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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서문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leading this economic mission 
to Korea. I am proud that I and my colleague, Minister 
for Agriculture Martijn van Dam are accompanied by an 
outstanding business delegation, with expertise from 
numerous top sectors: agriculture and food, horticulture and 
starting materials, high-tech systems and materials and the 
creative industry.

With this visit to Korea we are further strengthening our already close bonds. 
There is a great deal of Dutch interest in Korea. It is our second-largest export 
partner in Asia, after China. The Netherlands in turn is Korea’s third-largest 
EU trade partner. Besides these strong economic ties, the Netherlands and 
Korea also share common economic ambitions. Both countries focus on trade 
and innovation. While the Netherlands is known in Korea for its expertise and 
experience in agriculture, food, and water management, this economic mission 
is also aimed at exploring new opportunities with Korea in fields like high-tech, 
the creative industr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goal is to fin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shared challenges we face.

The Netherlands looks forward to deepening and broadening our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There is plenty of potential: our trade volume of goods 
and services increased by 44% in the period from 2010 to 2015. At the same time 
we have also seen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setting up operations in 
the Netherlands growing year on year. We currently have around 135 Korean 
companies with a base in our country. The Netherlands can proudly call itself 
Korea’s Gateway to Europe!

I am delighted to present a delegation of 70 businesses and research 
organisations that showcases the impressive and diverse nature of Dutch 
expertise in several sectors. I am pleased that this economic mission is 
proceeding under the capable guidance of the Confederation of Netherlands 
Industry and Employers (VNO-NCW) and the President of the FME Association, 
Ineke Dezentjé Hamming–Bluemink. I am confident that this mission will prove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Korean and Dutch parties to further deepen our 
successful relationship.

Mark Rutte
Prime Minister of the Netherlands 

저와 마틴 반 담 농업 장관은 농식품, 원예 및 시재료, 첨단 기술, 시스템과 소재, 그리고 

창의 산업 등 유망한 산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방한으로 양국간의 따뜻한 유대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네덜란드 

수출 대상국이며 네덜란드는 EU에서 세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유대 관계 외에도, 네덜란드와 한국은 공통된 경제 발전의 포부를 갖고 있으며, 

양국 모두 무역과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덜란드는 농식품과 수자원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경제 사절단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공유해야 할 도전들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첨단 기술, 창의 

산업, 농업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네덜란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협력의 폭을 넓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상품과 서비스 무역량이 44% 증가 했다는 사실에서 그 잠재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내 한국 기업 수도 매년 증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5

여개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에 진출해 있고 네덜란드가 한국의 유럽 진출 관문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인상적이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국가임을 보여주는 70여 네덜란드 기업 

및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네덜란드 사절단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유능한 지도력을 

가진 네덜란드 산업 경영자 연합 (VNO-NCW)과 네덜란드 하이테크 산업 경영인 협회 

(FME)의 이네께 데젠테 하밍-블루밍크 회장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이 한국과 네덜란드의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더 강건히 할 기회임을 양국에 증명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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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서문

Korea and the Netherlands have always maintained a good 
relationship. Established long ago, both countries have 
in recent decades further developed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that have brought mutual prosperity and benefits.
I see many reasons to further strengthen this relationship 
and the conditions to realize that aim are excellent. Both 
countries have sophisticated and dynamic economies 
and have important features in common. The mutual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can in their 
combination provide great opportunities.

The Netherlands, although relatively small in surface and population,  is a mid-
sized economy with a very high standard of living and an always surprising 
entrepreneurial spirit. Together with the main port function that The Netherlands 
has in Europe, it has provided an outstanding economic position in Europa as well 
as in the world. 

The visit of Prime Minister Mark Rutte is combined with a visit of Minister of 
Agriculture, Mr. Martijn van Dam, with a CEO business delegation, representing 
some of the largest enterprises in the Netherlands and a business delegation from 
relevant sectors such as agri-food, horticulture, high tech systems and materials 
and our creative and gaming industry.

This mission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for both governments as well as 
businesses to show the potentials that are present. During the seminars, company 
visits, match making events, a trade dinner, bilateral policy meetings and focused 
discussions, Dutch and Korean businesses are able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aspirations. They provide an opportunity to show that the Netherlands is for 
many companie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preferred location to establish their 
production facilities and global or regional headquarters.

Korean-Dutch economic relations have a rich past and a promising future. I 
encourage businesses of both countries to seek for opportunities to strengthen 
this relationship even more and I am convinced that this mission will be of great 
added value to that process.

Good luck!

Ineke Dezentjé Hamming – Bluemink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Confederation of Netherlands Industry and 
Employers VNO-NCW and President Association FME and Chair Smart Industries 

한국과 네덜란드는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오래 전에 시작된 양국의 경제 

교류는 근 몇 십년 동안 더욱 발전하여 양국의 번영과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이유는 이로 말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조건들도 현재 매우 

우호적입니다. 두 나라 모두 정교하고 다이나믹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유하는 그 특징과 장점을 조합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과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활수준과 놀라운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중견 경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유럽의 항구 도시라는 기능이 결합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적 지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Mark Rutte 총리의 방문에, Martin van Dam 농림부 장관, 네덜란드 최고 규모의 

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CEO 대표단, 그리고 농산품, 원예, 최첨단 소재와 시스템, 그리고 

창조산업과 게임 산업 등의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대표단이 함께 합니다.

이번 행사는 양국 정부와 더불어 기업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세미나와 업체 견학, 기업 결연 이벤트, 기업들과 함께하는 만찬, 상호 정책 회의와 포커스 

토론을 통해 네덜란드와 한국의 기업이 서로의 지식과 목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네덜란드를 제조 설비와 국제 혹은 지역 본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곳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지속적으로 활발한 경제 관계를 이어 왔고 그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저는 양국 기업이 이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를 

격려하고 이번 행사가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을 확신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Ineke Dezentjé Hamming – Bluemink
네덜란드 산업-고용인 연합 위원회 VNO-NCW와 회장단 연합 FME 임원진, 

스마트기술산업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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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the Netherlands
Joining forces to create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most liveable world, 
now and in the future.

Worldwide ranking

How do the Dutch make a difference? 
Through their interactive approach to finding 
innovative solutions to the big challenges fac-
ing the world today. The Dutch way of thinking 
and working has been shaped by centuries 
of living in the low-lying delta of the Neth-
erlands. Through the ages, the Dutch have 
joined forces to find ingenious ways to tackle 
challenges like water, urbanisation, energy, 
food, health and security. By being inventive, 

pragmatic and open to new challenges, the 
Dutch have created a flourishing and resilient 
land. The Netherlands is a constantly evolving 
ecosystem of cities, industry, agriculture and 
nature, all integrated through smart infra-
structure. It is a source of knowledge and 
experience that the Dutch are keen to share 
with others. Learning from the past to create 
a better future. Together, seeking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most liveable world.

1st  Best performing European healthcare system 
  (2013, Euro Health Consumer Index)
1st  Production and auctioning of cut flowers and flower bulbs
2nd  Number of broadband connections per 100 inhabitants (39.4%)
2nd  Density of road network
2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103.3 billion US Dollar)
2nd  Quality of Water Transportation (9.04)
2nd Logistics performance Index (4.05)
4th  Largest seaport in the world (Port of Rotterdam), largest in Europe
6th  Exporter of goods (555 billion US Dollar)
7th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Netherlands (From Europe)
8th  Import of commercial services (119 billion US Dollar)
9th  Dutch investments abroad (976 billion US Dollar)
9th  Importer of goods (501 billion US Dollar)
9th  Export of commercial services (134 billion US Dollar)
 

Facts & Figures

• Official name  Kingdom of the Netherlands
• Form of government  Constitutional monarchy, parliamentary democracy
• Head of State  His Majesty King Willem-Alexander, King of the Netherlands, 

Prince of Orange-Nassau
• Capital  Amsterdam
• Seat of government  The Hague
• Administrative structure  Twelve provinces and the overseas territories 

of Aruba, Curacao and St. Martin. The overseas island of Bonaire, Saba and 
St. Eustatius, all three of which are situated in the Caribbean, are ‘special 
municipalities of the Netherlands’

• Surface area  33.800 km2            
• Location  Western Europe, by the North Sea, bordering Belgium and Germany
• Number of inhabitants  16.915.195 (April 2015)
• Number of inhabitants per km2  500 (April 2015)
• Monetary unit  Euro
• Languages  Dutch, Frisian

Sources: Holland Compared, CBS, DNB, World Bank, IMF, OECD, WTO, UNCTAD, EIU, IMD Business School

Building with nature
An innovative method for coast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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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Holland Compared, CBS, DNB, World Bank, IMF, OECD, WTO, UNCTAD, EIU, IMD Business School

네덜란드 소개
지속 가능한 대응책을 통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나라. 

세계 순위

네덜란드는 어떻게 차별화 될 수 있었나?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네덜란드는 상호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적인 

대응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네덜란드 식 사고방식

과 업무방식은, 수세기에 걸친 저지대 삼각주에 

기반이 된 삶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몇 대에 걸쳐, 물, 도시화, 에너지, 음식, 건강, 안

전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기발한 방법을 찾

고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독창적이고 

실용적이며, 열린 자세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네덜란드인의 노력으로, 비옥하고 회복력 

있는 토지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도시, 산업, 농업, 자연의 생태계를 꾸

준히 진화시키며, 이 모든 것을 스마트 사회기반

시설을 통해 통합시켰습니다. 이는 네덜란드인 서

로가 공유하고자 했던 지식과 경험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며, 더 나은 미래

를 위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대응책을 찾고자 한 모두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1위  최고의 유럽 의료보험제도 

  (2013, 유로 건강 소비자 지수)

1위  절화/구근 생산량 및 경매량

2위  거주자 100명 당 광대역 연결 수(39.4%)

2위  도로 교통 밀도

2위  농산품 수출량(1,033억 US 달러)

2위  수상 운송 등급(9.04)

2위  물류 수행 지표(4.05)

4위  세계 항구 규모(로테르담 항구), 유럽 최대 규모

6위  상품 수출업자(5,550억 US 달러)

7위  유럽 내, 외국인 직접투자

8위  상업 서비스 수입(1,190억 US 달러)

9위  네덜란드 해외 투자(9,760억 US 달러)

9위  상품 수입업자(5,010억 US 달러)

9위  상업 서비스 수출량(1,340억 US 달러)

국가 기본 정보

정식 국명:  네덜란드 왕국

정치 형태:  입헌 군주제, 의회 민주주의

국가 원수: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오렌지 나소 왕자

수도:  암스테르담

행정 수도:  헤이그

행정 구조:  12개 주 및 해외령인 아루바, 큐라소, 세인트 마틴 섬 카리브 제도에 위치

한 특별자치지구인 보네르, 사바, 세인트 유스타티우스 섬 

표면적:  33,800㎢            

위치:  서유럽, 북해 인근, 벨기에와 독일에 인접

인구:  16,915,195(2015년 4월 기준)

㎢당 거주 인구 수:  500(2015년 4월 기준)

통화:  유로

언어:  네덜란드어, 프리지아어

Sources: Holland Compared, CBS, DNB, World Bank, IMF, OECD, WTO, UNCTAD, EIU, IMD Busines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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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ike the Netherlands, has an open 
and vibrant economy largely dependent 
on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nd like 
the Netherlands, Korea has flourished from 
a culture built on the values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he Netherlands 
and Korea, although comparatively small 
in size punch well above their weight – the 
economies of both countries rank among 
the top 20 in the world in terms of GDP. In 
the fifty five years since the opening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nations, 
both have experienced exceptional growth 
through finding common bond in the areas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elations.  

Looking towards the future  
The visit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Netherlands, Mr. Mark Rutte, together with 
the Minister of Agriculture, Mr. Martijn van 
Dam, and 70 companies, is quite timely and 
focuses on areas that will create a win-win for 

The Netherlands and Korea. Two countries with an ambitious economic 
agenda and a clear focus on creating a 21st century economic 
environment.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from 
Korea and the Netherlands. Together with 
Korea, a program has been created that will 
allow the participants to share know-how  and 
innovations in the areas of smart industry, big 
data, agro-food & technology and creative 
industry. 

The 2011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Korea has been a great benefit to 
both our countries. Korea is the 2nd trading 
partner for the Netherlands in Asia while the 
Netherlands is the 2nd largest importer of 
Korean products among EU member states. 
Both  Korea and the Netherlands invest 
heavily in each other’s economies – presently 
there are more than 70 Dutch companies 
in Korea. At the same time, more than 135 
Korean businesses are registered in the 
Netherlands. 

Recently, Korea and the Netherlands have 
embarked on a new venture. The countries 
joined hands in the water sector and 
took their partnership to third countries. 
Together we are working in Indonesia to 
assist the country in its battle against rising 
water levels.  Next to a very positive trade, 
investment and dynamic cooperation, we see 
a sharp rise in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in the Netherlands. This means more young 
Koreans will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etherlands.

All these are very promising developments 
that will help in building an even stronger 
relationship. In other words, Korea and the 
Netherlands are building an economic future, 
together! 

Korea and the Netherlands
Building the futur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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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 무역과 투자 

의존도가 높은 개방적이고도 활기찬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혁신과 기업

가정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번창시켜

왔습니다. 양국은 비교적 작은 국가지만 GDP 기

준 세계 20위 안에 드는 경제 성과를 이루었습니

다. 수교를 맺은 이후  55년에 거쳐 양국 모두 경

제, 사회, 정치적 관계에서 공통된 유대를 찾으면

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마틴 반 담 농업 장관

과 70여개 네덜란드 기업들의 이번 방한은 시기 

적절하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민관 부분 모두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두 국가는 야심찬 경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1세기 

경제 환경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윈-윈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가

자들이 스마트 산업, 빅 데이터, 농식품 기술과 창

의산업의 노하우와 혁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

과 함께 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11년 체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은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네덜란드의 교역 파트너이며, 네덜란드

는 EU에서 두 번째로 한국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상대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네덜란드에는 70여개 한

국 기업이, 한국에는 135여개 네덜란드 기업이 진

출해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네덜란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

니다.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손을 잡고 제 3국에

서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수

면 상승 문제 해결하고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무역, 투자, 기업 활동에서의 역동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

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

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네덜란드를 더욱 잘 이해하

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희망적인 발전으로 양국 관계를 더

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과 네덜란

드는 미래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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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a van Eeden
Relations & Innovation Manager

A3Hoogland/Lamikon
Bramenberg 8
NL-3755 BX Eemnes
P: +31 357 600 083
E: rhoda@lamikon.nl
www.a3hoogland
www.lamikon.nl

E: rhoda@a3hoogland.nl
M: +31 618 903 138

A3Hoogland/Lamikon

Lamikon Plan
This is a renovation system for existing wooden frames. It restores the 
moisture of the wood and target the cause of damage to timber.
Increased moisture levels are detected and identified the causes. A 
project advisory indicating the measures to be taken to achieve a frame 
that is free of wood damage and maintenance.

It has proven itself for over 25 years. In preventive uses as well.
Renovation and transformation of vacant premises by our renovation 
and construction firm.

A3Hoogland
CM Specialist
lamikon.nl

• Maintenance of wooden façade elements means structural 
maintenance.

• Maintenance is adjusting a continuous process of monitoring and 
conditions.

• By controlling maintenance costs more Budget certainty.
• Experience and knowledge of member companies in the network 

contribute to a continuous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roving 
results-oriented maintenance techniques.

설치된 목재 골조에 대한 레노베이션 시스템입니다.  목재에 수분을 
재 공급하고, 각종목재 손상의 원인을 찾아내 조치를 취합니다.
수분량이 높아지면 원인을 밝혀내 알맞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자문팀이 목재 손상이나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 효과는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증되었습니다.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본 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우리의 레노베이션과 공사 업체는 폐 건물의 개조와 리모델링 또한 
진행합니다.

A3Hoogland
CM Specialist
lamikon.nl
 
• 목재 파사드의 유지보수는 구조적 보수를 의미합니다.
• 유지보수는 모니터링과 상태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 유지보수비를 통제하여 예산의 확실성을 높이십시오.
• 우리의 네트워크에 속한 협력사의 경험과 지식은 결과지향의  
 유지보수 기술을 개발 및 개선하는 지속적인 과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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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ia de Grave Curado
Director Founder - Owner 

AgrenNewEnergy
Ring 604
NL-3195 XT Pernis
P: +31 108 469 765
E: info@agrennewenergy.com
www.agrennewenergy.com

M: +31 617 048 100

AgrenNewEnergy

AgrenNewEnergy (AG) is a Dutch-based holding company with 
currently two wholly owned subsidiaries. Agro Novas Energias Limited 
is a Mozambique-based subsidiary and Agro Novas is a Brazilian based 
subsidiary.

