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4개,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회사명 회사주소 홈페이지 기업소개 수출국가 국내유통처 해외유통처 제품명 초도물량 제작비(원)/개당

핸드바인딩노트 3,000개 6,300원

캔버스 숄더백 1,600개 7,200원

2 다림티센 서울시 마포구 http://www.dalimtissen.com

㈜다림티센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조직공학 기업이다. 고순도 의료용 콜라

겐을 개발/응용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

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
소비재 기업 온라인 판매샵

오프라인 매장
미국 클리닉

 - 티센 바이오엑티브 콜라겐

에센스

 - 티센 바이오엑티브 콜라겐

마스크팩

10,000개 40,000원

3 메리스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www.contamo.com

아트를 상품으로'라는 모토 아래 잘 디자인된 종이로 만든 제품(Good Design + Paper + craft)을 만든다. 지혜와 아

날로그 감성 그리고 상상력을 가득 담아 만들고, 칠하고, 자랑하고, 놀고, 망가지면 고치고, 다시 자연으로 보내는 제

품을 만든다.

일본,중국,대만,홍콩

 - 오프라인 : 서점, 박물관, 교육기관, 키쟈

니아 등

- 온라인 :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개인쇼핑

몰

일본 도큐핸즈, 일본 세븐일레븐, 홍콩

서점(코리안코너), 중국 서점, 디자인샵

등

콘타모 1,000개 6,000원

4 명진화성 경기 포천시 www.artskin.kr

폴리우레탄을 소재로 무독성의 인조피혁(PU)을 제조하여 어린이 용품, 기능성 소재 및 가구지 등을 생산하는 업체

다. PU원단에 사진이나 그림 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노트북파우치, 핸드폰케이스, 가방, 답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 이마스, 더블샵 - 아트스킨 노트북파우치 외 1,000개 20,000원

5 미소엠케이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www.misomk.com

아크릴 디자인제품 전문 제조업체다. 디지털 프린팅 인쇄공법 및 증착공법을 활용하여 거울액세서리, 데스크용품,

인테리어거울을 만든다.
일본 다이소, 대형 판촉사, 대기업, 관공서 등

일본: 다이소, 아마존

미국: 아마존
아크릴아트미러 200개 4,000원

6 에스&에이치 글로벌 서울시 강남구 www.goldenpiece.net
명화 아트 생활용품 종합회사로 어떤 상품이든지 명화의 원작을 그대로 프린팅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문화유산인 명화 작품들 고유의 예술적 가치를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국내 공기업(경기도청, 수력원자력공사, 지

역난방공사 등)
캐나다 art of ontario 미술관 외 다수

명화 프린팅 우산, 초극세사

담요, 벨벳액자, 알루미늄 액

자, 타이백, 지갑, 등 생활용품

전반

초극세사 담요 -

100개 그 외 다른

제품은 10개가능

20,000원 ~

35,000원

7 에코씨엔티 서울시 서초구 www.ecocnt.com
미국 듀폰사 타이벡 국내총판대리점, 타이벡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타이벡으로 만들어 찢어지지 않는 종이지갑 CashTank® 개발
홍콩,중국,일본

서울역 명품마루, 자체쇼핑몰, 11번가, G

마켓, GS샵 등
-

케쉬탱크, 타이벡 에코백, 타

이벡클러치, 타이벡 파우치

지갑류 1,000개,

클러치 및 가방류

1,000개

4,500원 ~

14,000원

8 오렌지피플 경기도 하남시 www.orangepeople.co.kr

연구개발을 기본으로 한 F&B 벤처기업

자체보유특허로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하고, 글로벌 트랜드에 걸맞는 고급화된 음료베이스를 제조,유통,수출하는 식

음료(F&B)전문 벤처기업이다.

중국,베트남,싱가폴

 - 온라인 : 쿠팡 등

- 오프라인 : 커피프렌차이즈, 전국의 커피

숍 등

롯데마트, 중국왕홍바이어, 베트남 식음

료유통상

녹차라떼, 한라봉라떼, 대추

라떼 등 5종
50,000개 69,000원

9 운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www.unkyoung.com

한국 조각보와 전통자수 컨셉으로 외국인들이 좋아할 키홀더, 향낭, 주머니 시리즈를 제조하는 여성기업이다.

