병 국 Homepage http://www.usmc.co.kr

Address / 주  소
#102, Noksansaneopjung-ro, G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102(송정동)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Sales / 영업담당
Purchasing/구매담당

Office / 사무실
Noh Mingu / 노민구
Kim Taewon / 김태원

051-831-8980
051-831-8981
051-831-8982

051-831-8986
usmcorp@usmc.co.kr
mg.roh@usmc.co.kr
chris.kim@usmc.c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유에스엠 코퍼레이션(주)는 오랫동안 쌓아온 신발, 가방, 모자 제조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2001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의 신발 산업 자동화와 성역화, 고품질을 기본으로 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 장비를 제조, 공급하고 
있으며 고품질, 합리적인 가격, 정직한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90 % 이상이 해외 수출로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해
외전시회에 매년 참가하여 해외 마케팅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본사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뉴발란스 등 세계 유명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를 생산하는 업체에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CAD/CAM System, Cutting Press, 
Stitching M/C, Lasting M/C, Stockfit Line, Assembly Line, Sole Making M/C, Goodyear Welt M/C 등 신발 생산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그에 따른 부품 공급, 기계 설치, 교육, A/S 뿐만 아니라 신발 생산에 관한 컨설팅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USM Corp. Ltd is established in the year 2001 and we are sincerely and integrity company with willing to do our best in every business field 
based on our long standing experience and technical skills in Shoe, Bag, Cap making machinery. We have been contributing for automatic 
processing, reducing cost, increasing productivity, improving high quality on Shoe, Bag, Cap Industrial business in Asia including Korea, Vietnam, 
China, Indonesia, India. Bangladesh.. etc. More than 90 % of our sales amount depend on export so we are always trying to construct sales 
marketing in oversea countries through international exhibition. We are selling the production of our factory in Korea, China, Indonesia, Vietnam 
to the big brand such as NIKE, Adidas, Reebok, New Balance ..etc and Korean brands as well. We have been selling and developing various 
kinds of CAD/CAM system, Cutting Press, Stitching M/C ,Lasting M/C, Stockfit and Assembly Line, Sole Making M/C, Goodyear Welt M/C, various 
materials which are world famous brand and what more supply  spare part, installation, training and A/S even consulting by ourselves.

● EXHIBIT 전시품목 ● ●

AUTO KNIFE CUTTING MACHINE
(MODEL : CZ-L, CZ-P)

CZ-L 자동 나이프 재단기는 Italy에서 개발한 장비로 2개의 헤드와 자동 피딩이 가능한 커팅테이블을 작동 

시켜 진동식나이프로 자동으로 가죽, 신세틱, 텍스타일 등 다양한 자재를 재단하는 장비입니다. 첨단 기계와 함

께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 모든 캐드 시스템과도 호환이 가능해 간편하고 쉽게 누구라도 사용

할 수 있고 첨단화된 패턴 배열 방식으로 기존에 비해 자재를 절감할 수 있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

니다. 대량 생산용으로 Model:CZ-M/L/XL이 있으며 재단폭이 1,600, 2,000, 2,400mm까지 다양하며 신발, 가방, 

자동차 시트, 가구 업체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UTO FEEDING LASER CUTTING MACHINE
(MODEL : UCM-1610)

두개의 레이저 헤드와 자동 피딩 콘베어가 장착된 레이져커터로서 신세틱, 텍스타일, 메쉬 등 신발, 가방 및 

모자 생산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원단을 자동으로 재단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겹의 원단 롤을 동시에 재단할 수 

있어 생산성이 좋으며 많은 자재비 절감으로 여러 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HYDRAULIC PLANE CUTTING MACHINE
(MODEL : USY-520)

유압식 평판 재단기로서 20, 25, 30, 40톤이 있으며 타 기종보다 내구성이 좋고 재단 시 스트로크 높낮이를 정

밀하게 조절 가능하여 발형 사이즈 변화에도 재단물이 정확하게 재단 될 수 있도록 수평을 조절하여 정확한 재단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재단기와는 달리 재단 시 누르는 작동 스위치를 작업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작업자의 동선에서 가장 가까운 재단판에 부착하여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용도에 따라 스윙빔 재단기, 트레블

링 헤드 재단기, 자동 재단기 등 다양한 모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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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 BUSAN MAIN CUSTOMS FTA SECTOR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Cho Hungu / 조 훈 구 Homepage http://www.customs.go.kr/busan