With the target to reach many countries with plantations of Crambe and 
other Energy crops for use as solid biomass and liquid biomass for the 
chemistry as for bio fuels and on this way to fulfil the Bio Based Economy. 
In addition project plantations for Biomass wood pallets.

AgrenNewEnergy is bringing already, in partnership with Wageningen 
University and SLU(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e Sciences), new 
varieties for new research in fields and genetically, to different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plantations for Bio fuels and Chemical 
industry goals.

아그렌 뉴 에너지(AgrenNewEnergy(AG))는 네덜란드 기반의 지주 
회사로 현재 완전자회사를 두 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Agro Novas 
Energias Limited는 모잠비크에 소재한 자회사이며 Agro Novas는 
브라질에 소재한 자회사입니다. 

많은 국가에 크람베 등 기타 에너지 작물의 플랜테이션을 
퍼뜨려 고체 및 액체 바이오매스의 화학적 반응을 통한 바이오 
연료로 활용하여 바이오 기반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가적인 프로젝트로 바이오매스 우드 펠렛을 생산하는 
플랜테이션도 있습니다. 

아그렌 뉴 에너지는 이미 와게닝헌(Wageningen)대학과 스웨덴 
농업과학대학(SLU)과 협력하여 연구 분야에 새로운 주제를 소개함과 
동시에 다양한 나라의 바이오 연료와 화학 산업에 기여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Jeroen Pop 
Lawyer, Partner

AKD
Gustav Mahlerlaan 2970
NL-1081 LA Amsterdam 
PO Box 59280
NL-1040 KG Amsterdam
P: +31 882 535 000
E: info@akd.nl
www.akd.eu

E: jpop@akd.nl
P: +31 882 535 509

AKD

AKD is one of the largest law firms in the Netherlands. With a team of 220 
committed lawyers, civil-law notaries and tax lawyers, AKD delivers high 
quality legal and tax services in nearly all legal fields, based on a full-
service approach. Our client base varies from very large multinational 
companies to stock-listed Dutch entities, from large corporates to family 
owned businesse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o municipalities and 
hospitals. AKD was awarded 2016 ‘Law firm of the Year: Benelux’ by The 
Lawyer. AKD has offices in the Netherlands, Belgium and Luxembourg. 
Outside the Benelux, AKD cooperates on a daily basis with highly 
reputable law firms covering all major jurisdictions. AKD is the only 
Dutch law firm with a special Korea desk assisting Korean clients with 
over 10 years of experience in all sectors. We also have Korean speaking 
staff. Our Korean client base consists of both holding and operational 
companies. 

AKD는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로펌 중 하나입니다. 
220명의 변호사, 민법 공증인, 조세 변호사 팀으로 이루어진 AKD
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품질 법률 및 조세 관련 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KD의 광범위한 고객층은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과 
네덜란드의 상장 기업, 대형 기업과 가족 소유 사업체, 금융 기관과 
지방 당국 및 병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2016년에는 
The Lawyer Europe Award에서 AKD를 ‘2016년, 베네룩스 지역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AKD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베네룩스 이외 지역에서도, 
명망 높은 로펌들과 협력하여 주요 관할권을 관장 있습니다. ADK
는 10년 넘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고객들을 돕고 있으며, 한국 
고객을 위한 특별 데스크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네덜란드 로펌 
입니다. 또한, ADK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고객은 지주회사 및 일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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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Marie Pos-Terlouw
Creative and managing director

Balletstudio Violetta
Prinses Margrietstraat 52
NL-2983 EJ Ridderkerk
P: +31 180 850 674
E: info@balletstudiovioletta.nl
www.balletstudiovioletta.nl

M: +31 618 352 530
M: +82 10 6780 0925(Korea)

Balletstudio Violetta

Balletstudio Violetta, founded in 2006, is a professional, non-
government funded danceschool. Offering ballet (Vaganova), 
contemporary dance, hiphop, jazzdance, Pilates and 
Bodyharmonyclasses. Successfully guiding talented students towards 
becoming professional dancers and teachers.

Our mission: Danceclasses for young and old and every level. We believe 
that everyone should have access to dance-education. Enjoy dancing 
and grow in selfconfidence and creativity.

Students that complete a year of training, receive a certificate of 
accomplishment. Students perform in theatres, markets, receive special 
workshops/masterclasses.

The studio and its teachers a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Dance 
Council, Unesco. Students can follow the special CID danceprogram 
and receive an international certificate from CID/Unesco. Through 
this network of international professionals, we can offer workshops, 
masterclasses, lectures and performances to schools, companies and 
students.

We have a professional team of experts, with diploma’s and experience. 
Trainees come from distinguished schools and are trained by the owner.

2006년에 설립된 Balletstudio Violetta는 민간 전문 댄스스쿨입니다. 
발레(바가노바), 컨템포러리 댄스, 힙합, 재즈댄스, 필라테스, 바디 
하모니 수업을 진행하며, 재능있는 학생들을 전문 댄서 및 강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댄스 교습을 
목표로 자신감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댄스 수업을 제공합니다.

1년 코스를 완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학생들은 
공연장이나 마켓에서 공연하게 되며, 특별 워크숍 및 전문가 코스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튜디오 및 소속 강사들은 유네스코 국제 무용 협회 회원으로, 
학생들은 특별 CID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CID/유네스코의 국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회사, 학생들에게 워크숍, 전문가 코스, 강의, 공연을 
제공합니다.

관련 학위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은 
유명 학교 출신으로, 책임자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Lodewijk van der Peet
Managing Director

Beyenmeyer
Weteringschans 98
NL-1017 XS Amsterdam
P: +31 207 073 225
E: info@beyenmeyer.nl
www.beyenmeyer.nl

E: lodewijk@beyenmeyer.nl
M: +31 653 241 663

Beyenmeyer 

We live in an exciting time. A time of rapid changes. A time when new 
retailers appear and vanish overnight. Where trusted retail giants make 
way for the new. Where holes are appearing in the shopping streets, an 
opportunity waiting to be filled, for example by better accomodating 
the needs of customers.

New retail concepts are recieved in general with enthusiasm and gain 
a lot of media attention.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the average Dutch 
consumer is by nature incredibly curious. Holland is the perfect test 
market for Europe; “If you can make it here, you’ll make it anywhere”. 
We can help you with the roll-out of your retail concept in The 
Netherlands. We can find the perfect location, renovation, design and 
ultimately help you to fine-tune your concept to make it a perfect fit for 
the local consumer demands, including marketing and communication. 
Everything under one roof.

우리는 역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이지요. 
하룻밤만에 새로운 소매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신용 높은 대규모 유통업체도 새로운 업체에 자리를 내줍니다. 쇼핑 
거리에 허점이 보이면 고객의 요구를 더 잘 대응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소매업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철학은 일반적으로 열렬한 반응과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습니다. 네덜란드의 소비자가 호기심이 
넘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진출을 위한 
완벽한 테스트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성공한다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신의 소매 철학을 네덜란드에서 펼쳐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가게를 열기 위한 완벽한 위치부터 리모델링, 디자인,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역 소비자의 요구에 딱 맞아 
떨어지도록 아이디어를 조정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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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Statistics Netherlands
Henri Faasdreef 312
NL-2490 HA The Hague
PO Box 24500
P: +31 703 374 763
www.cbs.nl

E: tbpm.tjin-a-tsoi@cbs.nl

E: m.vandersteen@cbs.nl
M: +31 650 514 646

CBS - Statistics Netherlands 

The mission of CBS (Statistics Netherlands) is to publish national and 
European reliable and coherent statistical information. Furthermore, CBS 
carries out capacity building projects in other countries. Also, CBS is the 
provider of Blaise®, an internationally renowned software platform for 
developing and execution of complex surveys. 

CBS is an innovative organisation which actively responds to the 
needs of society, providing statistics describing economic and social 
phenomena by presenting its figures in conjunction with recent 
developments. To this end CBS publishes news releases through 
different channels. 

CBS’ innovation strategy aims at creating major improvements in the 
most important areas such as big data, open data, real-time statistics etc. 
In order to achieve this, CBS looks for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s in 
an open innovation environment with academia, research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CBS is an autonomous administrative body within the government.

CBS(Statistics Netherlands)의 목표는 유럽 및 네덜란드에서 신뢰도 
높고 일관성 있는 통계 정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CBS는 
다른 국가에서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CBS는 복잡한 
설문조사의 개발과 실행을 도와주는 국제적인 명성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Blaise®의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CBS는 사회 및 경제적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를 최근의 사회 현상과 
연계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여 사회적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조직입니다. 이로 인해  CBS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CBS의 혁신전략은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실시간 통계 등과 같이 
중요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CBS는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서 함께할 국제적 
전략 파트너를 학계, 연구 기관, 민간 분야에서 찾고 있습니다. 

CBS는 정부 내의 자치행정기구입니다.

Paul Alberts
Director BrandTech 

Brandtech 
Danzigerkade 2e
NL-1035 NR Amsterdam
P: +31 204 703 570
E: info@brandtechcompany.com
www.brandtechcompany.com
www.bondd.com
www.confercall.com

E: paul@brandtech.com
M: +31 626 322 975

Brandtech

Brandtech is specialist in mobile telecom applications. 

The Bondd app allows anybody in the world to make free mobile calls 
worldwide. Real calls, no voip. The calls are free because they are paid for 
by the commercial that is shown before the call. 

Confercall is an application that enables conference calls directly from 
your address book. Just choose multiples persons in your address book 
and call them at once. Both apps are available for IOS and Android 
mobile calls worldwide. The calls are free because they are paid for by 
the commercial that is shown before the call. Confercall is an application 
that enables conference calls directly from your address book. Just 
choose multiples persons in your address book and call them at once. 
Both apps are available for IOS and Android. If the call is not sponsored 
the price is 5 eurocents per minute, worldwide, fixed and mobile.

Brandtech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문 기업입니다.  

Bondd 앱은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휴대폰으로 무료 통화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인터넷 전화가 아닌 진짜 전화 통화입니다. 통화를 
하기 전 재생되는 광고 덕분에 통화료가 없습니다. 

Confercall 앱을 이용하면 당신의 연락처 목록에서 바로 컨퍼런스 
콜을 걸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서 여러 사람을 선택한 뒤 한 번에 
전화를 걸면 됩니다.본 앱 또한 통화를 하기 전 재생되는 광고 
덕분에 통화료가 없습니다.두 앱 모두 전세계의 iOS와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광고가 없는 경우, 유무선 통화료는 세계 
어디서든지 분당 5센트(유로)입니다.

Tjark Tjin-A-Tsoi
Director General 

Marcel van der Steen
Manager Innovation and Busines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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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hon
ABC Westland 555
NL-2685 DG Poeldijk
PO Box 90
NL-2685 ZH Poeldijk
P: +31 174 225 080
E: info@certhon.com
www.certhon.com

E: marc.vijverberg@
certhon.com
M: +31 651 254 824

Marc Vijverberg
Export Manager

Certhon 

Certhon, established in 1896, designs and realizes greenhouses, growth 
chambers and greenhouse installations for the international horticultural 
industry. We realize completely integrated projects as well as specific 
heating, cooling, irrigation and electro technical systems.

Certhon uniquely bundles this know-how right from the start of a project 
which offers many advantages: optimization of the project and the 
logistics, saving time and money. It is a methodology which guarantees 
the best possible end product, which meets all requirements. 

This is why we use the term ROI-key (key to return on investment) instead 
of turnkey. In these projects in particular, the combination of expertise 
gives added value, from setting up the business case to project realisation 
and after sales service, including agronomical support.

1896년에 설립된 세르톤(Certhon)은 국제 원예 산업을 위해 
비닐하우스, 성장 챔버, 온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기업입니다. 완전 
통합 프로젝트와 더불어 개별적인 난방, 냉방, 관개와 전기 기술 
시스템 프로젝트도 수행합니다.

세르톤은 프로젝트의 초창기 시점부터 고유한 노하우를 결합하여 
장점으로 활용합니다. 프로젝트와 물류 최적화를 통해 시간과 돈을 
절약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키 대신 ROI-key(key to return on investment)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례 준비부터 프로젝트 실행과 재배법 지원을 
포함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가진 
전문성의 조합이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Joes van Genuchten 
CEO Codrico Rotterdam
 

Codrico Rotterdam 
Rijnhaven Z.z. 15
NL-3072 AJ Rotterdam
PO Box 51069
NL-3007 GB Rotterdam
P: +31 102 906 666
E: vanleeuwen@codrico.com
www.codrico.com

E: genuchten@codrico.com
M: +31 653 225 268

E: kuiper@codrico.com
M: +31 610 261 586

Codrico Rotterdam  

Codrico Rotterdam specializes for almost 50 years in milling high-quality 
non-GMO maize into maize (flaking) grits/flours for the breakfast cereal 
industry. Another long-lasting specialism is the thermo-mechanical 
treatment of cereal grains and pulses, e.g. (chick)pea, lentils, resulting 
in gluten-free functional food ingredients, suitable for (clean-label) 
applications within the snack food industry and other related food 
ingredients markets, such as the convenience food industry.

The product portfolio includes a range of pregelatinized/instant flours 
for production of baked crackers, snack pellets, ingredients for direct 
extrusion and traditional Masa harina for tortilla-chip production. The 
company is operating with complete and comprehensive supply-chain 
management (from seed to ingredient), certified quality-systems (IFS, 
BRC, ISO, Halal, Kosher) and specific technical knowledge/support 
for cost-effective ingredient solutions, e.g. potato granules/flakes 
replacement in snacks.

코드리코 로테르담(Codrico Rotterdam)은 약 50년 동안 고품질 
비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제분하여 아침식사용 시리얼에 쓰이는 콘 
그릿 및 옥수수 가루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왔습니다. 또 다른 전문 
분야는 시리얼 곡물 및 콩류(예: 병아리콩, 렌틸콩)의 가공 열처리로 
즉석 식품 산업과 같은 스낵 업계 및 관련 식재료 시장 내 클린 
레이블 운동에 적합한 글루텐 비함유 식재료를 생산합니다.

상품 구성은 구운 과자와 스낵 펠릿 생산을 위한 전호화분 녹말 및 
인스턴트 밀가루 군, 토르띠아 칩 생산을 위한 직접 압출 및 전통 
마사 하리나 옥수수 가루를 포함합니다. 코드리코 로테르담은 완성된 
종합 공급 체인 관리(씨앗부터 식재료까지), 인증된 품질관리 시스템
(IFS, BRC, ISO, Halal, Kosher), 비용효과적인 식재료 솔루션(예: 스낵 
대체용 감자 과립 및 플레이크)을 위한 전문 기술 지식 및 지원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Erwin Kuiper
Director R&D,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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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Couwenbergh 
Architect / Managing Partner  

ConsortArchitects
Prins Hendrikkade 18
NL-3061 ZM Rotterdam 
PO Box 2855
NL-3000 CW Rotterdam
P: +31 104 117 814
E: info@consortarchitects.com
www.consortarchitects.com

E: pcouwenbergh@
consortarchitects.com
M: +31 651 144 098

ConsortArchitects

ConsortArchitects is a Dutch architectural firm, based in Rotterdam, 
The Netherlands.

The firm stands for a typical Dutch approach to all of their design 
assignments. This approach is best described as: personal, innovative 
and highly rewarding. Their aim is to match and even surpass the client’s 
expectations. They achieve this goal by following an integrated design 
strategy: considering durability, sustainability, profitability and human 
wellbeing. This results in high quality buildings with an iconic quality.
ConsortArchitects offers clientele a high level of service and design 
aesthetics with strong focus on feasibility, finance and sustainability.

The work scope includes architectural-, interior- and landscape design, as 
well as urban concepts. ConsortArchitects has served various corporate 
clients among which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ies in the high-tech 
manufacturing business, trade-companies and logistic enterprises.
Architect and managing partner Mr. Peter Couwenbergh maintains close 
connections with South-Korea, since 2006. The iconic high-rise GT Tower 
in the Gangnam-district in Seoul was designed by him and his team.

