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가기업 리스트

NO. 카테코리 업체명 브랜드명(한글) 브랜드명(영문) 전시품목 대표자 대표 이메일 홈페이지 부스번호

1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호텔통합솔루션(IT장비) (주)벤디트 벤디트 VENDIT 키오스크 이준규 jay@vendit.co.kr https://www.vendit.co.kr/ C-01

2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호텔통합솔루션(IT장비) 한국렌탈㈜ 한국렌탈(주) & 굿모닝 CTS Korearental Corp. & Good morning CTS 노트북,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범진규 leeyj@korearental.co.kr https://www.korearental.co.kr/ D-01

3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호텔통합솔루션(IT장비) (주)더휴식 아이크루, 아이크루이글   키오스크, RMS솔루션 김준하, 신현욱 jk.lee@thehyoosik.com www.thehyoosik.com A-10

4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호텔통합솔루션(IT장비) 한국마이크로닉 객실관리시스템 Key Truster System 객실관리시스템 김기형 micronic@micronic.co.kr www.micronic.co.kr E-23

5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호텔통합솔루션(IT장비) 더엠알네트웍스 스마트알, 스테이고 SMARTR, STAYGO 객실관리시스템, 도어락, 키오스크 이충근 cglee@mrnts.co.kr www.hotelrian.com B-17

6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호텔통합솔루션(IT장비) 두왓 두왓 DOWHAT 스마트호텔 통합플랫폼 두왓 김주영 ceo.dowhat@gmail.com www.dowhat.io E-18

7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컨텐츠미디어 주식회사딜라이브 딜라이브   TV,셋탑박스 김덕일 hsj@dlive.kr https://dlive.kr/ B-09

8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컨텐츠미디어 해시스냅 해시스냅 HASHSNAP 해시스냅 솔루션 이동현 yongwon@hashsnap.net https://hashsnap.net/ E-13

9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도어락 SALTO SYSTEMS     Digital locks, Access control solutions   s.lee@saltosystems.com www.saltosystems.com D-15

10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도어락 경원코퍼레이션 스마트이락 Smart eLock 스마트이락 유영건 tax@vingcard.co.kr www.vingcard.co.kr E-22

11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기타 주식회사오렌지스퀘어 와우익스체인지 WOW EXCHANGE 무인환전키오스크 이장백 tax@bellsoft.co.kr www.bellsoft.co.kr A-02

12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기타 로보티즈 로보티즈 ROBOTIS 집개미 김병수 lsy761@robotis.com www.robotis.com B-01

13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기타 (주)루미프렌즈 루미, 터치다이닝 RUMY, TOUCH DINING 루미, 터치다이닝 이주영 syogun@rumyfriends.com http://www.rumyfriends.com B-25

14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기타 주식회사 스마트스토어 스마트CDU SmartCDU 스마트 와인쇼케이스, 스마트CDU, 비접촉터치 엘리베이터 신경민 sales@smartstorebiz.com www.smartstorebiz.com C-28

15 호텔IT&스마트 솔루션 > 기타 주식회사 포시에스 이폼사인 eformsign 이폼사인 박미경, 이희상 hyesook@forcs.com   A-09

16 호텔 설비&장비 > 청소장비 주식회사 티오티 에코봇 Ecobot 청소로봇 상희규 zerosjin2@gmail.com www.totkorea.com B-13

17 호텔 설비&장비 > 세탁장비 (주)셀플러스 셀플러스 selllaundry 세탁실 유정윤 dltmwm@hanmail.net www.sell-plus.co.kr D-09

18 호텔 설비&장비 > 냉난방설비 일손개발 일손개발 illson 전기보일러 오재선 dlfths2001@yahoo.co.kr www.illson.co.kr A-05

19 호텔 설비&장비 > 기타 다물 디엠 에스디 클리어 필름 DM SD clear film 대리석 필름및 기타 이윤미 gapbugl@hanmail.net http://damool21.com A-01

20 호텔 설비&장비 > 기타 이브이파킹서비스(주) 이브이파킹서비스 EV parking service 전기차 충전기 이정훈 kangdw@evps.co.kr http://www.evps.co.kr C-09

21 호텔 IT&스마트솔루션 > 호텔 IT&스마트솔루션 아임밤 아임밤 I'm BOMB 올인원바(샴푸바),입욕제 유미진 imbomb.korea@gmail.com www.imbomb.co.kr B-07