Address / 주  소
Chungjang-daero 20, Jung-gu, Busan, Korea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Jeong Jinwon / 정진원 051-620-6953 051-620-1118 andyou8410@customs.go.kr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부산본부세관은 132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 항만세관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 무역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무역질서 확립, 국민건강 보호활동 등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세관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의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부산신항 발전을 위한 현장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은 최대한 신속, 친절하게 통관시키고 밀수품, 마약, 테러물품 등의 

국내반입은 철저히 차단하여 경제국경에서 수문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HIBIT 전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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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Global Footwear Business Meeting

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회사정보

President / 대  표 Kim Byungchoo / 김 병 추 Homepage http://www.shoenet.org

Address / 주  소
14-55, 382-ro, Noksan industrial complex, Kangseo-gu, Busan, Korea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연락처

Person in Charge / 담당자 Tel Fax E-mail

Main / 대표전화 Kim Gyeongyun / 김경윤 051-979-1727 051-979-1729 kevin@shoenet.org

● Company Description 회사소개 ●●

2016 부산국제신발전시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유럽, 미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초청한 100명의 

해외 신발 진성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초청 해외바이어와 국내 신발기업의 수주 상담 지원을 통해 한국 신발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서

갑니다.

● EXHIBIT 전시품목 ● ●

 

• 일  시 : 2016. 11. 3.(목)~11. 4.(금)

• 장  소 : BEXCO 제1전시장 2B홀 바이어 상담장

• 바이어 초청규모 : 유럽, 미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100명

• 대  상 : 2016 부산국제신발전시회 참가기업 

• 내  용 : 해외바이어 및 참가기업 간 매칭 스케줄 표에 의한 수주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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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Booth
No.No. Company NameCompany Name ExhibitorExhibitor PagePage

B-088 경남정보대학교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117

B-042 고패스(주) GOPASS CO., LTD 67

B-073 (주)광장머터리얼스 GWINGJANG MATERIALS. INC 104

B-061 (주)극동기계 KUDONG MACHINESRY Co., LTD. 84

B-019 (주)기륭물산 KEE RYUNG TRADING CO., LTD. 46

B-032 꼬무신 GGOMOOSIN 56

B-034 나비짐 NavyGym 58

B-108 나원기계 NAWON MACHINERY 137

B-070 네오텍 NEOTEC. INC 101

B-106 (주)대종피혁 DAEJONG LEATHERCO., LTD 135

B-092 (주)덤퍼 DUMPER Co., Ltd 121

B-104 동신 지엠티 DONG SHIN GMT Corp. 133

B-059 동의대 졸업작품 전시관 -

B-062 동의대학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슈플레이스 Dong-eui Small Manufacturer Specialized 
Support Center : SHOE Place

85

B-069 디앤씨컴퍼니(크리스틴) D&C COMPANY(KRISTIN) 100

B-090 (주)락솔리드풋웨어 Rocksolid Footwear Co., Ltd. 119

B-094 마이프코리아(치스윅) MIFEKOREA(CHISWICK) 123

B-091 밥슈즈 Buff shoes 120

B-113 부산본부세관 BUSAN MAIN CUSTOMS FTA SECTOR 142

B-027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BUSAN INDUSTRIAL SCIENCE HIGH 
SCHOOL

52

B-109 비엘컴퍼니 BLCOMPANY 138

참가업체 목록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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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Booth
No.No. Company NameCompany Name ExhibitorExhibitor PagePage

B-082 (주)비젼테크 VisionTech Co., Ltd. 111

B-033 뿡가 PongGa 57

B-111 섬유제조・패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extile & Fashion Industry Skills Council 140

B-003 성동제화협회 SeongDong Footwear Association 30

B-095 손신발 SONSHINBAL 124

B-035 슈 이노베이션 SHOE INNOVATION 59

B-026 슈니버스 -

B-097 슈올즈 (엘엔씨코리아) SHOEALLS 126

B-099 스핀온 SPION 128

B-063 (주)신경 SHINKYUNG INC.　 94

B-002 신발생체역학 성능평가 체험관
KOREA HUMAN PERFORMANCE 
LABORATORY 29

B-084 신발인력양성 신발정보화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114

B-023 선형상사 SUNHYUNG SHOELAST&CAD 49

B-098 (주)썬테크 Sun Tech 127

B-024 (주)쓰리레이저테크놀로지 3-Laser Technology Co., ltd. 50

B-036 (주)씨엔케이무역 C&K TRADING. CO 60

B-040 아트앤슈에 ART & Schuhe 65

B-049 아트월 ARTWALL 74

B-039 (주)에반 Aaebon Co., LTD 63

B-065 (주)에이로 A.ro CO., LTD. 96

B-072 (주)에스앤드비 S&B Co.,ltd. 103

참가업체 목록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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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Booth
No.No. Company NameCompany Name ExhibitorExhibitor PagePage