ConsortArchitects는 로테르담에 기반을 둔 네덜란드 건축 
기업입니다.

ConsortArchitects는 모든 설계를 전형적인 네덜란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접근방식은 개인적이고, 혁신적이며,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객의 기대치보다도 높은 수준의 
결과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견고성, 지속 가능성, 
수익성,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설계 전략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눈에 띄는 탁월함을 
지닌 고품질의 건물로 실현됩니다.
ConsortArchtects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사업성, 경제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설계 미학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작업의 범위는 건축, 인테리어, 그리고 조경 디자인과 도시 컨셉 등을 
두루 아우릅니다. ConsortArchitects는 하이테크 제조업의 다국적 
기업, 무역업체, 물류기업 등 다양한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건축가이자 관리 이사인 Peter Couwenbergh 씨는 2006년부터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징적인 GT 고층 타워는 Peter Couwenbergh 씨가 팀과 함께 
설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Delphy
(location Bleiswijk)
Violierenweg 3
NL-2665 MV Bleiswijk
PO Box 4
NL-2665 ZG Bleiswijk
P: +31 105 221 771
E: info@delphy.nl
http://delphy.nl/en/teams/
team-asia/

E: a.vanderhout@delphy.nl
M: +31 648 154 664

Arco van der Hout
Consultant Asia 

Delphy 

Delphy is the largest global commercial sevice provider in the field of 
cultivation and production related knowledge regarding food & flower 
proccesses in horticulture and agriculture. The experts of Team Asia are 
specialized in knowledge development and knowledge implementation 
for clients in Asia. With Dutch and local experts Dutch knowledge will be 
implemented and applied to loc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gricultural and Horticutural Projects & Management  
• Cultivation management  • Crop planning  • On-site operational support
• SupportDesk (7/24)  • Training on the job

Training & Education
• Cultivation  • Management  • Tailor made  • On-site or in the Netherlands

Local Project Development & Expertise
• Functional design  • Tender Procedure  • Construction monitoring 
• Training & Education of management and staff  • Operational 
Cultivation Support

Knowledge Development & Implementation
In our innovation sites we do experiments, demonstrations and 
implementation of:
• New cultivation technologies  • Variety experiments  • New cultivation 
concepts  • Practical facility for Training & Education

Services are provided to investors, entrepreneurs, governments and 
growers.

Delphy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 서비스 기업으로, 농/원예 식품 
및 화훼 가공과 관련된 재배 및 생산 지식을 제공합니다. 아시아 
팀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고객을 위해 지식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네덜란드와 현지의 전문가들이 네덜란드의 기술을 현지 조건과 
환경에 맞춰 적용합니다.

농/원예 프로젝트 및 관리  
• 재배 관리
• 작물 계획
• 현장 운영 지원
• 서비스 데스크
 (24시간 연중무휴)
• 직업 교육

훈련 및 교육
• 재배
• 관리
• 맞춤형 교육
• 현장 교육 또는 네덜란드 
 현지 교육

투자자, 사업가, 정부, 재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지 프로젝트 개발 및 전문성
• 기능 설계
• 입찰 절차
• 시설물 모니터링
• 임원진과 직원의 훈련 및 교육
• 운영적 재배 지원

지식 개발 및 실행
혁신 현장에서 진행되는 연구, 입증, 
시행:
• 새로운 재배 기술
• 다양한 연구
• 새로운 재배 개념
•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실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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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jkma
Vuurijzer 5
NL-5753 SV Deurne
P: +31 493 319 360
E: info@dijkmabv.com
www.dijkmabv.com

Dijkma 

The Dijkma Company has been specialized in the worldwide import and 
export market for over 40 years. We can offer you good quality new and 
used tractors. During the past years we have established good business 
contacts in a worldwide network of customers and suppliers of all kind 
of goods, demanded by our customers. We can ship containers, Ro/Ro, 
etc. to any country in the world. Dijkma Import - Export was established 
to supply economically new, used and refurbished quality farm tractors 
abroad to diverse worldwide customers. We try to be flexible to facilitate 
the always changing demands of the modern agricultural sector.

As well as supplying machinery, we have solutions for customers 
requiring a single machine delivered to a remote location, and also for a 
big company requiring a fleet of specialized equipment to suit a specific 
project delivered on a work site, ready to be used. Our aim is to supply 
the most suitable machinery for a specific job. Agricultural machinery 
and machinery to suit many other sectors. As well as supplying the 
machinery, we deliver to port, we strip down for container loading, 
include shipping, operator and parts manuals in many languages, spare 
parts, repaired parts and consumables. 

데이크마(Dijkma)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전문 
수출입 기업입니다. 좋은 품질의 신품 및 중고 트랙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고객의 수요에 맞춰 전 세계의 소비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공급업체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ijkma B.V. Import - Export는 컨테이너, Ro/Ro 선박 
등을 통해 경제적인 가격으로 신품, 중고, 리퍼브 트랙터를 전 세계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대 농업의 변화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제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 1개의 제품을 원격지로 
배송하거나 특수한 목적에 맞는 여러 전문 장비를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대형 기업에 배송하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한 
작업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당사의 목표입니다. 
다양한 목적에 맞는 농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고 항구 배송과 
컨테이너 적재 및 배송을 위한 제품 분해가 가능하며,
작업자 및 부품 다국어 매뉴얼, 예비 부품, 수리 부품 및 소모품을 
제공합니다. 

Dutch Games 
Association
Jaarbeursplein 6
NL-3521 AL Utrecht
P: +31 612 944 960
E: contact@
dutchgamesassociation.nl
www.dutchgamesassociation.nl

E: horst.streck@
dutchgamesassociation.nl
M: +31 651 233 167

Horst Streck
Chairman

Dutch Games Association

The DGA is the sector organization of the Dutch games industry. Our 
mission is to help the industry reach its full potential, guide it to the highest 
level and gain international recognition.

The Netherlands is home to a vibrant, innovative and knowledge-dense 
games industry that is known internationally for 2 things: the creative 
quality of our games and the advanced knowledge on the effects of 
gaming on human behavior. A uniquely high 41% of the workforce in 
our industr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pplied games’: games that 
serve a purpose outside pure entertainment, such as (medical) training 
simulations, (professional) education, activating people or heightening the 
involvement of patients in their therapy. This focus, combined with many 
years of experience in providing innovative, game-based solutions has 
yielded a worldwide top position for Dutch applied games.

Furthermore, Dutch entertainment games by both the largest and smallest 
studio’s have acquired global audiences that keep coming back to their 
highly creative, state-of-the-art but most of all fun games.

The many ways in which Dutch games offer entertainment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and provide solutions for almost any sector will definitely 
surprise you when you when you see them! 

Visit our website www.dutchgamesassociation.nl for a first introduction or 
contact us for more info: contact@dutchgamesassociation.nl.

Dutch Games Association은 네덜란드의 게임 산업 협회입니다. 
네덜란드 게임 산업이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높은 업계 수준에 
도달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웹사이트 www.dutchgamesassociation.nl에 방문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네덜란드 게임 산업에 대해 확인해 보십시오.

Jan van Dijk 
Sales Manager

Leon van Dijk
Sales Manager

3534



ECN (Energy Research 
Centre of The 
Netherlands)  
Westerduinweg 3
NL-1755 LE Petten
PO Box 1
NL-1755 ZG Petten 
P: +31 88 515 4346 
www.ecn.nl  

ECN (Energy Research Centre of The 
Netherlands)   

ECN is an Independent Applied Research Institute which employs 
for 500+ top researchers on the area’s of Wind Energy, Solar Energy, 
BioMass, Policy Studies and Energy Efficiency.

ECN aims at bridging fundamental university research and application at 
the industry.

ECN has been active in wind research since 1975. ECN presence in the 
offshore wind industry is obvious with more than 80% of all North Sea 
Offshore Wind Farms containing ECN knowhow.

The ECN opera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y is the current industry 
standard.

ECN is able to verify new developments in wind on their windturbine 
test sites, with dedicated development turbines. The world’s largest 
turbine manufacturers as GE and Siemens are using the ECN test site to 
develop the new technology on their turbines.

All R&D of ECN Wind Energy is dedicated to offshore wind power plants 
and aims to reduce the lifetime cost of energy.

ECN은 독립 응용 연구 기관으로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바이오 
매스, 정책 연구, 에너지 효율성 분야의 500명 이상 최고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CN의 목표는 대학의 기초연구와 산업계 응용의 가교 역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CN은 1975년부터 풍력 연구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북해에 
설치된 해상 풍력 단지의 80% 이상이 ECN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상 풍력 산업 내 ECN의 뚜렷한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ECN의 운영과 유지보수 기술은 현재 풍력 산업 표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CN은 풍력기술 개발 전용 터빈을 갖춘 자체 풍력 터빈 실험 
현장에서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터빈 제조사인 
GE와 Siemens도 터빈에 적용할 신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ECN의 
테스트 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CN 풍력 관련 모든 연구 및 개발 (R&D)은 해상 풍력 발전에 
전념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utchmen
Haarlemmerweg 155-3
NL-1051 KZ Amsterdam
M: +31 629 481 128
E: Dutchmen@xs4all.nl
www.linkedin.com/company/
dutchmen

Dutchmen

Dutchmen is a management consulting and training company 
specialised in two services:

Branding on LinkedIn
We help our clients to get the most out of LinkedIn. LinkedIn is the 
world’s largest professional network. We have extensi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LinkedIn profile development.
Dutchmen develops LinkedIn pages for companies and executives and 
offers LinkedIn training programmes for students, junior and senior 
professionals.

Innovation by stakeholder engagement
We have wide-ranging experience in helping organisations in drawing 
up a new agenda for the coming years. We do so by facilitating 
brainstorming sessions with management, employees, clients, citizens 
and other stakeholders. Currently we are exploring the market for these 
kind of stakeholder engagement servic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Do you also want to make use of the innovative ideas of your 
stakeholders? Hire Dutchmen for a stakeholder engagement project to 
gather these ideas for/with you.

Dutchmen은 매니지먼트 컨설팅과 교육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LinkedIn에서의 브랜딩
Dutchmen 고객이 LinkedIn 이용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도와드립니다. LinkedIn은 세계 최대의 구인구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LinkedIn 프로필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Dutchmen은 기업체와 임원을 위한 LinkedIn 페이지를 제작하고 
학생과 신입 및 경력 직장인을 위한 LinkedIn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해 관계자의 참여로 이루는 혁신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자 하는 
조직을 돕는 데 광범위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용주, 고용인, 고객, 
시민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져 왔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이해 관계자 참여 서비스를 동남아시아에서 
제공하기 위한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싶으십니까?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으시려면 
Dutchmen을 고용하십시오.

Joris Timmerman  
Director and Founder

Levien de Lege
Director ECN Asia 

Aart van der Pal 
Unit Director Wi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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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o Food Group
De Huufkes 68
NL-5674 TM Nuenen
P: +31 402 907 080
E: info@esro.com
www.esro.com

E: Joris@esro.com
M: +31 653 729 302

Joris Rooijackers
Managing Director, Owner

Esro Food Group  

The Esro Food Group is a Dutch family-owned business that operates in 
the meat and fish industry. Through its own series of processing facilities 
and distribution centres in the EU or through a world wide network of 
suppliers who produce in cooperation with the Esro Food Group.

The wide range of products offered by Esro, our innovative thinking and 
guaranteed high quality, together with our attractive pricing ensure 
our ability to help our customers worldwide achieve a greater margin of 
profit on their products in turn.
Esro was founded in 1978 by Toon Rooijackers, the current owners father. 
Over the years, Esro has continued to grow steadily. 

Our products are mainly used as a raw material for canning, burger 
manufacturing or sausage. Mostly beef trimmings, minced meat or all 
types of cheek meat. However we also have other products like edible 
beef and veal offal’s.

We want to get in contact with manufacturers, importers or an agent 
who can represent us.

Esro Food Group은 네덜란드 육류 및 수산 산업의 가족 운영 
기업입니다. 유럽의 처리 시설 및 유통 센터를 비롯하여 Esro Food 
Group과 협력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전 세계의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공급합니다.

Esro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제품, 혁신적인 생각, 보장된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당사의 전 세계 고객은 높은 이윤을 
실현합니다.
Esro는 1978년 현 기업주인 Toon Rooijackers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Esro는 수년간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주로 통조림, 햄버거, 소시지용 원재료로 사용됩니다. 
주로 잡육, 다진 고기, 모든 종류의 볼살이 해당되며, 식용 소 내장 및 
송아지 내장과 같은 제품도 취급합니다.

제조 또는 수입 업체나 당사를 대표하는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희망합니다.

Expat-Links@ 
Loosdorp 4
NL-4143 LT Leerdam
PO Box 33
NL-4140 AA Leerdam
P: +31 345 533 331
E: info@expat-links.com
www.expat-links.com 

E: huub@expat-links.com
M: +31 616 542 848

E:  marieke@expat-links.com
M: +31 638 820 178

Expat-Links@ 

Expat-Links@ is a GEO= Global Employment Organization which 
allows NON-EU professionals to work legally in The Netherlands 
if their company does not have registered entity or does not have 
the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authorities to directly hire 
them. Expat-Links@ becomes the formal employer, providing labour 
contracts, sponsoring the work permits, ensuring business is done in 
a quick, flexible and compliant way with transparent up-front costs. 
Within 4 weeks, the employees are able to start working, therefore the 
company has fast, direct response to market needs, the possibility to 
create business opportunities or serve their already existing clients/
partners. One-stop shop which is government approved: immigration, 
relocation, tax, local registration, payroll,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all locally required procedures. Expat-Links@ offers short and long term 
solutions to companies from all sizes and industries who have interest 
in operating, working on projects or cooperating with joint-venture 
partners on the Dutch/ European market.  

Expat-Links@는 글로벌 고용 조직(GEO, Global Employment 
Organization)으로 EU 국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취업할 때, 고용주가 등록된 기업이 없거나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직접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pat-Links@가 정식 고용주가 되어 근로계약서 제공 및 취업 
허가를 지원하고, 투명한 선지급 비용을 통해 유연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용인이 4주 이내에 근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의 니즈에 빠르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기존 고객 및 파트너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Expat-Links@는 정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민, 이전, 조세, 지역 등록, 급여, 사회보장 등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해결해주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Expat-Links@는 
네덜란드 및 유럽 시장에서 조인트 벤처 파트너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야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장단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uub Maas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Marieke Schreuder
Manager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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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slaughterhouse 
J. Gosschalk & Sons  
Oenerweg 2-4
NL-8161 PM Epe
PO Box 84
NL-8160 AB Epe
P: +31 578 677 000
E: info@gosschalk.nl
www.gosschalk.com

E: ben@gosschalk.nl
M: +31 651 367 406

E: jule@gosschalk.nl
M:  +31 651 367 409

Exportslaughterhouse J. Gosschalk & Sons   

Exportslaughterhouse J. Gosschalk & Sons is a 100% family owned 
company, specialized in the red meat sector and based in the centre of 
the Netherlands. The Gosschalk family has been slaughtering for over 
100 years. 

We are specialized in the slaugtering, cutting, packing and export of 
both beef and pork. We have a slaughter capacity of 150 beef and of 
620 pork per hour. Our slaugtering unit complies with all European and 
Dutch legislation concerning food safety, animal welfare and working 
conditions. Besides the internal quality control systems like HACCP, 
SA8000 and BRC, there is a permanent presence of the NVWA (the Dutch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ey Authority) at our company.

As a family owned company, our only goal is continuity. Therefor we are 
always open minded to new long term business partnerships.

수출도축장 제이 호스할크 & 선즈(Exportslaughterhouse J. 
Gosschalk & Sons)는 붉은 고기를 전문으로 다루고 네덜란드중부 
지역에 자리잡은100% 가족 소유 기업입니다. 호스할크(Gosschalk)
가는 100년이 넘게 도축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호스할크 & 선즈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도축, 발골, 포장, 수출을 
전문으로 합니다. 시간당 소 150마리와 돼지 620마리를 도축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도축 설비는 식품안전, 동물 복지와 근로조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럽과 네덜란드의 법규를 준수합니다. HACCP, 
SA8000, BRC와 같은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 외에도 NVWA(네덜란드 
식품, 소비자물품 안전당국) 직원이 회사 내에 상주합니다.