22 펫 객실 > 의류 꼰띠고 디니어 d.near 디니어 댕댕체어 김빛나 lab.realbob@gmail.com https://smartstore.naver.com/dd-chair D-25

23 투자&개발, 운영 > 운영 및 브랜딩 (주)시코드 시코드 seecode 무전기 김수호 lee37153715@seecode.co.kr http://www.seecode.com/ B-18

24 텍스타일&린넨 > 텍스타일&린넨 블리스홈 스탠다드텍스타일 Standardtextile 호텔침구 린넨 타월 가운 비품 JIN XIAN FENG(김선봉 standardtextile@naver.com http://standardtextile.co.kr/ C-13

25 텍스타일&린넨 > 침구 주식회사 휴그린글로벌 코지웜 cozywarm 이불솜,듀베커버,시트커버,베개커버,메모리폼토퍼외 정다정 hugreen2019@naver.com https://smartstore.naver.com/cozy_warm? E-10

26 주방 > 주방가전 밥스테이 호텔토랑 HOTEL TORANG 호텔토랑 식음료 서비스 이지현 cys@babstay.com www.hoteltorang.com B-10

27 인데리어 데코 > 기타 라훔나노테크 RAHUM ART RAHUM ART 미디어 아트 이명훈 2002mhlee@hanmail.net http://www.rahumnanotech.com B-22

28 인데리어 데코 > 기타 터득골 터득골 Tudeukgol 우드스탁 윈드차임 이준호 odumakhouse@naver.com http://tudeukgol.com/index.php A-14

29 펫 객실 > 의류 주식회사 오앤권 리토가토 RITOGATO 반려동물을 위한 리빙용품 권민서 ritogato@naver.com https://ritogato.com/ E-27

30 어메니티&객실비품 > 어메니티 성원제약 비코드 에코 b.chord eco 고체치약 이선정 swdesign01@swpharm.co.kr http://www.swpharm.co.kr/ 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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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어메니티&객실비품 > 어메니티 서스테이너블랩 주식회사 이든 Idden 제로플라스틱 ESG 어메니티 서선미 hello@idden.co https://www.idden.co/ D-07

32 펫 객실 > 샴푸 유토페티아 더블리스풀독&캣 The Blissful Dog&Cat 샴푸,스프레이 이희경 mail@utopetia.com www.utopetiamall.com E-29

33 펫 객실 > 미용 리꼬르소 리꼬르소 ricorso 리꼬르소 워클리 풋클리너, 실키 미스트, 프루피 해충방지 스프레이 김성진 ricorso@ricorso.co.kr https://www.ricorso.co.kr D-30

34 펫 객실 > 비누 아인솝퍼시픽 아인솝 ainsoap 반려동물 샴푸, 비누, 입욕제, 미스트, 치약 안은경 ainsoapcom@naver.com www.ainsoap.com E-25

35 펫 객실 > 액세서리 시오니 펫굿즈제작소 Petgoogs Factory 애견의류,악세서리 박정원 rlackdls@naver.com www.zionee.co.kr E-26

36 어메니티&객실비품 > 어메니티 프랜더마코스메틱 프랜더마코스메틱 frienderma cosmetic 어메니티 감도윤 sales@frienderma.com https://www.frienderma.com/ E-01

37 어메니티&객실비품 > 어메니티 (주)배쓰프로젝트 배쓰프로젝트 BATHPROJECT 입욕제 박종원 gray@bathproject.kr http://www.bathproject.kr E-05

38 어메니티&객실비품 > 어메니티 플래닛팩토리 플래닛키퍼스 PLANET KEEPERS 친환경 어메니티, 천연비누 안혜미 kjykind@gmail.com www.planet-keepers.com E-02

39 펫 객실 > 미용 (주)단비 루시모 Lucymo 코코쓰담쓰담 김부자 lucymo@lucymo.com www.lucymo.com D-28

40 펫 객실 > 친환경 식기 (주)나누 나누 NANU 친환경 일회용식기 이윤노 yoonno2412@gmail.com http://nanu.syn.co.kr/ D-26

41 어메니티&객실비품 > 소모품 주식회사 유비엠솔루션 유비엠솔루션 ubmsolution 청소약품,청소도구,청소장비 오병건 ubmcleaning@gmail.com www.ubmcleaning.com C-29