B-074 에어로젤테크날로지(주) Aerogel Technolgies corp 105

B-102 (주)에이치제이 HJ Corp. 131

B-038 (주)엘비스코리아 LBS KOREA 62

B-071 엠지광학 MG OPTICAL 102

B-075 (주)영원소재 Youngone Material Co., Ltd. 106

B-093 (주)영창에코 Young Chang Eco Co., Ltd. 122

B-068 온누리산업 Onnoori Industrial inc. 99

B-045 와인드와이어(주) WINDWIRE CO., LTD. 70

B-083 (주)원진인터내셔날 Wonjin International Co., Ltd. 112

B-083 원진테크 WONJIN TECH 113

B-107 월드통상 World Trade 136

B-006 위그코리아(주) WIG KOREA Co., Ltd. 33

B-112 유에스엠 코퍼레이션(주) USM CORPORATION LTD. 141

B-041 유엔아이팜 U&I PHARM 66

B-101 (주)유영산업 YOU YOUNG CO., LTD. 130

B-064 이너스코리아 INNUS KOREA CO., LTD. 95

B-057 이비자산관리 EB Asset 82

B-028 인도네시아무역진흥센터
Indonesian Trade Promotion Center 
(ITPC) 53

B-086 자산거래중개장터 Aving News 115

B-100 정연개발(주) JUNG YEON CO., LTD. 129

B-089 (주)제이다울 J. DAUL Co., Ltd.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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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Booth
No.No. Company NameCompany Name ExhibitorExhibitor PagePage

B-096 (주)제이콥스 이노베이션 JCORPS INNOVATION 125

B-103 (주)제이슨인터내셔날 Jason International 132

B-060 제품보관소 - -

B-031 조야코리아(주) Joya Korea Co., LTD. 55

B-037 GTS 글로벌 GTS GLOBAL INC. 61

B-076 지티엠코리아 GTM-KOREA 107

B-066 칼스텝 코리아 CALSTEP KOREA 97

B-110 케이원텍스 KONETEX 139

B-001 (주)트렉스타 Treksta INC 28

B-067 팀스티어 TEAMSTEER 98

B-052 (주)하나 엘앤에스 HANA L&S CO., LTD. 77

B-040 하림하이텍 HARIM HITEC 64

B-044 하정무역 Ha Jeong International 69

B-020 한국(주)유화 KOREA FINE CHEMICAL CO,. LTD 47

B-030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 KOREA SHOES DESIGN COMPETITION 54

B-087 한국신발산업협회 Korea Footwear Industries Association 116

B-058 한국신발피혁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ootwear & Leather 
Technology

83

B-114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Global Footwear Business Meeting 143

B-043 홀스코어 HORSECORE 68

B-105 화진상사 HWA JIN SANG SA CO., 134

B-085 Aving News Aving News -

참가업체 목록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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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Booth
No.No. Company NameCompany Name ExhibitorExhibitor PagePage