가족 회사로서 우리의 단 한 가지 목표는 연속성입니다. 따라서 항상 
새로운 장기 비즈니스 파트너를 환영합니다. 

Ben Gosschalk
Director

Jule Gosschalk
General Sales Manager

Erika Blikman
Artistic Director Foundation &tree

Bas de Groot
Agricultural Entrepreneur, 
Walden21 & Voord&Wij

Foundation &tree
Mariniersweg 202
NL-3011 ZZ Rotterdam
P: + 31 104 101 570
E: info@stichtingentree.nl
www.stichtingentree.nl

E: info@erikablikman.nl
M: +31 6 410 35 774
www.erikablikman.nl

E: bas.walden21@gmail.com
M: +31 6 281 87 795
www.voordenwij.nl

Foundation &tree

&tree is a foundation founded in 2003, with different intercultural artistic 
and successful projects on the theme sense of place, together with the 
qualities of Walden21 in Agriculture and Food business and commercial 
communication we work on project FACE. FACE creates an interactive 
international platform for the Food, Agri and Cultural businesses to interact 
by new and unique ways.

In the past we delivered some major art and cultural projects in 
Amsterdam and Rotterdam thanks to the support of VSB Fonds, Stichting 
Doen, Prins Bernard Cultuurfonds, local governments f.e. Amsterdam and 
Rotterdam. But also commercial businesses participated in our projects like 
Heineken. For more information on FACE look at www.stichtingentree.nl/
face.

&tree는 2003년에 설립된 재단으로 ‘장소감’이라는 테마 아래 다양한 
문화교류를 비롯한 많은 예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식량 
농산 사업에서 Warden21의 특성들과 상용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작업 
역시 프로젝트 FACE를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FACE는 식품, 농업, 
그리고 문화 기업들을 위해 새롭고 독특한 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국제적 쌍방향 플랫폼을 만듭니다.

본 사는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VSB Fonds, Stichting Doen, 
Prins Bernard Cultuurfonds, 그리고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의 
지방정부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주요 예술 문화 프로젝트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이네켄과 같은 민간 사업체 또한 본사 재단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FACE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stichtingentree.nl/fac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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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k Technologies 
(a Qorvo company)
Leidseveer 10
NL-3511 SB Utrecht
P: +31 302 621 157
E: LPW.info@qorvo.com
www.greenpeak.com
www.qorvo.com 

Korea:
#524, Bobos Chereville, 
54, Sunae-ro, Bundang-gu, 
KR-SeongNam-si, 
Gyeonggi-do, 13595

E: han.wesseling@qorvo.com
M: +852 9600499

E: ken.kim@qorvo.com
M: +82 (0)10-2230-2102

GreenPeak Technologies                                
(a Qorvo company)   

GreenPeak Technologies (now Qorvo’s Low Power Wireless division) 
is one of the leading developers of semiconductor system solutions 
in the IEEE 802.15.4 and ZigBee market with a rich offering of RF chips 
and software for smart home data 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GreenPeak/Qorvo provides the enabling radio technology inside many 
of the latest smart home solutions. The radio communication chips 
brings unique features that provide better range, make it robust to WiFi 
interference in combination with high reliability and low cost. The multi-
stack radio chips support all major low power networking protocols 
simultaneously, assuring a future-proof platform for gateways and 
set-top boxes. Additionally, the best-in-class ultra-low power advantage 
allows development of maintenance-free solutions, when the battery 
life exceeds the expected life span of devices. 

On April 18 2016, GreenPeak was acquired by Qorvo, a leading provider 
of core technologies and RF solutions for mobile, infrastructure and 
defense applications.

GreenPeak Technologies(현 Qorvo 저전력 무선 사업부)는 IEEE 
802.15.4 및 ZigBee 시장에서 선도적인 반도체 시스템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스마트 홈 데이터 통신 및 사물 인터넷(IoT)에 필요한 
다양한 RF 칩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합니다. 

GreenPeak와 Qorvo는 여러 최신 스마트 홈 솔루션에 사용되는 
무선 구현 기술을 제공합니다. 무선 통신 칩의 특수 기술은 통신 
범위를 늘리고 WiFi 간섭을 줄이며,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멀티 스택 무선 칩은 모든 주요 저전력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동시에 지원하므로 게이트웨이 및 셋톱 박스에 필요한 
미래 지향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급 최고의 초저전력 
이점을 통해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배터리 수명은 기기의 예상 수명보다 깁니다. 

GreenPeak는 2016년 4월 18일에 모바일, 인프라, 방산 분야의 핵심 
기술 및 RF 솔루션 공급 회사인 Qorvo에 인수되었습니다.

GRODAN/ROCKWOOL
Industrieweg 15
NL-6045 JG  Roermond
PO Box 1160
NL-6040 KD Roermond
P: +31 475 353 857
E: info@grodan.com
www.grodan.com

E: vincent.kuijvenhoven@
grodan.om
M: +31 622 991 526

E: agnieszka.szymanska@
grodan.com
M: +48 601 629 778

GRODAN/ROCKWOOL 

The GRODAN Group supplies innovative and sustainable stone wool 
substrate solutions for the professional horticultural sector, based on 
Precision Growing principles. These solutions are, amongst others, 
applied for the cultivation of vegetables and flowers, such as tomatoes, 
cucumbers, sweet peppers, egg plants, roses and gerberas. Stone wool 
substrates are offered together with tailor-made advice and tools to 
support Precision Growing and thus facilitate the sustainable production 
of healthy, safe and tasty fresh produce for consumers. Sustainability 
plays a prominent role within the Group, from the manufacture of stone 
wool substrates to end-of-life solutions. The GRODAN Group, founded 
in 1969, is active in more than sixty countries worldwide. All GRODAN 
substrate solutions are aimed at doing more with less, with respect for 
people and the planet. Or, as we call it: ‘Precision Growing’. It is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form of growing, focused on using the minimum 
of input materials to generate maximum output.

GRODAN Group은 정밀 재배 원리를 바탕으로, 전문 원예 산업에 
필요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스톤울 배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토마토, 오이, 피망, 가지, 장미, 거베라와 같은 채소와 화훼 
재배에 적용됩니다.스톤울 배지, 맞춤 조언, 장비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하며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톤울 배지의 생산부터 단종 솔루션까지, 
지속 가능성은 GRODAN Group의 핵심입니다. 1969년에 설립된 
GRODAN Group은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GRODAN의 모든 
배지 솔루션은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정밀 재배’를 
추구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배 형태로, 최소한의 투입 
자원을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Han Wesseling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Korea & Japan

Ken Kim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Korea

Vincent Kuijvenhoven
Export Manager

Agnieszka 
Szymanska
Business Uni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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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oMSC
Karel Doormanweg 35
NL-3115 JD Schiedam
PO Box 687
NL-3100 AR Schiedam
P: +31 102 883 000
E: info@gustomsc.com
www.gustomsc.com

E: barend.jenje@gustomsc.com
M: +31 683 206 352

Barend Jenje
Commercial Director

GustoMSC  

THE PIONEERS OF OFFSHORE ENGINEERING

GustoMSC is an independent, world-renowned and leading design and 
engineering company, thanks to the vast knowledge of our dedicated 
professionals an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most influential players in 
the offshore market. We serve the largest players in the offshore industry 
by providing the best in class solutions for mobile offshore units. With a 
multi-faceted product and services portfolio consisting of basic designs 
of jack-ups, semi-submersibles and vessels for offshore exploration, 
construction and production, and by matching design and associated 
equipment, GustoMSC offers its clients a unique advantage. Through 
its multi-disciplinary approach, GustoMSC is able to quickly converge 
to integrated and safe basic designs that, also in commercial terms, 
perform better than any other. In this way, GustoMSC is continually able 
to set the new standard for offshore energy.

해양 엔지니어링의 선구자

GustoMSC는 당사 전문 인력들의 방대한 지식과 주요 해양 산업 
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독립적인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동식 해양 장치에 필요한 최고의 솔루션을, 대형 해양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잭업, 반잠수식 시추선, 해양 탐사, 건설, 생산용 
선박의 기본 설계로 구성된 다각도의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비롯하여, 설계와 관련 장비를 연결시킴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이점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GustoMSC는 통합된 안전 
기본 설계로 빠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제품들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GustoMSC는 저희가 가진 
남들과 차별화된 장점들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해양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Gabriella Esselbrugge
Director

Holland Hospitality, 
Events & Tourism
Beulakerweg 30
NL-8355 AH Giethoorn
P: +31 521 361 360
E: info@hollandhet.com
www.hollandhet.com

E: gabriella@hollandhet.com
M: +31 621 274 063

Holland Hospitality, Events & Tourism 

Hospitality is our passion, making guests and team feel like being part 
of a Dutch family. Bringing people and ideas together, thinking win-win 
and out of the box are key aspects which drive us. We have an eye for 
innovation and detail, and are always looking for a new & original Dutch 
concept. To develop new Hospitality & Leisure concepts, with the right 
balance between ratio and emotion, business and personality viewpoint 
that is efficiency-conscious and profit-maximizing. 

Specializing in Dutch restaurant, hotel operations and development and 
Holland destination marketing services. Our expertise is wide ranging 
and includes concept development, food and beverage strategies, menu 
development, hotel and restaurant design, business models, operational 
procedures, marketing, and hospitality staff training.

Our goal is to bring the Dutch hospitality and Holland brand to all of 
our guests providing authentic and charming hospitality experiences 
through our collection of extraordinary people and hospitality concepts. 

손님을 맞는 일, 고객과 단체가 네덜란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일은 우리의 열정의 대상입니다. 사람들과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것, 윈윈 마인드와 독창적인 생각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혁신과 디테일을 보는 눈이 있으며 
언제나 새롭고도 독특한 네덜란드 컨셉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이성과 감성, 공과 사 간의 적절한 균형을 가진 새로운 접객업과 
레저의 컨셉, 효율을 생각하면서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컨셉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네덜란드의 레스토랑, 호텔 운영과 개발, 그리고 네덜란드 내 여행지 
마케팅 서비스에 특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광범위한 전문성은 컨셉 
개발에서부터 식음료 전략, 메뉴 개발, 호텔과 레스토랑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운영 절차, 마케팅, 접객부 직원교육까지 포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네덜란드의 접객업과 Holland 브랜드를 접목하여 
우리의 우수한 인재와 접객 철학을 통해 모든 고객에게 진정성 
있으면서 매혹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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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MPR, Flowers, Parks 
& More
Amaliastraat 15
NL-2514 JC Den Haag
www.jansensoverseas.com

E: ibo.gulsen@igmpr.nl
M: +31 653 651 173

IGMPR, Flowers, Parks & More 

IGMPR is a project development company that supports public or 
private (theme)park operators in the development of flower themeparks 
and shows. We are active in Asia (China) since 2013 and have contributed 
to a large number of high profile parks that attract millions of visitors.
 
Together with leading flowerbulb company Jansen’s Overseas B.V. 
IGMPR provides our partners a wide range of high quality flower bulbs, 
suitable for even the most challenging climate zones. Jansen’s Overseas 
is not merely a flower bulb exporter but also the largest producer of 
potted flower bulbs for the retail markets in Europe. With this experience 
we are positioned to provide customers the highest level of technical 
and business support.

IGMPR은 꽃 테마 파크와 플라워 쇼 등의 개발 분야에서 공공 혹은 
민간 (테마) 파크 운영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개발 기업입니다. 
2013년부터 아시아(중국)에서 활동해 왔으며 수백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여러 플라워 테마 파크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IGMPR은 선두적인 화초 구근 업체인 Jansen’s Overseas B.V.와 
함께 가장 까다로운 기후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의 꽃 
구근을 공급합니다. Jansen’s Overseas는 단순한 구근 수출업체가 
아니라 유럽의 소매 시장에 화분에 심은 구근을 공급하는 최대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기술적, 사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Jeroen Plag
Head of Client Coverage Asia, 
Americas & UK
Honorary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ING
Bijlmerplein 888
NL-1102 MG Amsterdam
PO Box 1800
NL-1000 BV Amsterdam
www.ing.com

ING Wholesale Banking 
11/F, Seoul Finance Center 
136 Sejong-daero, Jung-gu 
Seoul 04520, South Korea 
Jong Hoon Hyun, Country 
manager & head of Clients
P: +822 317 1800
E: Jonghoon.Hyun@
Asia.ING.com

E: jeroen.plag@ingbank.com
M: +31 610 103 234

ING 

ING is a global financial institution with a strong European base, offering 
banking services through its operating company, ING Bank. ING Bank’s 
52,000+ employees provide retail and wholesale banking services to 35 
million customers across 40 countries.
 
ING in South Korea
Established in 1991, ING Bank N.V., Seoul is one of the leading 
international banks in South Korea. In addition, ING Bank Seoul Securities 
Branch was newly set-up in 2016 to enforce capital market business. 
Our two branches have 100 employees and offer a full range of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products, with market leadership in 
KRW local currency and USD/KRW cross currency products and a proven 
track record in project finance, factoring and trade finance. Their client 
base consists of major Korean corp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European clients in Korea.

ING는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금융 기관으로, 산하의 ING
은행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NG 은행에는 52,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0여개국의 3,400만 고객에게 개인 및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ING
1991년에 설립된 ING 은행 한국 지점은 한국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들 중 하나입니다. 이에 더하여, 2016
년에는 자본 시장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ING 증권 한국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이 두 지점에서 근무 중인 100여명의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모든 
종류의 기업 금융 및 투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화 
상품은 물론 USD/KRW 통화간 상품 시장 및프로젝트 파이낸싱, 
팩토링, 그리고 무역금융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NG 는 한국 내 유럽계 고객 뿐만 아니라 주요 한국 
기업과 금융 기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bo Gülsen
Director

Yoonyoung Kim
Senior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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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World Experience 
(IWE)
Laan van Nieuw Oost-Indië 207
NL-2593 BP Den Haag
P: +31 703 854 000
E: info@
interworldexperience.com
www.interworldexperience.com
Korean partner:
Chef Lee Chanoh
E: chanoh@manuterrace.com
P: +82 10 407 213 22

E: laurens@
interworldexperience.com
M: +31 627 886 570

Inter World Experience (IWE) 

Inter World Experience (IWE) is a trading and marketing company, 
focused on bringing special food and beverage products to the 
Korean market. It was established in 2014 from many years of trading 
experience, a worldwide network and an exceptional good image 
under its clients and partners. Director Laurens Frijling also successfully 
secured large business deals worldwide as an agent including for Korean 
celebrity; Chef Lee Chanoh.

IWE collaborates with famous Dutch/French wine makers Ilja Gort 
and Michel Rolland to make private blends competitively priced. They 
combine the wine assortment with selected Dutch cheeses that have 
proven popular in Korea. IWE supplies Chef Lee’s restaurants with wine, 
cheese and other delicacies. Chef Lee can connect his name to these 
products also as ambassador in the Korean market. 

IWE also offers sweet and sparkling wines and pre-mixed cocktails with 
presentation that appeals to young Koreans and women. The previous 
assortment is now successful in Korea.
 

Inter World Experience(IWE)는 한국 시장에 특별한 식/음료 제품을 
공급하는 무역 및 마케팅 기업입니다. 수년에 걸친 무역 경험, 전 
세계의 네트워크, 고객과 파트너사의 높은 평판을 바탕으로 2014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Laurens Frijling 이사는 에이전트로서 한국의 
유명 셰프 이찬오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IWE는 네덜란드/프랑스의 유명 와인 제조자 Ilja Gort와 Michel 
Rolland와 협업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의 프라이빗 블렌드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엄선된 네덜란드산 치즈와 와인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WE는 이찬오 셰프의 레스토랑에 와인, 치즈 및 
각종 제품을 공급합니다. 이찬오 셰프는 한국 시장의 홍보대사로서 
이러한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IWE는 또한 한국의 젊은이들과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위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프리 믹스 칵테일을 공급하며, 이전 메뉴가 
현재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Wilbert Megens
Founder, CEO

IR Cosmetics Group
Smederijstraat 2
NL-4814 DB Breda
P: +31 765 302 350
E: info@
ircosmeticsgroup.com
www.ircosmeticsgroup.com

E: w.megens@
ircosmeticsgroup.com
M: +31 641 409 509

IR Cosmetics Group

The IR Cosmetics Group is a specialized supplier of cosmetics, toiletries 
and food supplements (vitamins). Our goal is to serve the world market of 
cosmetics and health with professional brands or custom-made (private 
label) products by creating concepts for retailers and professional users like 
beauticians, make-up artists, health stores.