2017년 오사카 기프트쇼 박람회를 참가하여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제안을 받아 입점했으며, 2018년 스웨덴 개인전

을 통하여 유럽인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공예 기념품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온라인 판매샵, 오프라인 매장 - 한글 타이포그라피 가방 1,000개 15,000원

10 ㈜리즈코퍼레이션
 경기 성남시

분당구
www.sheliz.com

사람을 생각하고 자연을 배려하자는 "Liz cares people, Liz cares nature." 기업 정신으로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 있

다.

 대표 브랜드인 SheElizabeth(쉬엘리사벳)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성분 및 화장품 유해 성분들을 제거하여 남녀노소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홈 헤어&바디 전문 브랜드다.

-
온라인 판매

가나아트파크
- 쉬엘리사벳 비비쿠션(화장품) 1,000개 20,000원

11 ㈜코리아티엠티 대구시 동구 www.koreatmt.com

초극세사를 이용한 아트상품을 제조, 수출하는 전문업체다.

 12년간 축적된 기술력으로 미술작품의 원화 칼라를 100% 초극세사 구현하여 현재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미술관

등 해외 유명 아트샵과 선물용품점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미술작품을 활용한 초극세사 멀티 크

리너, 안경 케이스, 크리너 셋트 등이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구

일본, 미국 등
기프트샵 유통업체(PNJ)

Van Gogh 미술관

아트상품 유통업체 artbene 등

콤보 케이스 :

안경케이스 + 렌즈 크리너

셋트

1,000개 3,500원

12 크리오스 경기도 남양주시 www.createcryart.com
크리스탈을 이용해 인테리어 소품에서부터 작은 크리스탈 스킨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다. 그 중에서 크리

스탈 스킨은 스와로브스키코리아와 협업하여 HERA , SK-II , MCM 등과 같은 업체에 납품 및 판매를 하기도 했다.
대만 - 수출상담회 등

크리스탈 싸인

크리스탈 스킨
1,000개 7,500원

13 허브어스 대구시 남구 www.herbearth.com

지구에 나는 허브로 화장품을 만드는 허브어스는 한방샴푸 및 모발 화장품 전문 제조판매회사로 러시아 고급살롱

을 주력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일반 꽃향기 나는 샴푸와 달리 허브를 활용하여 자연에 가까운 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케냐
- 모스크바 살롱 오 마이 솦 1,000개 3,000원

14 황룡사 서울시 중구 www.y-dragon.com

해당 액세서리의 독점 제조 업체로써 초소형 접착 소재를 활용하여 패션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

을 갖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용 액세서리로 가장 적합하여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 해당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상품이 노출되고, 걸어 다니는 전광판 역할이 되기도 한다.

- ㈜롯데쇼핑, ㈜엔캣 - 폰테일(모바일 액세서리) 5,000개 4,000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KOTRA 협력사업 신청 소비재기업 리스트 

7321디자인 경기도 파주시 www.7321design.co.kr 중국, 일본, 캐나다

 - 온라인: 7321스토어, 텐바이텐 외 다수

 - 오프라인: DDP, 대명리조트 內(직영)

   교보 핫트랙스(위탁)

홍콩(시티수퍼, 로그온샵)

캐나다(Renaud Bray)

미국(LA K. SOHO)

스페인(엘꼬르떼잉글레스 백화점) 등

1

브랜드 URBARNEY는 urban과 journey의 합성어로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여행하며 만난 아티스트들과 함께하

는 아트 콜라보레이션 브랜드로 프랑스 파리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나탈리레테(Nathalie Lete)를 비롯

하여, 필라델피아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자이너 켄드라댄디(Kendra Dandy)가 함께하고 있다. URBARNEY는

높은 퀄리티와 다양한 일러스트, 유니크한 디자인을 통해 리빙, 라이프스타일 제품, 문구류 등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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