B-080 BATU TANNERY P.L.C BATU TANNERY P.L.C 109

B-021 Easy Show 홍보관 Easy Show International Co., Ltd. -

B-005 泉州新亦博鞋业发展有限公司 EPOCH (QUANZHOU) FOOTWEAR 
DEVELOPMENT COMPANY LIMITED

32

B-077 Ethio - Leather Industries P.L.C Ethio - Leather Industries P.L.C -

B-013 福建省莆田市闽光织造有限公司 FUJIAN PUTIAN MINGUANG WEAVE CO., LTD 40

B-050 和记(福建)商贸有限公司 HEJI (FUJIAN) BUSINESS TRADING CO., LTD 75

B-047 香港利达机器有限公司 HONG KONG LIDA MACHINE CO., LTD 72

B-016 江门市新会区罗坑牛湾鸿兴皮革厂 HONGXING LEATHER CO., LTD 43

B-004 惠安三三鞋业有限公司 HUIAN EASTER FOOTWEAR CO., LTD 31

B-051 晋江海广商贸有限公司 JINJIANG HAIGUANG TRADE CO., LTD 76

B-011 晋江市恒得利鞋材贸易有限公司 JINJIANG HENGDELI SHOES MATERIAL 
TRADE CO., LTD 38

B-014 晋江森大鞋材有限公司 JINJIANG SENDA SHOE MATERIALS 
CO., LTD 41

B-018 晋江市舒宝鞋材有限公司 JINJIANG SHUBAO SHOES MATERIAL 
CO., LTD

45

B-010 晋江市顺兴大沙漠贸易有限公司 JINJIANG SHUNXING BIGDESERT 
TRADE CO., LTD

37

B-007 晋江金献织造有限公司 JINXIAN TEXTILE CO., LTD. JINJIANG 34

B-055 坤璜企業股份有限公司 Kun Huang Enterprise CO., Ltd 80

B-079
Leather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LIDI)

Leather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LIDI) -

B-054 MADINA OASIS MADINA OASIS 79

B-078 NEW WING ADDIS SHOE FACTORY PLC NEW WING ADDIS SHOE FACTORY PLC 108

B-046 Qingdao Longkun shoes material Co. Qingdao Longkun shoes material Co. 71

B-008 泉州比力贸易有限公司 QUANZHOU BILI TRADE LIMITED 
COMPANY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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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Booth
No.No. Company NameCompany Name ExhibitorExhibitor PagePage

B-012 泉州烽之声进出口贸易有限公司 QUANZHOU FENGZHISHENG IMPORT & 
EXPORT TRADING CO LTD. 39

B-009 泉州市米杰斯特新材料科技有限责任公司 QUANZHOU MIJAST NEW MATERIALS & 
TECHNOLOGY CO., LTD 36

B-017 泉州取今进出口贸易有限公司 QUANZHOU QUJIN IMPORT AND 
EXPORT CO., LTD 44

B-053 SONLONG TP CO., LTD SONLONG TP CO., LTD 78

B-048 天守(福建)超纤科技股份有限公司 TIANSHOU(FUJIAN) MICROFIBER 
TECHNOLOGY CORP., LTD.

73

B-081 Tikur Abbay Shoes s.c Tikur Abbay Shoes s.c 110

B-022 顯輝國際展覽有限公司 TOP REPUTE CO LTD 48

B-052 Turgut Karde Sler Turgut Karde Sler -

B-029 UNICEF 홍보관 UNICEF -

B-015 晋江市鑫铭鞋材科技有限公司 XINMING SHOES MATERIAL CO. LTD 42

B-056 盈寶加企業股份有限公司 Ying Pao Chia Enterprise CO., Ltd 81

B-025 YUAN FENG SYNTHETIC LETHER YUAN FENG SYNTHETIC LETHER 51

참가업체 목록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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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Booth
No.No. Company NameCompany Name ExhibitorExhibitor PagePage

B-065 (주)에이로 A.ro CO., LTD. 96

B-039 (주)에반 Aaebon Co., LTD 63

B-074 에어로젤테크날로지(주) Aerogel Technolgies corp 105

B-040 아트앤슈에 ART & Schuhe 65

B-049 아트월 ARTWALL 74

B-086 자산거래중개장터 Aving News 115

B-085 Aving News Aving News -

B-080 BATU TANNERY P.L.C BATU TANNERY P.L.C 109

B-109 비엘컴퍼니 BLCOMPANY 138

B-091 밥슈즈 Buff shoes 120

B-027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BUSAN INDUSTRIAL SCIENCE HIGH 
SCHOOL 52

B-113 부산본부세관 BUSAN MAIN CUSTOMS FTA SECTOR 142

B-036 (주)씨엔케이무역 C&K TRADING. CO 60

B-066 칼스텝 코리아 CALSTEP KOREA 97

B-084 신발인력양성 신발정보화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114

B-059 동의대 졸업작품 전시관 - -

B-069 디앤씨컴퍼니(크리스틴) D&C COMPANY(KRISTIN) 100

B-106 (주)대종피혁 DAEJONG LEATHERCO., LTD 135

B-104 동신 지엠티 DONG SHIN GMT Corp. 133

B-062 동의대학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슈플레이스
Dong-eui Small Manufacturer 
Specialized Support Center : SHOE 
Place

85

B-092 (주)덤퍼 DUMPER Co., Ltd 121

참가업체 목록  (알파벳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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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Booth
No.No. Company NameCompany Name ExhibitorExhibitor PagePage