Besides manufacturing, the IR Cosmetics Group is specialized in brand/
product introductions and developing marketing and sales concepts for 
the market of cosmetic and health. Our out-of-the-box solutions combined 
with our wide network of retailers and professional users enables us to 
successfully penetrate new markets with your products.
 
The IR cosmetics group is your partner concerning private label products in 
the field of beauty and health! We believe that the key benefits of a brand 
are recognition, quality control and interesting profit margins and that 
these factors will at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uccessful brand.

IR Cosmetics Group은 화장품 및 욕실용품과 비타민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전 세계의 
화장품 소매 업체 및 피부 미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헬스 스토어 
같은 전문 고객들의 제품에,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 그들만의 컨샙을 
가진 제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R Cosmetics Group은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코스메틱 및 헬스 
시장을 위한 브랜드/제품 소개와 마케팅 및 세일즈 컨셉 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기존의 틀을 벗어난 기발한 솔루션과 
방대한 소매 업체 및 전문 고객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의 제품을 
신규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IR Cosmetics Group은 뷰티 및 헬스 시장에서 여러분 고유의 제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브랜드의 
핵심은 브랜드의 인지도, 품질 관리, 이윤입니다. 이 세가지 요소를 
이용해, 성공적인 브랜드를 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Laurens Frijling
Owner and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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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ersFoods
De Hork 39
NL-5431 NS Cuijk
PO Box 86 
NL-5430 AB Cuijk 
P: +31 485 337 300
E: info@kappersfoods.com 
www.kappersfoods.com

E: b.lepanovic@
kappersfoods.com
P: +31 485 337 331

KappersFoods 

KappersFoods has been globally active for more than 30 years in 
international trade in frozen and chilled chicken, chicken products, 
and pork raw material. Over the years we have built up a sophisticated 
and worldwide network of clients in the industry, wholesale and retail, 
suppliers and logistic partners. We are internationally renowned as a 
reliable trading partner with a complete product range, its own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for excellent quality guarantee, and a personal 
client approach in order to offer tailor-made service. All experienced 
food traders speak multiple languages, are fully conversant with all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and have been trained to focus 
on the client’s interests. As global trading becomes more competitive 
and more complicated, KappersFoods aims to continually develop a 
leading service that is highly valued by our customers and suppliers, and 
continuously looks for ways to diversify and add value to its business.

KappersFoods는 30년 이상 냉동 및 냉장 계육, 계육 제품, 돈육 
원재료를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년 간 전 세계의 다양한 
고객, 도매 및 소매, 공급 업체 및 물류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다양한 제품 공급, 뛰어난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관리 
부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전문 식품 
판매자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모든 관련 법안 및 규제에 정통하며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이 점차 
치열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KappersFoods는 고객과 공급자가 
높이 평가하는 뛰어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다각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ana Song
Director

KBSS (Korea Bureau 
Sana Song)
Van Boshuizenstraat 109
NL-1083 AS Amsterdam
P: +31 207 853 063
www.koreabureau.nl

E: sanasong@hotmail.com
M: +31 651 373 039

KBSS (Korea Bureau Sana Song)

KBSS delivers qualitative and responsible services in the following areas:

Communication services (both in Dutch and in English) for a long or 
medium term: contacting and facilitating the correct communication flow 
between Dutch and Korean companies,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academic institutes.

Interpretation services (both in Dutch and in English) for official visits from 
Korea, business meetings and GMP inspections in various fields such as 
medicines, machineries, meats, foods,  flower bulbs and etc.  And also 
interpretations service for Korean passport holders at the notary offices as 
non-Dutch citizens should use by law the court sworn translator for passing 
the notarial acts.

Translation services: the court sworn translation (Dutch court registered 
translator’s number, Wbtv no. 259)

Ms. Song is also an honorary representative for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www.goak.or.kr) in the Netherlands.

KBSS는 네덜란드에서 20년 넘게 커뮤니케이션회사로서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일회성 통역에서부터 때로는 수개월 혹은 
수년간 동안  한국회사와 네덜란드 회사사이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돕고, 필요한 경우 서류들의 공증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비지니스 회의 및 교육훈련 통역외에도 각종 식약품과 
특수장비들의 수입허가와 관련된 심사 통역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벨기에까지 커버합니다. 네덜란드 식품 및 소비자제품 안전청 (NVWA, 
Ministry of Economica Affairs 소속)의 통역은 10년이 넘게 본인이 
맡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네덜란드내 거주하는 개인 및 한국회사들이 한국어 
혹은 네덜란드어로 된 공식문서를  공증번역해야 할 경우, 혹은 
네덜란드 노타리 사무실에서 공증문서를 작성할 경우 배석하는  
법원공인 번역사입니다   (은행 모기지 문서, 집 명의이전, 유언 및 
계약결혼서작성 등등).

그밖에도 본인은 한국 시도지사협회의 네덜란드 명예자문관으로서 양 
국가간의 보다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교류관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iljana Lepanovic
Sales Manager Asia /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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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O Greenhouse 
Projects
Vlotlaan 710
NL-2681 TX Monster
PO Box 1041
NL-2680 BA Monster
P: +31 174 286 161
E: info@kubo.nl
www.kubogroup.nl

E: keijzer@kubo.nl
M: +31 610 728 501

KUBO Greenhouse Projects 

KUBO Greenhouse Projects was established over 70 years ago.
Over the past decades KUBO has grown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designer, manufacturer and contractor of high-end greenhouse projects 
around the world.
 
KUBO has introduced new technologies to reduce the energy input and 
increase the output of produce.
For example KUBO developed the Ultra-Clima® system. This integrated 
greenhouse technology not only excels in the field of sustainability, 
productivity and overall profitability, it also makes it possible to grow 
successfully in challenging climates.
 
Besides technical hardware innovations, KUBO invests in full services and 
support to help investors and growers to achieve the best results using 
the latest of greenhouse technologies.
 

KUBO 온실 프로젝트는 70여 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KUBO는 전 세계 최첨단 온실 프로젝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설계, 제조 및 도급업체로 성장했습니다.

KUBO는 에너지 공급을 절감하고 생산 출력을 늘리는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KUBO는 Ultra-Clima®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통합 
온실 기술은 지속가능성, 생산성, 전반적인 수익성 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험한 기후에서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술적인 하드웨어의 혁신 이외에도, KUBO는 서비스와 지원에 
투자하여 투자자와 재배자들이 최신 온실 기술을 사용하여 최고의 
결과를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Eelco Wolthuizen
Managing Director

Wang Linhu
Commercial Director Asia

Metazet Formflex
De Lierseweg 6
NL-2291 PD Wateringen
P +31 174 225 822
E: metazet@metazet.com
www.metazet.com

E: eelcow@gmail.com
M: +86 186 1164 6128

E: wanglinhu77@126.com
M: +86 138 9181 7286

Metazet Formflex

Worldwide, Metazet is a renowned and leading name within the worldwide 
horticulture. For more than 30 years, Metazet develops and manufactures 
high-quality growing systems, including lifting devices, internal-transport 
systems and cultivation systems for the horticultural sector.

FormFlex is the global specialist in the area of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cultivation gutters. FormFlex is able to supply and profile 
a suitable gutter system onsite for every type of cultivation and for all 
conditions. We have our mobile profiling machines in China, US, Canada, 
Mexico, Europe and Russia.

메타제트(Metazet)는 전 세계의 원예 산업계를 이끄는 선두 주자 
입니다.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메타제트는 양력 장비와 내부 운송 
시스템, 경작 시스템 등을 포함한 원예 분야의 고품질 재배 시스템을 
개발 및 제작하고 있습니다.

폼플렉스(FormFlex)는 재배 홈통의 개발과 제작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폼플렉스는 모든 유형과 조건의 재배 현장에 적합한 
홈통 시스템을 분석 및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과 러시아에 이동 프로파일링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obert Keijzer
Export Manager / Business 
Development Executive

5352



MOL Logistics 
(Netherlands)
Siriusstraat 45
NL-5015 BT Tilburg
PO Box 542
NL-5000 AM Tilburg
P: +31 135 373 373
E: info@mol-logistics.nl
www.mol-logistics.nl

E: w.snieders@mol-logistics.nl
M: +31 651 179 974

MOL Logistics (Netherlands) 

MOL Logistics (Netherlands) is a division of Mitsui O.S.K. Lines, Ltd., a 
leading listed global player in transport and logistics. Since 1919 we 
offer our customers a complete range of logistic services with a personal 
touch. Our Dutch offices in Tilburg, Schiphol and Rotterdam are part of 
the global MOL network throughout Asia, Middle East, Africa, USA and 
Europe. This way we can provide you with local and global expertise to 
assist with all your logistical issues.

As a Total Logistics Services Provider, MOL Logistics creates 
opportunities for each valuable customer with full use of leading-edge 
Information Technology. We offer comprehensive global supply chain 
solutions aimed at reducing costs, improving customer satisfaction, 
reducing inventory investments and customizing product delivery.

By focusing on your needs, we always find a fitting solution. This 
includes all kinds of high quality activities such as value-added logistics, 
warehousing, distribution, air, sea and road freight, customs and fiscal 
support. Monitoring processes, opportunities and market situations 
combined with the hands-on attitude of our colleagues, will deliver your 
company the tools you need to succeed.
  

MOL Logistics(네덜란드)는 세계적인 운송 및 물류 상장 기업 Mitsui 
O.S.K. Lines, Ltd.의 자회사입니다. 당사는 1919년부터 세심한 
손길로 물류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고객 사에 제공해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틸부르그, 스키폴, 로테르담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MOL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국, 
유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에서는 역내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물류 전문 서비스를 귀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MOL Logistics는 최신 정보 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개별 고객을 위한 기회를 창출합니다. MOL Logistics는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재고 투자비 절감, 맞춤형 상품 배송을 
위한 종합적인 글로벌 공급 체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항상 적합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에는 부가 가치 물류, 창고 관리, 유통, 항공•
해상•육상 화물 운송, 통관 및 회계 업무 등 모든 분야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의 현장직접 참여를 통해 
모니터링, 기회 물색, 시장 상황점검을 통해 귀사의 사업 성공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Kees van Rooij
Mayor of the municipality 
Horst aan de Maas

Municipality Horst 
aan de Maas
Wilhelminaplein 6
NL-5961 ES Horst
PO Box 6005
NL-5960 AA Horst
P: +31 774 779 777
E: gemeente@
horstaandemaas.nl
www.horstaandemaas.nl

E: k.vanrooij@
horstaandemaas.nl
M: +31 651 490 269

Municipality Horst aan de Maas

Horst aan de Maas: A green garden in the Netherlands 

Horst aan de Maas is an internationally orientated municipality with 
a tradition in agribusiness and tourism. The strategic location is a big 
advantage, 30 million consumers are within one hours driving distance 
in our euregion. The municipality is situated by one of the largest nature 
reserves in the Netherlands which in turn brings a large number of tourists 
(2 million overnight visitors). And at the same time we are part of one of the 
largest horticultural areas in Western Europe.

Our municipality is specialized in high quality mushroom, asparagus 
seedlings, fruits, nursery stock, livestock and Greenhouse production. This 
combined knowhow is one of many reasons why so many worldplayers are 
situated in the Horst aan de Maas region.

As of 2012 Horst aan de Maas has a constructive partnership with the South 
Korean region of Buyeo County. In 2013 we took part in the Suncheon 
Garden Expo Korea.

홀스트 안 더 마스(Horst aan de Maas): 네덜란드의 녹색 정원 

홀스트 안 더 마스는 기업농과 관광산업에 전통을 두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자치 도시입니다. 전략적인 위치가 큰 강점으로 유럽에서 
운전으로 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인구가 3천만에 달합니다. 이 
자치 도시는 네덜란드 최대의 자연보호구역 옆에 위치하여 많은 관광객
(하룻밤에 2백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유럽 내 
최대 원예 지역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시의 특산품으로는 고품질 버섯, 아스파라거스 묘, 과일, 묘목, 
가축, 비닐하우스 작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노하우가 홀스트 
안 더 마스 지역에 전 세계의 전문가/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홀스트 안 더 마스는 2012년에 한국의 부여군과 건설적인 파트너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에는 순천만정원박람회에도 참여했습니다.

Wik Snieders
Route Development Manag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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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RDV 
Achterklooster 7
NL-3011 RA Rotterdam
PO Box 63136 
NL-3002 JC Rotterdam 
P: +31 104 772 860 
E: office@mvrdv.com
www.mvrdv.com

E: KyosukLee@mvrdv.com
M: +31 643 825 380

MVRDV  

MVRDV was set up in Rotterdam (the Netherlands) in 1993 by Winy 
Maas, Jacob van Rijs and Nathalie de Vries. MVRDV engages globally in 
providing solutions to contemporary architectural and urban issues. 
A research based and highly collaborative design method engages 
experts from all fields, clients and stakeholders in the creative process. 
The results are exemplary and outspoken buildings, urban plans, studies 
and objects, publications, installations and exhibitions, which enable our 
cities and landscapes to develop towards a better future. 

MVRDV has many realized projects in countries like Denmark, France 
Germany, India, South Korea and the USA. Projects include the 
Netherlands Pavilion for the World EXPO 2000 in Hannover; the Market 
Hall, a combination of housing and retail in Rotterdam; the Pushed 
Slab, a sustainable office building in Paris’ first eco-district; the Silodam 
Housing complex in Amsterdam; the Gyre boutique shopping center 
in Tokyo; an international bank headquarters in Oslo, Norway; and the 
iconic Mirador housing in Madrid. MVRDV is currently active in South 
Korea with projects such as Paradise Casino and Skygarden in Seoul.
 

MVRDV는 1993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Winy Mass, Jacob 
van Rijs, Nathalie de Vries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MVRDV는 
현대 건축과 도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설계 방식을 활용하여 모든 분야의 전문가, 클라이언트, 이해 
관계자가 창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그 결과로 완성된 
것은 도시와 풍경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모범적이고 
정직한 건물, 도시 계획, 연구 및 목표, 출판물, 각종 시설물 설치 
등입니다. 

MVRDV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한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예로 하노버의 2000
년 World EXPO 네덜란드관, 주거와 상가를 결합한 로테르담의 
‘Market Hall’, 파리의 첫 번째 환경친화 구역에 건축한 지속 가능한 
사무용 건물인 the Pushed Slab, 암스테르담의 Silodam 주택 단지, 
도쿄의 Gyre 부티크 쇼핑 센터, 노르웨이 오슬로의 국제은행 본사, 
마드리드의 상징적인 Mirador 주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MVRDV는 
현재 서울에서 Paradise Casino와 Skygarden 등의 프로젝트를 실행 
중입니다.

Khaled Ibrahimi
CEO

Nkidu Games Inc.
Velddreef 408
NL-2727 CZ Zoetermeer
E: info@nkidu.com 
www.nkidu.com

E: khaled@nkidu.com
M: +31 621 475 661

Nkidu Games Inc.

Nkidu Games Inc. offers various services and serves as an accelerator to 
indie developers, to help them both navigate the industry and learn what 
it means to become self-sustainable independent by learning them to 
understand both the business and the development process while also 
helping with publishing, marketing, pr and more.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Nkidu Games Inc.는 인디 개발자에게 
힘을 실어주어 출시, 마케팅, PR 등을 보조하는 동시에 사업과 개발 양 
측면의 이해를 높여 업계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Kyosuk Lee
Project Leader / Architect

Marto Pozo 
Director of MVRDV Asia / Architect

5756



NXP Semiconductors 
Netherlands
High Tech Campus 60
NL-5656 AG Eindhoven
P: +31 402 729 960
www.nxp.com

E: maurice.geraets@nxp.com

NXP Semiconductors Netherlands 

NXP Semiconductors is a NASDAQ-listed, global semiconductor 
company with 45,000 employees in 35 countries and a revenue of $6.1 
billion in 2015.

We address ‘Secure Connections for a Smarter World’ in a wide range of 
automotive, identification & security, smart cities, internet of things and 
mobile applications. 