42 펫 객실 > 탈취제 아리퓨어 이지세이프 펫 EZ SAFE PET 살균탈취제 최민정 mjchoi513@nate.com http://smartstore.naver.com/aripure/ E-28

43 어메니티&객실비품 > 기타 필코리아 러버메이드 / 필맙 / 카쳐 Rubbermaid / Filmop / Karcher 하우스키핑카트 / 청소카트 / 청소기 유재욱 외 1명 fil-company@naver.com http://www.filkorea.com B-08

44 펫 객실 > 청소용품 주식회사 더티제로 더티제로 DIRTY ZERO 반영구 흡착식 먼지제거제 문지영 dirtyzero2021@naver.com http://www.dirtyzero.co.kr/ D-29

45 펫 객실 > 배변패드 씬바이 씬바이 베리패드 Sceneby Berrypads 베리패드, 베리다이퍼, 베리어매트 김윤진 sceneby_berry@naver.com www.sceneby.co.kr E-30

46 어메니티&객실비품 > 객실가전(TV, 냉장고, 소형가전 등) 메가텍 메가텍 MEGATEC 무소음냉장고 배경화 mega@megatec.kr www.megatec.kr C-10

47 어메니티&객실비품 > 객실가전(TV, 냉장고, 소형가전 등) 윈텍 윈세프/보보스 WINSAF/BOBOS 무소음냉장고,디지털금고,전기포트,헤어드라이어,와인셀러 외 박윤종 wt@wintech.co.kr www.wintech.co.kr D-10

48 리빙 > 리빙 디자인북 브랜드 BranD 아트 앤 디자인북 박병관 doumi@designbook.co.kr http://www.designbook.co.kr/ D-08

49 건축인테리어 내외장재 > 바닥재 주식회사 제스트 네스트 NEST 합성목재, 돌마루, 리뉴월(루바월, N보드, 타일) 호윤수 jisoo@sakenest.com www.nestshop.co.kr C-14

50 Food & Beverage > 테이블웨어 미로 미로 MIRO 행주,수세미 등 구정은 miro137@naver.com http://miro.or.kr/ A-07

51 Food & Beverage > 주류 감자아일랜드 감자아일랜드 Gamja IsLand 포타페일에일, 단팥 슷타우뜨, 말랑피치사워, 토마토로 등 안홍준, 김규현 hj.ahn@gamjaisland.com http://www.gamjaisland.com C-26

52 Food & Beverage > 주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전레드 댄싱사이더 컴퍼니 Dancing Cider Company 스윗마마,댄싱파파,신애유자,치키피치,요새로제,와쥬블루,허니문배 이대로 admin@dancingcider.com http://dancingcider.com B-26

53 펫 객실 > 간식 펫크루 펫크루 petcrew 펫크루 산양유 동결건조 트릿[3종], 오래먹는 천연 개껌[야크츄] 등 서한석 ceo@kangseocorp.com https://petcrew.co.kr D-27

54 Food & Beverage > 기타 에코아미가 에코아미가 Ecoamiga 갈대빨대, 밀대빨대, 천연빨대, 호밀빨대  김병열 Ecoamiga@naver.com www.ecoamiga.com A-04

55 Food & Beverage > 기타 리와인드 리와인드 Rewind PLA 아이스컵, 대나무 종이컵,밀짚 식품용기 bekind-rewind@naver.com http://www.rewind2nature.com A-04

56 F&B > F&B 주식회사 티타임 감탄커피 gamtancoffee 커피머신 및 원두커피, 드립백커피 박원찬 coffee@teatime.or.kr https://gamtancoffee.com/ C-25

57 F&B > F&B 모리스앤코주식회사 모리스앤코 레인에코 MORRIS&CO RAINECO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정태봉 khsa-morris@hanmail.net www.umbrelladry.com B-16

58 Food & Beverage > 기타 (주)제호 테라 챠핑디쉬 TERA CHAFING DISH 스테인레스받드, 챠핑디쉬,기타뷔페기물 황인한 jeho2977@naver.com www.jeho.co.kr D-14

59 인데리어 데코 > 디자인 소품 드림스카이 드림스카이 DreamSky 여행드로잉 굿즈, 디자인소품 이준천 dreamskyjoon@naver.com https://www.dreamsky33.com/ B-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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