B-021 Easy Show 홍보관 Easy Show International Co., Ltd. -

B-057 이비자산관리 EB Asset 82

B-005 泉州新亦博鞋业发展有限公司 EPOCH (QUANZHOU) FOOTWEAR 
DEVELOPMENT COMPANY LIMITED 32

B-077 Ethio - Leather Industries P.L.C Ethio - Leather Industries P.L.C -

B-013 福建省莆田市闽光织造有限公司 FUJIAN PUTIAN MINGUANG WEAVE 
CO., LTD

40

B-032 꼬무신 GGOMOOSIN 56

B-114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Global Footwear Business Meeting 143

B-042 고패스(주) GOPASS CO., LTD 67

B-076 지티엠코리아 GTM-KOREA 107

B-037 GTS 글로벌 GTS GLOBAL INC. 61

B-073 광장(주)머터리얼스 GWINGJANG MATERIALS. INC 104

B-044 하정무역 Ha Jeong International 69

B-052 (주)하나 엘앤에스 HANA L&S CO., LTD. 77

B-040 하림하이텍 HARIM HITEC 64

B-050 和记(福建)商贸有限公司 HEJI (FUJIAN) BUSINESS TRADING CO., LTD 75

B-102 (주)에이치제이 HJ Corp. 131

B-047 香港利达机器有限公司 HONG KONG LIDA MACHINE CO., LTD 72

B-016 江门市新会区罗坑牛湾鸿兴皮革厂 HONGXING LEATHER CO., LTD 43

B-043 홀스코어 HORSECORE 68

B-004 惠安三三鞋业有限公司 HUIAN EASTER FOOTWEAR CO., LTD 31

B-105 화진상사 HWA JIN SANG SA CO., 134

참가업체 목록  (알파벳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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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Booth
No.No. Company NameCompany Name ExhibitorExhibitor PagePage

B-028 인도네시아무역진흥센터 Indonesian Trade Promotion Center
(ITPC)

53

B-064 이너스코리아 INNUS KOREA CO., LTD. 95

B-089 (주)제이다울 J. DAUL Co., Ltd. 118

B-103 (주)제이슨인터내셔날 Jason International 132

B-096 (주)제이콥스 이노베이션 JCORPS INNOVATION 125

B-051 晋江海广商贸有限公司 JINJIANG HAIGUANG TRADE CO., LTD 76

B-011 晋江市恒得利鞋材贸易有限公司 JINJIANG HENGDELI SHOES MATERIAL 
TRADE CO., LTD

38

B-014 晋江森大鞋材有限公司 JINJIANG SENDA SHOE MATERIALS 
CO., LTD

41

B-018 晋江市舒宝鞋材有限公司 JINJIANG SHUBAO SHOES MATERIAL 
CO., LTD

45

B-010 晋江市顺兴大沙漠贸易有限公司 JINJIANG SHUNXING BIGDESERT 
TRADE CO., LTD 37

B-007 J晋江金献织造有限公司 JINXIAN TEXTILE CO., LTD. JINJIANG 34

B-031 조야코리아(주) Joya Korea Co., LTD. 55

B-100 정연개발(주) JUNG YEON CO., LTD. 129

B-019 (주)기륭물산 KEE RYUNG TRADING CO., LTD. 46

B-110 케이원텍스 KONETEX 139

B-020 (주)한국유화 KOREA FINE CHEMICAL CO,. LTD 47

B-087 한국신발산업협회 Korea Footwear Industries Association 116

B-002 신발생체역학 성능평가 체험관
KOREA HUMAN PERFORMANCE 
LABORATORY 29

B-058 한국신발피혁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ootwear & Leather 
Technology

83

B-030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 KOREA SHOES DESIGN COMPETITION 54

B-061 (주)극동기계 KUDONG MACHINESRY Co., LTD.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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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55 坤璜企業股份有限公司 Kun Huang Enterprise CO., Ltd 80

B-088 경남정보대학교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117

B-038 (주)엘비스코리아 LBS KOREA 62

B-079
Leather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LIDI)