In cyber security we have the world’s #1 semiconductor portfolio. Next 
to being the NFC inventor and market leader (near field communication, 
e.g. for secure mobile payment), we are #1 in chips for passports, 
banking cards, ID cards and transportation tickets. 

In automotive we are the world market leader with over 90% of all cars 
being produced globally using NXP chips sets. With Smart Mobility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car-to-car and car-to-infrastructure 
communication chips, we enable automated driving, safer traffic, less 
traffic congestion and lower pollution.

NXP chips enable the Internet of Things, by applying sensors, processing, 
security and connectivity chips. NXP offers also technology for Smart 
Cities: transportation ticketing, secure access and smart mobility 
solutions.
  
NXP Semiconductors 는 2015년에 35개국에서 4만5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61억 달러의 수익을 낸 나스닥에 상장된 국제 반도체 
기업입니다. 

당사는 광범위한 자동차, 식별과 보안, 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더 스마트한 세상을 위한 연결 확보’
에 대해 다룹니다.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당사는 세계 1위의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NXP Semiconductors 는 NFC의 발명 주체이자 
시장 선두 주자(안전한 모바일 결제 등을 위한 근거리 소통)인 
동시에 여권, 은행 카드, 신분증, 교통 티켓 등에 사용되는 칩의 
일인자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또한 자동차 부문의 세계 시장 선두주자로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차의 90% 이상이 NXP 칩셋을 사용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를 이용한 차대차 통신과 차대 
인프라 통신 칩을 통해 당사는 자동 운전, 더 안전한 교통, 교통 
혼잡과 공해 감소를 실현합니다.

NXP 칩은 센서와 프로세싱, 보안과 연결 칩을 적용하여 
사물인터넷을 가능하게 합니다. NXP는 또한 대중교통 티켓 발행, 
안전한 접근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등 스마트 시티를 위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Vincent van Dam
Dutch and European Patent 
Attorney

Octrooibureau 
Vriesendorp & Gaade
Koninginnegracht 19
NL-2514 AB The Hague
PO Box 266
NL-2501 AW The Hague
P: +31 703 105 600
E: patents@vriesendorp.nl 
E: trademarks@vriesendorp.nl 
E: legal@vriesendorp.nl 
www.vriesendorp.nl

E: vincent.dam.van@
vriesendorp.nl
M: +31 636 452 540

Octrooibureau Vriesendorp & Gaade

Vriesendorp & Gaade provides legal services since 1833. We help people 
and enterprises in protecting their proprietary technologies, their valuable 
brands and designs, and their good name against misuse, unauthorised 
use or copying.  We also help our clients to establish legal agreements 
with respect to authorised use or licences if so desired, and to defend their 
technologies in case of infringement. 

Our clients benefit from our expertise and specialist services in any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patents, trademarks, 
designs, copyrights, plant breeders’ rights and litigation related thereto. 
These services are provided by our highly trained European and 
Dutch Patent Attorneys, Trademark Attorneys and experienced staff. 
Furthermore, our in-house Attorneys at Law are readily available to defend 
your rights in case of conflicts or infringement.

We can help you to stay in control of your proprietary technologies, brands 
and designs in Europe.

프리선도르프 & 하더(Vriesendorp & Gaade)는 1833년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개인 및 기업의 특허 기술, 브랜드 및 
디자인, 이름이 잘못 또는 허가 없이 사용되거나 복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허가된 사용 또는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법적 
계약을 세우고 고객의 기술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모든 지적 재산 분야, 특히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육종자 
권리, 이와 관련된 소송 분야에서 당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유럽과 네덜란드의 특허 및 
상표 변호사와 전문 인력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내부 변호사들이 
분쟁과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고객의 특허 기술, 브랜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Maurice Geraets
Board Member NXP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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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de Ponti
Director

Cor Wijnands
Manager

PETC+
Past. Debijestraat 64
NL-5963 AG Hegelsom 
P: +31 772 061 018
E: info@petc.nl
www.petc.nl

PETC+ WOO CHANG 
CORPORATION
CIBE institute for Bio-
Technology
Mr. Choi, Woo-Chang
415 Hongnae-ro, Naesan-myun, 
Buyeo-gun,
Chungcheongnam-do 323-882,
South Korea
P: +82(0)2-514-2711
M: +82(0)10-5208-2711
E: woochang@
woochangcorp.co.kr

PETC+: “Learning by doing”

PETC+ is an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for the development and training 
of businesses and individual professionals in livestock, aquaculture or fish 
farming,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Increasing the knowledge level of 
every individual participant is our main target. Skills and entrepreneurship 
are gathered here and shared according to an unique didactic concept: 
“learning by doing”. This means that all training takes place in theory and 
practice. PETC+ is grounded in Horst aan de Maas: one of the biggest agri 
centres in Europe.

Products
PETC+ offers training courses, business training plans, development 
projects and practical assessments. These are always custom made to the 
participants individual requirements.

Return on Investment
Our motto is: learn today’s solutions, put it into practice tomorrow’s 
standards. Participants make the required new skills their own in practice. 
The return that PETC+ training offers is therefore very high.

Cooperation
PETC+’s training courses provide direct result for the participants by the 
unique training concept: learning by doing. We are ready for cooperation 
with you!

PETC+는 축산, 어류 양식, 농업, 원예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교육하는 
국제적인 교육 기관입니다.모든 개인 참가자들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술과 기업가정신을 
모아 독특한 교육 철학 “경험을 통한 학습”에  따라 공유합니다. 이는 
모든 훈련이 이론과 실천 양 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ETC+는 유럽 최대의 농업 중심지 중 하나인 홀스트 안 더 마스(Horst 
aan de Maas) 자치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비스
PETC+는 교육 과정, 비즈니스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실용적인 평가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언제나 
참가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됩니다.

투자수익률
PETC+의 좌우명은 오늘의 해결 방법을 익혀 내일의 기준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익힌 기술은 참가자가 사용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PETC+의 수익률은 매우 높습니다.

협력
PETC+ 의 교육 과정은 “경험 학습”이라는 독특한 교육 컨셉을 통해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PETC+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Oostvogels Logistics
Hazeldonk 6389
NL-4836 LE Breda
P: +31 765 969 111
www.oostvogels.nl

E: claudia@oostvogels.nl
E: alex@oostvogels.nl

Oostvogels Logistics  

Oostvogels was founded in 1930 and meanwhile became a well 
established Logistic Service Provider. Our offices in Belgium and 
the Netherlands are bordering the international ports of Rotterdam 
and Antwerp. With over 70,000 m2 of warehouse space, all kinds of 
repackaging possibilities, 12,000 m2 of silo & tank storage capacity 
and a fleet of 90 private trucks we can facilitate your entire logistical 
requirements. Currently we take care of > 6500 containers per year 
originating from the Far East with destination Europe. After repacking 
and/or storage we ship your products to European customers in Food, 
Feed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Claudia Oostvogels
CEO

Alexander Aerts
Sales- and Marketing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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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ltry Expertise 
Centre
Wesselseweg 34
NL-Barneveld
PO Box 39
NL-6710 BA Ede
P: +31 880 206 410 (AERES)
E: info@
poultryexpertisecentre.com
www.poultryexpertisecentre.
com

E: j.berkvens@barneveld.nl
M: +31 611 392 597

E: b.bronkhorst@ptcplus.com
M: +31 613 565 688

Poultry Expertise Centre 

Poultry Expertise Centre is a partnership between private companies, 
government bod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ll working or involved 
in the poultry industry, it is a copy of the Dutch Poultry Expertise Center 
(PEC) with a focus on South Korea and Asia to enhance research & 
development, knowledge exchange in poultry sector, the improvement 
of yields and foodsafety, 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innovation of farming, processing, production and logistics and new 
influx of professionals and entrepreneurs in the sector.

The aim is to be a think-tank for bilateral relevant ministries for poultry 
sector policies and related poultry production companies, stimulating 
higher production standards, help setting research R&D agenda’s. 
It provides a platform for knowledge exchange, (on-line) training 
programs, research group (applied research) establishment of an 
physical innovation center – training facility in Korea (site office & demo 
site of most advanced poultry farming chain). It will be set up as a 
multi-partner project led by Wageningen UR Livestock Research, later 
will aim for a structured organization, and aim for profit generating and 
self-sustaining.
 

가금류 전문 센터(Poultry Expertise Centre(PEC))는 가금류 산업에 
연관된 민간 기업과 정부 단체, 교육 기관 사이의 연합체입니다. PEC
는 네덜란드가금류전문센터(Dutch Poultry Expertise Center(PEC))
의 모방체로 대한민국과 아시아 지역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 개발의 
개선, 가금류 부문의 지식 교환, 생산량과 식품 안전성, 생산 
효율성의 증진, 사육과 처리, 제조와 물류 과정의 혁신, 그리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새로운 유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센터의 목적은 가금류 부문 정책을 세우는 양국의 해당 부처와 
관련 가금류 생산업체들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더 높은 
생산 기준을 장려하며 연구 및 개발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PEC는 지식 교환을 위한 플랫폼과(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응용 연구를 위한 리서치 그룹을 설립하는 동시에 한국에 
물리적으로 혁신 센터 – 한국 내 교육 시설(현장 사무실 및 최첨단 
가금류 사육 프랜차이즈의 시범 현장)를 제공합니다. 이는 와게닝헌 
대학연구 축산 연구센터(Wageningen UR Livestock Research)
가 이끄는 다중 협력 프로젝트로 구성될 것이며 향후 구조화된 
조직으로 이익 창출과 자립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Jos Berkvens 
Project Manager

Bertus Bronkhorst
Project Manager

PMJ...Duck Processing 
Technology
De Veken 246
NL-1716 KJ Opmeer
P: +31 226 358 888
E: info@pmj.info
www.
duckprocessingtechnology.nl

E: henkdarwinkel@pmj.info
M: +31 625 025 611

PMJ...Duck Processing Technology 

PMJ Duck Processing Technology is the global authority for automated 
duck processing machines used in slaughterhouses up to speeds of 6000 
ducks an hour. Our automated machines are available for live bird arrival, 
killing, scalding, plucking, waxing, evisceration, chilling and weighing. 
Also automated machines are available for meat and giblet processing. 
With our automated machines the duck processing companies will save 
significant personnel costs and provide a constant high quality end 
product and yield on by-products.

PMJ Duck Processing Technology는 시간당 6,000마리의 오리를 
처리하는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오리고기 자동 가공 기계 관련 
글로벌 기업입니다. 당사의 자동화 기계는 살아있는 오리의 인도, 
도축, 소독, 털 제거, 왁싱, 내장 제거, 냉동, 무게 측량을 비롯하여 
고기 및 내장 가공이 가능합니다. 오리 가공 기업들은 당사의 자동화 
기계를 통해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지속해서 높은 제품을 
공급하고 부산품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Henk Darwinkel
Sales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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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jn van Zwieten
Co-founder & Chairman

Tom Schoen
Co-founder & Vice-Chairman

Rangemu
Staalmeesterslaan 4
NL-1057 NG Amsterdam
E: info@rangemu.com
www.rangemu.com

E: martijn@rangemu.com
M: +31 640 882 174

E: tom@rangemu.com
M: +31 618 147 594

Rangemu

Rangemu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aims to improve the connection 
between the European and South-East Asian videogame industries. We 
support companies from both territories in making the step to acquire 
know-how, find partners, and approach new markets.

Our activities include organizing the Holland Pavilion at the Tokyo Game 
Show together with the Dutch Embassy in Tokyo, organizing seminars and 
advising companies in all manners related to making the step from one 
market to another. We work together with carefully selected partners that 
can assist with more specific needs relating to business development, PR & 
Marketing and recruitment.

Rangemu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비디오 게임 산업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Rangemu는 양 지역의 기업이 
서로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협력 업체를 찾으며,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도쿄의 네덜란드 대사관 협력 하에 도쿄 게임 쇼의 
네덜란드관 구성, 세미나 개최,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업체 홍보를 
위한 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ngemu는 사업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인력확보 등과 같이 구체적인 니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엄선된 
협력사와 함께 합니다.

Rijk Zwaan
Burgemeester Crezeelaan 40
NL-2678 KX De Lier
PO Box 40
NL-2678 ZG De Lier
P: +31 174 532 300
www.rijkzwaan.com

E: j.omvlee@rijkzwaan.nl

Rijk Zwaan 

Rijk Zwaan is a Dutch family-owned vegetable breeding company. It is 
amongst the top 5 in the global vegetable seed market with a turnover 
of approx. 400 million euros and a market share of 8%. 

Rijk Zwaan seeds are sold in more than 100 different countries through 
30 locally operating sales subsidiaries and numerous distributors. To 
align its products perfectly with market requirements, the company 
maintains close contact not only with growers but also with the rest of 
the vegetable chain. Rijk Zwaan takes a personal approach and strives 
for win-win situations and long-term partnerships. 

The head office is situated in De Lier, The Netherlands. Rijk Zwaan 
employs around 2,600 people and they are the company’s most 
important asset. The company culture is centred on involvement, 
team work and loyalty. As a result, Rijk Zwaan’s employees are highly 
motivated to provide all customers with top-quality seeds and a high 
level of service.
 

Rijk Zwaan은 네덜란드의 가족 소유 원예 기업입니다. 전 세계 종묘 
시장의 상위 5위에 속한 기업으로, 약 4억 유로의 매출액과 8%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Rijk Zwaan의 종묘는 30개의 현지 판매소와 여러 공급망을 통해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됩니다. 재배자뿐만 아니라 이외 유통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시장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Rijk Zwaa는 개별적인 접근과 노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본사는 네덜란드 드 리에르에 있으며, Rijk Zwaan에는 약 2,60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와 팀워크, 헌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 
문화를 통해 Rijk Zwaan은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종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Jan Omvlee
Director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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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o de Ronde
Business Manager Asia

Rotterdam Partners
International Trade & Invest-
ment and Expat Center

Coolsingel 104
PO Box 23514
NL-3001 KM  ROTTERDAM
P: +31 107 900 140
www.rotterdampartners.nl 

E: e.deronde@
rotterdampartners.nl
M: +31 624 237 468

Rotterdam Partners

The City of Rotterdam is a ‘World Port City´ being the largest port of Europe 
and a ‘hip and happening’ city. A large Korean (business) community is 
living and working in Rotterdam.

Rotterdam Partners is the promoter of the regional economy. The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department is attracting FDI, promoting 
trade and supporting an innovation ecosystem. We offer our ‘Red Carpet 
Treatment’ to new international companies that want to do business in 
Europe. 
Besides, we are informing and supporting expats through our Expat 
Center. All our services are free of charge!

Rotterdam Partners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and Expat Center 
is working closely together with Port of Rotterdam,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and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 (RVO).

Overall, the goal is to position Rotterdam as a strong, dynamic urban 
region where you can find a place to work, live, and enjoy the good life. 
These efforts are to ensure that Rotterdam is known worldwide as a tourist, 
congress, business and investment destination.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힙하고 신나는’ 도시인 로테르담은 ‘
세계 항만 도시’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한국인(사업가) 커뮤니티가 
로테르담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Rotterdam Partners는 지역 경제를 후원합니다. 국제 교역/투자부는 
FDI를 끌어들여 무역을 촉진하고 혁신 에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제 
사업체에 ‘레드 카펫 관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외 거주자 센터를 통해 국외 거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Rotterdam Partners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and Expat 
Center는 로테르담 항구, 네덜란드 해외 투자국(NFIA), 그리고 네덜란드 
산업청(RVO)과 긴밀히 공조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로테르담이 일과 주거,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건강하고 다이나믹한 도시로 자리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로테르담을 전세계에 관광, 국제회의, 사업과 투자의 목적지로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Guido de Wit 
Program Director Asia

Lenhard Los 
Marketing and Sales Director 
Asia

Royal FloraHolland
Legmeerdijk 313
NL-1431 GB Aalsmeer
PO Box 1000
NL-1430 BA Aalsmeer
P: +31 297 392 170
www.royalfloraholland.com 

E: guidodewit@
royalfloraholland.com
M: +31 631 653 450

Royal FloraHolland – Flowering the World 
Together

For over 100 years Royal FloraHolland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floriculture industry and built significant 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flower the world.

Today our company is the largest trading and logistics platform for flowers 
and plants in the world and represents over 4,500 growers from both the 
Netherlands and other major flower-producing countries. We offer our 
customers the freshest, broadest and deepest assortment of flowers and 
plants every day with over 20,000 different varieties produced all over the 
world. Our network of online and offline market locations has an annual 
turnover of €4.5 billion trading over 30 million flowers and plants per day. 

Royal FloraHolland aims to explore partnerships and discuss how our 
portfolio of flowers and plants, our know-how, innovation and R&D can 
help South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 bodies to build a growing, 
sustainable and profitable flower business.

로열 플로라홀란드(Royal FloraHolland) – 세계를 함께 꽃피우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로열 플로라홀란드는 세계 화훼 산업을 
선도해 왔으며 세계를 꽃피우기 위해 중요한 국제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오늘날 당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훼류와 식물의 통상 및 물류 
플랫폼이며 네덜란드와 기타 주요 꽃 생산 국가에서 4,500명 이상의 
재배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객에게 전세계에서 생산된 
20,000 종류 이상의 가장 신선하고, 가장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온/오프라인 시장 네트워크는 하루에 3천만여개의 
화초를 거래하며 연간 매출액은 45억 유로에 이릅니다. 

로열 플로라홀란드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척하고 어떻게 우리의 화초 
포트폴리오, 노하우, 혁신 및 R&D가 한국 업체와 정부 부처를 도와 
지속 가능하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는 화훼 산업을 구축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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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Joh. Enschedé
Oudeweg 32
NL-2031 CC Haarlem
PO Box 114
NL-2000 AC Haarlem
P: +31 235 184 444
www.joh-enschede.nl

E: m.raasveld@joh-enschede.nl
M: +31 613 681 959

Royal Joh. Enschedé 

Royal Joh. Enschedé is an independent banknote printer, accredited 
to deliver banknotes for more than 70 countries. It is one of the leaders 
in the world market of postage stamp production. Furthermore, Joh. 
Enschedé excels in other security print like tax stamps, visa stickers, 
permits, diplomas and bespoke special projects. 

Joh. Enschedé optimally combines authentic craftsmanship,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new technology and innovative thinking.  The 
company cooperates with the very best specialised suppliers of security 
inks, substrates and features. The result is the best security print 
solution for every customer. Joh. Enschedé also advises its customers 
on critical issues such as design and origination, and protection against 
counterfeiting.

Profitability and long-term continuity are the basis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o its stakeholders such as clients, employees, 
shareholders, suppliers and society.

In short Royal Joh. Enschedé mission statement says it all: ‘Quality, 
Security, Trust’

Royal Joh. Enschedés는 70여개국에서 공인된 독립 지폐 
발행사입니다. 당사는 세계 시장에서 우표 생산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Joh. Enschedé는 세금 인지, 비자 스티커, 허가증, 
학위 및 맞춤형 특별 프로젝트와 같은 기타 보안 인쇄 부문에서 
두드러지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Joh. Enschedé는 정통 장인 정신, 지식, 경험을 새로운 기술 및 
혁신적 사고와 최적으로 조합합니다.  당사의 협력사들은 보안 잉크, 
기판과 기능 분야의 최고 전문 공급 업체들입니다. 그 결과, 모든 
고객을 위해 최상의 보안 인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Joh. Enschedé
는 또한 디자인과 도안, 위조 방지 설계 등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수익성과 장기 연속성은 고객, 직원, 주주들, 공급 업체와 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충족시키는 당사의 기반입니다.

결론적으로, Royal Joh. Enschedé의 강령인 ‘품질, 보안, 신뢰’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Michiel Raasveld
Director Sales & Marketing

SMP International
Woudenbergseweg 19C2
NL-3707 HW Zeist
PO Box 37
NL-3700 AA Zeist
P: +31 343 449 935
E: info@smpinternational.eu
www.smpinternational.eu  
 
E: gerlof@smpinternational.eu
M: +31 629 390 260

SMP International 

SMP International is your dedicated partner for Starch & Milk Products. 
We bring together the worlds of animal and vegetable based 
ingredients. Raw materials are sourced from origin and shipped directly 
to country of destination. Keeping the supply chain as short as possible.
It is our core business to balance the imbalances in a global market.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are thereby crucial values to us, in 
guaranteeing a standard of excellence and high quality.

We keep an eye on the market, crop and production developments. 
Including sharing knowledge and providing up-to date market 
information.

Business is conducted through three operating divisions: 

Grains
Starches and derivatives processed from corn, wheat, potato, tapioca 
and pea for food, feed petfood and paper industry.

Dairy
Dairy ingredients, a compete portfolio for food and non-food markets.

Specialty products & production
Tailor made production, blending and repacking of bulk ingredients.

SMP International은 녹말 및 유제품 전문 파트너입니다.
당사는 동식물 기반의 모든 재료를 취급합니다. 원재료는 원산지에서 
공급되며 도착 국가로 직배송됩니다. 공급망은 가능한 한 최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당사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투명성과 추적성은 우수성과 높은 품질 기준 보장을 위한 
당사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과 농작물, 생산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식을 
공유하고 최신 시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은 3개 영업 부문을 통해 수행됩니다. 

곡물
옥수수, 밀, 감자, 타피오카, 완두콩을 가공해서 만든 식품, 사료, 제지 
산업용 녹말 및 파생물

유제품
유제품 원료, 식품 및 비식품 시장을 위한 완벽한 포트폴리오

특수 제품 및 생산
대량 재료의 맞춤형 생산, 블렌딩, 재포장

Gerlof de Boer 
Manag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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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Anny Food Holland
Burgemeester Schalijlaan 36
NL-2908 LS Capelle aan den 
IJssel
P: +31 104 511 183
E: info@annyfood.com
www.annyfood.com

E: jing@annyfood.nl 

E: wei@annyfood.nl
M: +31 642 855 525

St. Anny Food 

St. Anny Food has over 30 years experiences in producing Hong Kong style 
breads and snacks. Our mission is to investigate various Chinese snacks and 
to be a communicator to promote Chinese cuisine. Our vision is to create a 
better life for different people.

We have 4 serious food products which are: 
• Frozen Dim Sum
• Chinese Bakery
• Ready Meal 
• Marinated items

Over many years development, St. Anny Food has built a strong brand 
image and become a worldwide company in the Chinese food market 
in Europe. In the meanwhile, St. Anny Food keeps investigating and 
improving our products and turns to be better and stronger. 

St. Anny Food는 홍콩 스타일 빵과 간식 생산으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 푸드의 사명은 다양한 중국 간식을 연구하고 
중국 요리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의 창조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4개의 주요 식품류를 생산합니다. 
• 냉동 딤섬
• 중국식 빵과자류
• 완조리 식사대용품 
• 절임류

수년간의 발전을 통하여 애니 푸드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왔고 유럽에서 중국식품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애니 푸드는 지속적으로 제품군을 연구, 개선하며 더 좋은, 그리고 더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Steel Solutions
Ankerkade 150
NL-6222 NM Maastricht
Ankerkade 4
NL-6222 NM Maastricht
Holtum Noordweg 5
NL-6121 RE Born 
P: +31 436 096 200
www.steel-solutions.nl

E: w.feijen@steel-solutions.nl
M: +31 651 604 358

Steel Solutions 

Steel Solutions is a private owned company with a long family history 
in the steel industry. We are the number one logistics chain director for 
the steel industry worldwide. We offer supply chain solutions: shipping, 
customs, fiscal representation, warehousing and efficient distribution 
all over EU. Our clients are mostly not European steel mills and trading 
companies who need a reliable logistics partner. Our clients sell their 
products by them selves and we arrange the complete product flow. 
We have experience in a very diverse product range: carbon, stainless, 
ferrous, non-ferrous, aluminum, sheets, plates, coils, bars, profiles etc. 
We can organize value added service like; cutting, slitting, pickling, 
packaging etc. We are situated at strategic inland terminals from where 
deliveries can be made in 24 hours to the most important European 
consumer concentrations.    

Steel Solutions은 철강 산업에서 오랜 역사를 다진 가족 소유의 
민간 기업입니다. 당사는 전세계 철강 산업 제일의 물류 체인 
관리자입니다. 유럽 전역의 배송, 세관, 회계 보고, 창고 관리, 효율적 
유통을 위한 공급 체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고객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는 물류 파트너가 필요한 비 유럽 지역의 제강 및 철강 
무역 기업입니다. 고객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 Steel Solutions
이 상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사는 탄소, 
스테인리스, 철, 비철, 알루미늄, 시트, 플레이트, 코일, 바, 프로필 
등 광범위한 상품군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컷팅, 슬리팅, 피클링, 
패키징 등과 같은 부가가치 서비스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eel 
Solutions는 내륙 터미널에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유럽 내 중요 
고객이 집중된 지역에 24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합니다.   

SteelSolutions
Global Distribution

Wibo Feijen
CEO  

Jing Xiao
Sales Manager 

Wei Wei
Assistant of Produ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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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Hoegee
Director Maritime & Offshore

TNO
Van Mourik Broekmanweg 6
NL-2628 XE  Delft
PO Box 49
NL-2600 AA  Delft
P: +31 888 660 000
E: wegwijzer@tno.nl
www.tno.nl

E: j.hoegee@tno.nl
M: +31 611 783 143

E: nard.clabbers@tno.nl
M: +31 621 134 481

TNO

TNO is the largest Netherlands applied research and technology institute, 
operating in all relevant societal domains with a large number of 
expertise’s and testfacilities like: structural dynamics/reliability, human 
factors, sub-sea acoustics, autonomous system, etc. TNO focuses on 
smart renewable energy solutions for Offshore wind development, asset 
integrity & safety, marine spatial planning, condition based maintenance & 
monitoring systems and the effects on human operations.

The Unique Selling Points are:
• Independent company
• Exclusive partner for Dutch government in Defence and Geology  
 domain
• Long year track-record, founded by law in 1932
• Multicultural experience with employees from 40 nationalities
• Linking fundamental research and market with applied research

TNO can work together in different businessmodels varying from direct 
business-2-business to shared innovation consortia. Currently we are 
setting up Joint Innovation Centre’s on Robotics and Materials & Structures 
under Extreme conditions. For these centre’s we are open for future 
cooperation with Korean companies / government.

TNO는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다수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구조 역학/
신뢰성, 인적 요소, 해저 음향, 자율 시스템 등과 같은  테스트 시설을 
갖춘,네덜란드 최대의 응용 과학기술연구소입니다. TNO는 해상 풍력 
개발, 자산의 무결성과 안전성, 해양 공간 계획, 상태 기반 유지보수와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인적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마트한 
재생가능 에너지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NO만의 고유한 셀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 기업
• 국방 및 지질학 영역에서 네덜란드 정부의 독점 파트너
• 1932년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다수의 실적 보유
• 40 개국 국적의 직원들로 인한 다문화 경험
• 응용 연구를 통한 기초 연구와 시장간의 연결

TNO는 직접적인 기업간 사업부터 혁신적인 공유 컨소시엄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맞추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 연구소는 로봇 
공학, 소재와 구조를 다루는 공동 혁신 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관련하여 TNO는 한국 기업 혹은 정부와 향후 협력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Nard Clabbers
Senior Business Developer 
Personalized Nutrition and Health

Van Oord
PO Box 8574
NL-3009 AN Rotterdam
P: +31 888 260 000
E: info@vanoord.com
www.vanoord.com

E: Niels.debruijn@vanoord.com
M: +31 611 864 130

Van Oord 
Korea Branch
Youchang Building 302
25-2, 4-ga, Jungang-dong
Jung-pu
Busan 600719
Republic of Korea
P: +82 51 463 1650
E: off-kor@vanoord.com

Van Oord 

Van Oord is a leading international contractor specialising in dredging, 
marine engineering and offshore projects (oil, gas and wind). We are an 
innovative partner for our clients and, for over one hundred years, have 
been helping to create the infrastructure for the world of tomorrow.

The growing world population needs more space and the demand for 
energy is rising constantly. Increasing world trade requires more and 
better port facilities and 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coastal areas. Van 
Oord provides innovative solutions for worldwide maritime challenges, 
both now and in the future.

Van Oord is a Dutch-based, independent family business, which is 
characterised by visible leadership, long-term vision and a sound 
financial position. Substantial investments in people and equipment are 
made with great care to ensure the continuity of our business.

Van Oord is active in Korea since 1995 when it dredged the Port of Dong 
Hae and reclaimed land in Pusan. A branch office was established in 
2002 and various projects have been executed throughout this period.
 

Van Oord는 준설, 해양 공사 및 해상 프로젝트 (석유, 가스와 풍력)
을 전문으로 하는 선도적인 국제 도급업체입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혁신 파트너로 세계의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100년 이상 
기여해 왔습니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의 증가로 항만 시설의 
수와 품질에 대한 필요 또한 높아졌으며 기후 변화는 해안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Van Oord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세계 해양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Van Oord는 명확한 리더십과 장기 비전, 그리고 건전한 재무 상태로 
특징지을 수 있는 네덜란드 기반의 독립적인 가족 기업입니다. 당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재와 장비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Van Oords는 1995년 동해 항 준설과 부산의 매립 사업을 
맡으면서부터 한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2002년에 한국 지사가 
설립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Niels de Bruijn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Van O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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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Rutten
Managing Director

Frans van den Dungen
Sales Manager

Vialle Autogas Systems 
Leemkuil 7
NL-5626 EA Eindhoven
P: + 31 40 2663 600
E: info@vialle.nl
www.vialle.nl

E: p.rutten@vialle.nl
M: +31 6 5535 7177

E: f.vddungen@vialle.nl
M: +31 6 1401 0001

Vialle Autogas Systems 

Vialle, established in 1967, is a privately owned company and worldwide 
the innovative technology leader in the field of development, engineering 
and production of distinguishing sustainable alternative fuel systems 
using e.g. Liquefied Petroleum Gas (LPG) for modern vehicles (cars, trucks, 
busses).

Vialle operates worldwide either through Distributors or through Licensed 
Partners, producing Vialle components locally, based on Vialle’s Know How 
and Technology. 
 
Vialle is the inventor of the Liquid Phase LPG Injection system technology 
(LPi) a technology that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by various car 
manufacturers worldwide including by Korean car manufacturers Hyundai 
& Kia Motor Company, over the last decades.
 
Vialle’s latest invention is based on the Liquid Phase LPG Direct Injection 
system technology (LPdi) suitable for Direct fuel Injected petrol engines 
either in mono or bi-fuel concept. This proven high quality & reliable 
technology is commercially available since 2009 and offers perfect vehicle 
performance and optimum driveability with maximum improvement on 
the vehicle’s exhaust gas emissions.

We are seeking for a Korean business partner(s) to utilize this LPdi 
technology, as tier 1 or tier 2 supplier, for use in the auto industry in Korea.

1967년에 설립된 민간 기업 Vialle는 차, 트럭, 그리고 버스 등의 차량용 
액화 석유 가스(LPG)를 사용하는 친환경 대체 연료 시스템을 개발, 
엔지니어링,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 부분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입니다. 

Vialle는 유통업체나 공식 파트너를 통해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직접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Vialle는 또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채택한 액상 LPG 분사 시스템 기술
(LPi)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최신에 개발한 기술로는, 단일/이중 연료 방식의 직분사 휘발유 
엔진에 적합한 액상 LPG 직분사 시스템 기술(LPdi)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높은 품질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기술로, 2009년에 
상용화되었으며, 배기가스 배출량이 크게 개선되고 완벽한 차량 성능과 
최상의 주행성을 제공합니다. 

Vion Food International
Boseind 15
NL-5281 RM Boxtel
P: +31 889 953 246
www.vionfood.com

E: Eric.de.Jong@vionfood.com
M: +31 654 218 391

E: john.de.jonge@vionfood.com 
M: +31 622 529 812 

Vion Food International 

Vion Food Group is one of the largest producers of fresh meat (beef and 
pork), derived products for industry, retail and foodservice, produced in 
the Netherlands and Germany, with a global presence and sales offices 
worldwide. 

Vion Food Group is farmers owned and has a full control of its supply 
chain. Fresh pork and beef of Vion Food Group is produced according 
to the highest global standards and also accepted on all relevant global 
food markets. Vion Food Group is the trusted partner and supplier of 
major industry, foodservice and retail companies worldwide. 