Leather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LIDI) -

B-054 MADINA OASIS MADINA OASIS 79

B-071 엠지광학 MG OPTICAL 102

B-094 마이프코리아(치스윅) MIFEKOREA(CHISWICK) 123

B-034 나비짐 NavyGym 58

B-108 나원기계 NAWON MACHINERY 137

B-070 네오텍 NEOTEC. INC 101

B-078 NEW WING ADDIS SHOE FACTORY PLC NEW WING ADDIS SHOE FACTORY PLC 108

B-068 온누리산업 Onnoori Industrial inc. 99

B-033 뿡가 PongGa 57

B-046 Qingdao Longkun shoes material Co. Qingdao Longkun shoes material Co. 71

B-008 泉州比力贸易有限公司 QUANZHOU BILI TRADE LIMITED 
COMPANY 35

B-012 泉州烽之声进出口贸易有限公司 QUANZHOU FENGZHISHENG IMPORT & 
EXPORT TRADING CO LTD. 39

B-009 泉州市米杰斯特新材料科技有限责任公司 QUANZHOU MIJAST NEW MATERIALS & 
TECHNOLOGY CO., LTD

36

B-017 泉州取今进出口贸易有限公司 QUANZHOU QUJIN IMPORT AND 
EXPORT CO., LTD

44

B-090 (주)락솔리드풋웨어 Rocksolid Footwear Co., Ltd. 119

B-026 슈니버스 - -

B-072 에스(주)앤드비 S&B Co.,ltd. 103

참가업체 목록  (알파벳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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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3 성동제화협회 SeongDong Footwear Association 30

B-063 (주)신경 SHINKYUNG INC.　 94

B-035 슈 이노베이션 SHOE INNOVATION 59

B-097 슈올즈 (엘엔씨코리아) SHOEALLS 126

B-053 SONLONG TP CO., LTD SONLONG TP CO., LTD 78

B-095 손신발 SONSHINBAL 124

B-099 스핀온 SPION 128

B-098 (주)썬테크 Sun Tech 127

B-023 선형상사 SUNHYUNG SHOELAST&CAD 49

B-024 (주)쓰리레이저테크놀로지 3-Laser Technology Co., ltd. 50

B-067 팀스티어 TEAMSTEER 98

B-111 섬유제조・패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extile & Fashion Industry Skills Council 140

B-048 天守(福建)超纤科技股份有限公司 TIANSHOU(FUJIAN) MICROFIBER 
TECHNOLOGY CORP., LTD.

73

B-081 Tikur Abbay Shoes s.c Tikur Abbay Shoes s.c 110

B-022 TOP REPUTE CO LTD TOP REPUTE CO LTD 48

B-001 (주)트렉스타 Treksta INC 28

B-052 Turgut Karde Sler Turgut Karde Sler -

B-041 유엔아이팜 U&I PHARM 66

B-029 UNICEF 홍보관 UNICEF -

B-112 유에스엠 코퍼레이션(주) USM CORPORATION LTD. 141

B-082 (주)비젼테크 VisionTech Co., Ltd.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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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6 위그코리아(주) WIG KOREA Co., Ltd. 33

B-045 와인드와이어(주) WINDWIRE CO., LTD. 70

B-083 (주)원진인터내셔날 Wonjin International Co., Ltd. 112

B-083 원진테크 WONJIN TECH 113

B-107 월드통상 World Trade 136

B-015 晋江市鑫铭鞋材科技有限公司 XINMING SHOES MATERIAL CO. LTD 42

B-056 盈寶加企業股份有限公司 Ying Pao Chia Enterprise CO., Ltd 81

B-101 (주)유영산업 YOU YOUNG CO., LTD. 130

B-093 (주)영창에코 Young Chang Eco Co., Ltd. 122

B-075 (주)영원소재 Youngone Material Co., Ltd. 106

B-025 YUAN FENG SYNTHETIC LETHER YUAN FENG SYNTHETIC LETHER 51

B-060 제품보관소 - -

참가업체 목록  (알파벳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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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완제

B-034 나비짐 NavyGym 58

B-035 슈 이노베이션 SHOE INNOVATION 59

B-036 (주)씨엔케이무역 C&K TRADING. CO 60

B-037 GTS 글로벌 GTS GLOBAL INC. 61

B-038 (주)엘비스코리아 LBS KOREA 62

B-039 (주)에반 Aaebon Co., LTD 63

B-040 하림하이텍 HARIM HITEC 64

B-040 아트앤슈에 ART & Schuhe 65

B-041 유엔아이팜 U&I PHARM 66

B-033 뿡가 PongGa 57

B-043 홀스코어 HORSECORE 68

B-044 하정무역 Ha Jeong International 69

B-078 NEW WING ADDIS SHOE FACTORY PLC NEW WING ADDIS SHOE FACTORY PLC 108

B-004 HUIAN EASTER FOOTWEAR CO., LTD 惠安三三鞋业有限公司 31

B-032 꼬무신 GGOMOOSIN 56

B-005
EPOCH (QUANZHOU) FOOTWEAR 
DEVELOPMENT COMPANY LIMITED 泉州新亦博鞋业发展有限公司 32

B-031 조야코리아(주) Joya Korea Co., LTD. 55

B-003 성동제화협회 SeongDong Footwear Association 30

B-097 슈올즈 SHOEALLS 126

B-096 (주)제이콥스 이노베이션 JCORPS INNOVATION 125

List of Exhibitors by Product Categories  참가업체 목록 (카테고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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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완제