Every day, approximately 100 million people around the globe consume 
Vion Food’s meat, representing a huge responsibility for consumer’s 
health and food safety. Vion Food Group guarantees the safety of its 
products by operating within modern integrated meat supply chains 
and ensures an efficient, fully traceable meat production process in 
which food safety, product integrity and sustainability are key values. 
Focusing on a proactive partnership with farmers and customers, Vion 
Food Group believes in sharing knowledge and experience as well as 
transparency and collaboration. Innovation starts with customer and 
client needs. 
 

비온 푸드 그룹(Vion Food Group)은 식품산업, 소매, 및 급식 
업계에 제공되는신선육(소고기 및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의 
최대 생산자 중 하나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생산하여 전 세계에 
판매처를 두고 있습니다. 

비온 푸드 그룹은 축산 농장주가 직접 소유하여, 공급망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온 푸드 그룹의 신선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최고의 국제적 기준에 맞춰 생산되며 관련된 
모든 국제 시장에서 환영 받고 있습니다. 비온 푸드 그룹은 전 
세계의 주요 업계, 요식 및 소매 업체로부터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공급자입니다. 

매일 약 1억명의 전 세계 인구가 비온 푸드 그룹의 육류를 소비하며, 
이는 고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비온 푸드 그룹은 식품 안전, 제품 완결성,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현대적인 통합 육류 공급 체인과 철저하게 추적 가능한 
육류 생산 과정을 통해 제품의 안전을 보증합니다. 비온 푸드 그룹은 
농민 및 고객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투명성과 협력을 증진할 것을 믿습니다. 혁신은 고객의 니즈에서 
시작합니다. 

Eric de Jong
Commercial Manager

John de Jonge 
Chief Supply Chai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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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lof van Buren 
Sales manager asia

Vitelco
Veemarktkade 19
NL-5201 AJ ‘s Hertogenbosch
PO Box 367
NL-5222 AE ‘s Hertogenbosch
P: +31 736 242 060
E: info@vitelco.nl
www.vitelco.nl

E: r.van.buren@vitelco.nl
M: +31 655 722 811

Vitelco

Vitelco is one of the largest veal slaughterhouses and deboning halls in 
Europ. As experienced, high volume partner for veal, we can offer top 
quality product for competitive prices. We produce and supply white and 
rose veal as well as young beef in the cuts and portions required.

Veal is suitable for retail, foodservice and wholesale. In all major hotels and 
restaurants dutch veal is a proven and respected item on each menu. 
Our production is animal friendly and with the highest food safety 
possible. Because of our integration with animals, stables, transport and 
production facilities we can ensure the top in consumer’s satisfaction.
Production is 100 % Halal and we acquired all relative accreditations like 
BRC an IFS. 

Netherlands is famous for it’s agricultural history and knowledge and we 
are proud to be part of this as we are confident of a bright future with our 
chain integrated companies.

Vitelco is part of the Paligroup with companies in veal meat, porc meat, 
animal trading and husbandry, animal transport and tanning industry. 

피델코(Vitelco)는 유럽 최대 규모의 송아지 농장 및 발골 작업장 중 
하나입니다. 대량의 송아지 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피델코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최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부위별 어린 송아지 고기를 
비롯, 화이트 빌(생후 2~5개월)과 로즈 빌(생후 7~9개월)을 생산, 
공급합니다.

송아지 고기는 소매, 외식 산업, 도매용으로 적합하며, 네덜란드산 
송아지 고기는 모든 주요 호텔과 식당에서 고급 식재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피델코의 제품은 동물 친화적이고 엄격한 식품 안전성을 
준수합니다. 또한 가축, 농장, 운송, 생산 시설이 통합되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100% 할랄 제품으로 BRC와 IFS와 같은 관련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당사는 농업의 역사와 지식으로 정평이 난 네덜란드 기업임에자부심을 
가지고 통합 유통 기업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델코는 팔리그룹(Paligroup)의 자회사로, 여러 송아지 고기, 돼지고기, 
가축 판매 및 사육, 운송, 제혁 기업과 함께 합니다. Westfort Meat Products

Kamerlingh Onneslaan 18
NL-3401 MZ IJsselstein
P: +31 307 607 861
www.westfort.nl

E: adb@westfort.nl
M: +31 653 122 706

Westfort Meat Products 

Westfort is a family business with a long standing tradition in the pork 
industry. We purchase our pigs directly from farmers in Holland. Our 
products are exported to more than 25 countries worldwide. Westfort 
employs more than 900 people and had a turnover in excess of EUR 300 
mln. in 2015. 

Westfort build an innovative slaughterhouse in the center of Holland, 
that is fully operational since the end of 2015. The innovations have 
been designed for the purposes of animal welfare, automation and 
sustainability. 

Westfort has developed a variety of pork concepts together with their 
supplying  farmers, retailers and wholesalers. These concepts offer our 
partners opportunities to produce pork in a distinctive way, giving them 
a unique competitive advantage. 

To safeguard our safety, traceability and quality, we ensure that our 
production methods comply with requirements for a sound and 
comprehensive quality assurance system, such as HACCP, IFS and BRC 
guidelines. 

웨스트포트(Westfort)는 돈육 업계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가족 기업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농장으로부터 돼지를 직접 
구매하여 전 세계 25개국 이상에 돈육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포트에는 9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억 유로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동물을 생각하고 자동화와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방식의 도축장을 네덜란드 중심에 세워 2015년 말에 완전 
가동되었습니다. 

웨스트포트는 돈육 공급 농장, 소매 및 도매업자와 함께 돈육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에게 
뛰어난 방식으로 돈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와 경쟁력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안정성, 추적성,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HACCP, IFS, BRC와 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품질 보증 시스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rné de Beer
Sales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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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Xin-Ying Ren
Senior Researcher and Project 
Manager for China and Far-East

Wageningen Livestock 
Research 
De Elst 1
NL-6708 WD Wageningen
PO Box 338 
NL-6700 AH Wageningen
P: +31 317 483 953
E: info.livestockresearch@
wur.nl
www.wageningenur.nl/nl/
Expertises-Dienstverlening/
Onderzoeksinstituten/Live-
stock-Research.htm 

E: xinying.ren@wur.nl
M: +31 610 252 792

Wageningen Livestock Research 

Wageningen Livestock Research (WLR) provides science based solutions 
for a sustainable and profitable livestock sector. Wageningen Livestock 
Research is part of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and is the main 
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respect to animal husbandry 
in the Netherlands. It combines expertise in different areas of technology 
with social sciences, in an integral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develop 
sustainable and profitable production systems. WLR has four core 
expertises in animal science: Breeding and Genomics, Nutrition, Behaviour 
& Welfare, and Livestock & Environment. The researchers within these 
expertise centres work closely together on interdisciplinary topics. WLR 
has its own research farms, including “Dairy Campus” with over 500 dairy 
cows, and Pigs Innovation Centre in Sterksel. WLR has ample experience 
with stakeholder consultation, and management of short and long-term 
research projects for industries,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research and innovation 
(e.g. in the Dutch top sector Agri&Food). 

Wageningen Livestock Research is a partner in the development of IPEC, 
the International Poultry Expertise Centre.

와게닝헌 축산 연구원(Wageningen Livestock Research(WLR))은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축산 부문의 과학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원은 와게닝헌대학과 연구소의 일부이며 네덜란드 내 동물 사육에 
관한 연구 개발의 주요 거점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학제간 접근법을 통해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사회과학을 결합합니다. WLR는 동물 
과학에 관하여번식과 유전체학, 영양학, 행동 및 복지, 축산과 환경 
등 4대 핵심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지식 센터들 
내의 연구진들은 다분야에 걸친 주제를 긴밀히 연구합니다. WRL
은 500두 이상의 젖소를 보유한 “유제품 캠퍼스”, 스테륵설(Sterksel) 
지역의 돼지 혁신 센터 등의  자체 연구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LR은 이해관계자 컨설팅, 기업과 정부/비정부 조직을 위한 단/장기 
연구 프로젝트 관리, 연구와 혁신 영역에서의 공공-민간 파트너쉽(예: 
네덜란드의 최상위 부문인 농식품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게닝헌 축산 연구원(Wageningen Livestock Research)은 IPEC(국제 
가금류 전문지식 센터)의 개발 영역 협력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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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ke Dezentjé 
Hamming - Bluemink
Head of business delegation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VNO-NCW, 
President Association FME
Chair Smart Industries

VNO-NCW
PO Box 93002
NL-2509 AA The Hague
www.vno-ncw.nl

Ton Büchner
CEO and Chairman of the Board 
of Management and 
the Executive Committee

AkzoNobel
PO Box 75730
NL-1070 AS  Amsterdam
www.akzonobel.com 

Christophe Fouquet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Executive Vice 
President Applications 

Jeroen Plag
Head of Client Coverage Asia, 
Americas & UK
Honorary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SML
PO Box 324
NL-5500 AH Veldhoven
www.asml.com

ING
PO Box 1800
NL-1000 BV Amsterdam
www.ing.com

Pieter Elbers
President & CEO

Maurice Geraets
Executive Board Member NXP 
Netherlands

KLM Royal Dutch Airlines
Amsterdamseweg 55 (AMS/DA)
NL-1182 GP Amstelveen
www.klm.com

NXP Semiconductors 
Netherlands
High Tech Campus 60
NL-5656 AG Eindhoven
www.nxp.com

CEO Delegation

Allard Castelein
President and CEO

Niels de Bruijn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Port of Rotterdam 
PO Box 6622 
NL-3002 AP Rotterdam
www.portofrotterdam.com                         

Van Oord 
PO Box 8574
NL-3009 AN  Rotterdam
www.vanoord.com

Dominique Oh
CEO Philips Korea 

Royal Philips
PO Box 77900
NL-1070 MX  Amsterdam
www.philips.co.kr

Paul D’Arcy 
President Shell Korea Limited 
and Country Chairman of Shell 
Companies in Korea

Shell Korea Limited
SEO 120-756
Republic of Korea
www.shell.com

Angélique Heijl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VNO-NCW
PO Box 93002
NL-2509 AA The Hague
www.vno-ncw.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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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Rutte
Prime Minister

Stephan Schrover
DG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s

P: +31 70 356 4500
E: s.schrover@minaz.nl

Laurie Dul
Policy Advisor International 
Agribusiness

M: +31 611 376 479
E: l.dul@minez.nl

David van Weel
Foreign Policy and Defense 
Advisor

P: +31 70 356 4500
E: d.vanweel@minaz.nl

Martijn van Dam
Minister for Agriculture

Aldrik Gierveld
Deputy Director General for 
Agriculture and Nature

E: a.gierveld@minez.nl

Asli Çetinel
Protocol Advisor

P: +31 70 356 4500
E: a.cetinel@minaz.nl

Juri Roerink
Senior Policy Advisor 
International Innovation 
Cooperation

M: +31 611 377 007
E: J.Roerink@minez.nl

Official Delegation Official Delegation

Prime minister’s office
PO Box 20001
NL-2500 EA The Hague
www.government.nl/ministries/az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PO Box 20401
NL-2500 EK The Hague
www.government.nl/ministries/ez

Job van de Sande
Spokesman Minister for 
Agriculture

M: +31 653 677 096
E: j.vandesande@minez.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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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en van den Berg
Director-General Foreign 
Economic Relations

P: +31 70 348 7182
E: marten-vanden.berg@
minbuza.nl

Efstathios Andreou
Policy Coordinator

P: +31 70 348 7096
E: efstathios.andreou@
minbuza.nl

Raymond Toet
Head of Internal Affairs / HIZ

P: Ext. 613
E: raymond.toet@minbuza.nl 

Lody Embrechts
Head of Mission / CdP

E: seo@minbuza.nl

Ruth Emmerink
Deputy Head of Mission / 
Plv.CdP

E: ruth.emmerink@minbuza.nl

Hyunnie Rew
General & Consular Affairs 
Officer / ACM

P: Ext. 612
E: hyunnie.rew@minbuza.nl

Official Delegation Embass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 Box 20061
NL-2500 EB The Hague
www.government.nl/ministries/bz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n Seoul
10th Floor, Jeongdong Building, 
21-15 Jeongdong-gil, Jung-gu, 
Seoul (04518)
P: +82 2 311 8600
E: seo@minbuza.nl
southkorea.nlembassy.org

Sung Eun (Kaitlyn) Jo     
Secretary / SPS

P: Ext. 611
E: Sung-Eun.Jo@minbuza.nl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 
PO Box 93144
NL-2509 AC The Hague 
www.rvo.nl

Peter Potman
Director Asia and Oceania

P: +31 70 348 4214
E: peter.potman@minbuza.nl

Maurits Berger
Project Manager Economic 
Missions

M: +31 625 641 019
E: maurits.berger@rv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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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 Jeong Kim
Commercial Officer / EA3

P: Ext.618
E: Hj.kim@minbuza.nl

Ji Yoon Hong 
Researcher

P: Ext.623
E: PEMhightech@gmail.com 

Jiwon Ha  
General& Consular Affairs 
Officer/ACM

P: Ext.612 
E: jiwon.ha@minbuza.nl

Ha Jin Lee
Culture and Sports Officer /
CSO

P: Ext. 601 
E: hajin.lee@minbuza.nl

Heleen Vreugdenhil
General&Consular Affairs 
Officer/ACM  

P: Ext.621
E: h.vreugdenhil@
minbuza.nl

Sun Woo (Liz) Kim                                                    
Researcher

P: Ext.601
E: PEMcreativeNL@gmail.com

Yeseul (Christine) Bang                                                                                  
Researcher

P: Ext. 609
E: PEMwaterNL@gmail.com

Jos van Dinther 
First Secretary/AS1 

P: Ext. 619
E: jos-van.dinther@
minbuza.nl

Ji Hoon (Lauren) Park                                                        
Public Diplomacy Officer, 
Assistant             

P: Ext. 631
E: PEMpdo@gmail.com

Michiel van Gorp                                                                 
Assistant for Economic 
Affairs   

P: Ext. 632 
E: michiel-van.gorp@
minbuza.nl 

Marten Lammertink 
Second Secretary of Economic 
and Commercial Section  
P: Ext. 617 
E: Marten.lammertink@
minbuza.nl

Peter Wijlhuizen 
Senior Officer of Innovation, 
Technology and Science / 
NL-NITS  
P: Ext. 609
E: pw@nost-korea.com

Hyun-Ji (Sophie) Park
Public Diplomacy Officer / 
PDO

P: Ext. 631
E: sophie.park@minbuza.nl

Man Sok Kim
Senior Commercial Officer /
EA2

P: Ext. 624
E: ms.kim@minbuza.nl

Jeong-eun Ha
Officer of Innovatio, 
Technology and Science /
NL-NITS 

P: Ext. 623
E: jeha@nost-korea.com

Embassy Embassy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n Seoul
10th Floor, Jeongdong Building, 
21-15 Jeongdong-gil, Jung-gu, 
Seoul (04518)
P: +82 2 311 8600
E: seo@minbuza.nl
southkorea.nlembass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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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sy Embassy

Agricultural Department (LNV)
P: +82 2 311 8670 
E : seo-lnv@minbuza.nl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P: +82 2 311 8660 
E : info@nfia-korea.com  
www.nfia-korea.com

Ho Jin Kang
Agricultural Officer/LNV1

P: Ext. 625
E: hojin.kang@minbuza.nl

Anthony Snellen   
Agricultural Counsellor/HLNV

P: Ext. 615
E: anthony.snellen@
minbuza.nl

Yoo Jung (Adriana) Jung
Office Manager/LNV2

P: Ext. 629
E: yoojung.jung@minbuza.nl

Hongik (David) Kim                                                      
Researcher

P: Ext. 670
E: Inv.seo2014@gmail.com 

Heena Suh 
Office Manager/SNFIA

P: Ext. 628
E: heena@nfia-korea.com

Arnoud Besseling
Executive Director/HNFIA

P: Ext. 603
E: a.besseling@nfia-korea.com

Eun Kyu (Jay) Seo
Senior Project Manager/NFIA1

P: Ext. 616
E: jayseo@nfia-korea.com

Rosanne van der Leer
Assistant for the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P: Ext. 632
E: Rosanne-vander.leer@
minbuza.nl 

Sinae Won
Secretary / SPS

P: Ext. 602
E: sinae@nfi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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