B-095 손신발 SONSHINBAL 124

B-094 마이프코리아(치스윅) MIFEKOREA(CHISWICK) 123

B-054 MADINA OASIS MADINA OASIS 79

B-072 (주)에스앤드비 S&B Co.,ltd. 103

B-065 (주)에이로 A.ro CO., LTD. 96

B-001 (주)트렉스타 Treksta INC 28

B-023 선형상사 SUNHYUNG SHOELAST&CAD 49

B-022 TOP REPUTE CO., LTD TOP REPUTE CO LTD 48

B-012 QUANZHOU FENGZHISHENG IMPORT & 
EXPORT TRADING CO LTD.

泉州烽之声进出口贸易有限公司 39

B-013
FUJIAN PUTIAN MINGUANG WEAVE 
CO., LTD 福建省莆田市闽光织造有限公司 40

B-062 동의대학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슈플레이스
Dong-eui Small Manufacturer Specialized 
Support Center : SHOE Place 85

B-081 Tikur Abbay Shoes s.c Tikur Abbay Shoes s.c 110

B-064 이너스코리아 INNUS KOREA CO., LTD. 95

B-105 화진상사 HWA JIN SANG SA CO., 134

B-066 칼스텝 코리아 CALSTEP KOREA 97

B-067 팀스티어 TEAMSTEER 98

B-068 온누리산업 Onnoori Industrial inc. 99

B-069 디앤씨컴퍼니(크리스틴) D&C COMPANY(KRISTIN) 100

B-070 네오텍 NEOTEC. INC 101

B-071 엠지광학 MG OPTICAL 102

List of Exhibitors by Product Categories  참가업체 목록 (카테고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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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완제

B-089 (주)제이다울 J. DAUL Co., Ltd. 118

B-007 JINXIAN TEXTILE CO., LTD. JINJIANG 晋江金献织造有限公司 34

B-109 비엘컴퍼니 BLCOMPANY 138

B-092 (주)덤퍼 DUMPER Co., Ltd 121

자재 / 부품

B-083 (주)원진인터내셔날 Wonjin International Co., Ltd. 112

B-075 (주)영원소재 Youngone Material Co., Ltd. 106

B-055 Kun Huang Enterprise CO., Ltd 坤璜企業股份有限公司 80

B-056 Ying Pao Chia Enterprise CO., Ltd 盈寶加企業股份有限公司 81

B-048
TIANSHOU(FUJIAN) MICROFIBER 
TECHNOLOGY CORP., LTD. 天守(福建)超纤科技股份有限公司 73

B-063 (주)신경 SHINKYUNG INC.　 94

B-015 XINMING SHOES MATERIAL CO., LTD 晋江市鑫铭鞋材科技有限公司 42

B-076 지티엠코리아 GTM-KOREA 107

B-083 원진테크 WONJIN TECH 113

B-014
JINJIANG SENDA SHOE MATERIALS 
CO., LTD 晋江森大鞋材有限公司 41

B-042 고패스(주) GOPASS CO., LTD 67

B-019 (주)기륭물산 KEE RYUNG TRADING CO., LTD. 46

B-020 (주)한국유화 KOREA FINE CHEMICAL CO,. LTD 47

B-011 JINJIANG HENGDELI SHOES MATERIAL 
TRADE CO., LTD

晋江市恒得利鞋材贸易有限公司 38

B-053 SONLONG TP CO., LTD SONLONG TP CO., LTD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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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부픔

B-090 (주)락솔리드풋웨어 Rocksolid Footwear Co., Ltd. 119

B-091 밥슈즈 Buff shoes 120

B-052 (주)하나 엘앤에스 HANA L&S CO., LTD. 77

B-093 (주)영창에코 Young Chang Eco Co., Ltd. 122

B-025 YUAN FENG SYNTHETIC LETHER YUAN FENG SYNTHETIC LETHER 51

B-051 JINJIANG HAIGUANG TRADE CO., LTD 晋江海广商贸有限公司 76

B-074 에어로젤테크날로지(주) Aerogel Technolgies corp 105

B-018 JINJIANG SHUBAO SHOES MATERIAL 
CO., LTD

晋江市舒宝鞋材有限公司 45

B-010 JINJIANG SHUNXING BIGDESERT 
TRADE CO., LTD

晋江市顺兴大沙漠贸易有限公司 37

B-099 스핀온 SPION 128

B-100 정연개발(주) JUNG YEON CO., LTD. 129

B-101 (주)유영산업 YOU YOUNG CO., LTD. 130

B-102 (주)에이치제이 HJ Corp. 131

B-103 (주)제이슨인터내셔날 Jason International 132

B-104 동신 지엠티 DONG SHIN GMT Corp. 133

B-050 HEJI(FUJIAN)BUSINESS TRADING CO., LTD 和记(福建)商贸有限公司 75

B-106 (주)대종피혁 DAEJONG LEATHERCO., LTD 135

B-009 QUANZHOU MIJAST NEW MATERIALS & 
TECHNOLOGY CO., LTD

泉州市米杰斯特新材料科技有限责任公司 36

B-046 Qingdao Longkun shoes material Co. Qingdao Longkun shoes material Co. 71

B-080 BATU TANNERY P.L.C BATU TANNERY P.L.C 109

List of Exhibitors by Product Categories  참가업체 목록 (카테고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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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부품

B-110 케이원텍스 KONETEX 139

B-006 위그코리아(주) WIG KOREA Co., Ltd. 33

B-045 와인드와이어(주) WINDWIRE CO., LTD. 70

B-016 HONGXING LEATHER CO., LTD 江门市新会区罗坑牛湾鸿兴皮革厂 43

B-073 (주)광장머터리얼스 GWINGJANG MATERIALS. INC 104

기계 / 설비

B-098 (주)썬테크 Sun Tech 127

B-024 (주)쓰리레이저테크놀로지 3-Laser Technology Co., ltd. 50

B-061 (주)극동기계 KUDONG MACHINESRY Co., LTD. 84

B-049 아트월 ARTWALL 74

B-112 유에스엠 코퍼레이션(주) USM CORPORATION LTD. 141

B-047 HONG KONG LIDA MACHINE CO., LTD 香港利达机器有限公司 72

B-108 나원기계 NAWON MACHINERY 137

B-008 QUANZHOU BILI TRADE LIMITED COMPANY 泉州比力贸易有限公司 35

B-107 월드통상 World Trade 136

B-082 (주)비젼테크 VisionTech Co., Ltd. 111

기관 / 학교

B-113 부산본부세관 BUSAN MAIN CUSTOMS FTA SECTOR 142

B-087 한국신발산업협회 Korea Footwear Industries Association 116

B-086 자산거래중개장터 Aving News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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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학교

B-084 신발인력양성 신발정보화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114

B-111 섬유제조・패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extile & Fashion Industry Skills Council 140

B-114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Global Footwear Business Meeting 143

B-002 신발생체역학 성능평가 체험관 KOREA HUMAN PERFORMANCE 
LABORATORY

29

B-077 Ethio-Leather Industries P.L.C Ethio - Leather Industries P.L.C -

B-088 경남정보대학교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117

B-079 Leather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LIDI)

Leather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LIDI)

-

B-028 인도네시아무역진흥센터
Indonesian Trade Promotion Center 
(ITPC) 53

B-059 동의대 졸업작품 전시관 -

B-058 한국신발피혁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ootwear & Leather 
Technology 83

B-027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BUSAN INDUSTRIAL SCIENCE HIGH 
SCHOOL

52

B-030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 KOREA SHOES DESIGN COMPETITION 54

기  타

B-060 제품보관소 - -

B-021 Easy Show 홍보관 Easy Show International Co., Ltd. -

B-052 Turgut Karde Sler Turgut Karde Sler -

B-029 유니세프 UNICEF -

B-026 슈니버스 - -

B-017 QUANZHOU QUJIN IMPORT AND 
EXPORT CO., LTD

泉州取今进出口贸易有限公司 44

B-057 이비자산관리 EB Asset 82

B-085 Aving News Aving News -

List of Exhibitors by Product Categories  참가업체 목록 (카테고리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