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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Pet Nutrition Group 
 

담당자: Matthew Golladay (President) 

웹사이트: www.brightpetnutrition.com 

전화: +1-330-424-1431 (233) 

주소: 38281 Industrial Park Rd., Lisbon, OH 44432-8325 

설립연도: 1978 

 
 

 

➢ 회사 소개 

BrightPet Nutrition Group은 미국 및 해외 시장을 위한 프리미엄 및 초고급 애완동물 사료를 

고객의 브랜드 및 고객 자체 개발 상품 (Private label) 혹은 co-pack으로 전문 생산하여 

25여개의 국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급 재료와 과학적 생산 방법을 통해 최고의 

제품 품질을 보증합니다. BrightPet Nutrition Group은 현재 3개의 브랜드, 즉 Blackwood Pet 

Food, Adirondack, 그리고 By Nature의 브랜드로 펫사료를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금번 온라인 

사절단으로 참여하여 ‘OEM’ 혹은 ‘고객사의 브랜드 상품 (Private Label)’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커스토마이즈 레시피 (Customized recipe)와 

첨단 생산시설을 여러분의 공장과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브랜드 제품 소개 

1. Blackwood Pet Food®: 20년 이상에 걸쳐 완성된 슈퍼 프리미엄 레시피는 수작업으로 

천천히 요리되어 애완동물의 식욕을 돋구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2. Adirondack®: 프리미엄 레시피는 모든 단계에서 최고의 성능을 포함합니다. 

3. By Nature: 모든 레시피는 프리미엄 단백질, 강력한 슈퍼 성분 및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 

등 고급 영양분을 혼합하여 만들어집니다. 

           

 
 

 

➢ 거래 희망 관계 

Co-Pack, 고객사 브랜드 제품 (Private Label) 혹은 OEM으로 공급을 받기를 희망하는 

한국의 펫사료 제조, 공급, 유통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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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ken Soup for the Soul’ Foods, LLC. 
 

담당자: Ed Uebele (SVP Sales & Marketing) & Bulat Hametov (Consultant) 

웹사이트: www.chickensoup.com 

전화: +1-203-861-4000 

주소: 132 E Putnam Ave, Cos Cob, CT 06807-2744 

설립연도: 2012 

 
 

 

➢ 회사 소개 

‘Chicken Soup for the Soul’ Foods, Inc.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슈퍼 프리미엄 사료 및 

간식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프리미엄 품질의 반려견 사료를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의 제품은 미국과 해외에 있는 

5,000개가 넘는 애완동물 전문점 (pet specialty stores)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츄이 

(Chewy) 또는 아마존 (Amazon)을 통해서도 판매,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사절단 

기회를 통해 한국 시장내에서 유통 채널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폐사는 한국에 파트너가 

있으나 직접 유통, 소매 체인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희망합니다. 

 

 

➢ 제품 소개 

1. 강아지 사료: 건식, 습식, 그레인프리 (grain-free) 건식, 그레인프리 (grain-free) 습식 

2. 고양이 사료: 건식, 습식, 그레인프리 (grain-free) 건식, 그레인프리 (grain-free) 습식 

3. 이 외에: 양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으로 만든 간식  

 

 

 

 

➢ 거래 희망 관계 

한국 유통, 소매 공급체인 및 유통업체와 전략적 협력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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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PET Holistics Manufacturer of Liquid-Vet Formulas 
 

담당자: Jonathan Lewis (Founder/Co-Owner) & Angela Carter-Orr (Key Account Manager) 

웹사이트: www.liquidvet.com 

전화: +1-888-671-4292  

주소: PO BOX 76405, St Petersburg, FL 33734-6405 

설립연도: 2004 

 
 

 

➢ 회사 소개 

COOL PET Holistics – Manufacturer of Liquid-Vet Formulas는 국내, 국제적으로 모두 인정받는 

브랜드의 Liquid-Vet Formulas입니다. 반려견 및 반려묘를 위해 일반 보조제보다 더 맛있고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성 영양보조제를 개발,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당사의 모든 액상 타입의 제품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테스트하고, 라벨링 및 제조는 

미국 FDA 및 국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당사의 소매, 유통, 수입 업체 파트너는 해외적인 

마케팅과 창의적인 매장 내 홍보를 통해 널리 나아가고자 합니다. 당사의 액상 타입 기능성 영양 

보조제는 알약, 분말 또는 씹는 것보다 먹이기가 훨씬 쉽고, 애완동물이 좋아하는 천연 풍미를 

포함한 제품이며, 제품의 병, 뚜껑, 라벨까지 모두 100% 미국산 제품입니다. 

 

 

➢ 제품 소개 

1. 반려견 & 반려묘 제품: 관절보조제, 가려움 또는 알러지 완화제, 치아 및 잇몸 강화제, 천연 진드기 

및 벼룩 해충제 

 

 
 

 

➢ 거래 희망 관계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입 유통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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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evelopment & Management, LLC 
 

담당자: Laura Berger (The Zookeeper) & David Weil (Alpha Male) 

웹사이트: www.theexportzoo.com 

전화: +1-513-834-8035 

주소: 2037 Madison Rd., Ste 2, Cincinnati, OH 45208-3368 

설립연도: 2009 

 
 

➢ 회사 소개 

Global Development & Management (GDM)는 40년 이상의 국제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애완동물 사료 및 애완동물 제품 회사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30여년 이상 한국으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GDM은 현재 북미의 30개 이상의 

제조회사와 협력하여 2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15여개의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히 하기 4개 브랜드 제품의 유통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확장하거나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업체 혹은 다양한 미국 펫사료 제품을 찾고 있으신 업체와 장기적인 사업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 제품 브랜드 소개 (한국 유통업체 찾기를 희망하는 브랜드): 

 

1) Regal Pet Foods: 1974년에 설립된 Regal Pet Foods의 모든 제품은 

오프라인 상점과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Lean Cat, Pet Pots, 

Meatball Toppers, Regal Tasters, BARF와 같은 제품을 제공합니다. 
 

2) Furry Republic: 영양분, 비타민, 프로틴과 맛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기 

위해  모든 간식 제품은 굽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자연 건조시킵니다. 

부드러우면서 크런치한 제품은 단순히 씹기 위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한 제품입니다. 치킨&체다, 터키&베이컨, 치킨, 치킨&사과&피넛버터 

4가지 맛을 제공합니다. 
 

3) My Doggy: 1996년부터 만들어진 My Doggy 소프트 

쿠키는 피넛버터, 치즈, 허니애플, 베이컨, 바나나, 연어, 

소고기와 감자, 칠면조와 고구마 등 여러 맛을 제공합니다. 

 

4) sWheat Scoop 

1994년에 설립된 sWheat Scoop 회사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밀과 여러 농작물로 만들어진 고양이용 모래 (cat litter) 입니다. 

 

➢ 거래 희망 관계 

당사는 위 4개의 브랜드를 한국 시장에서 수입, 유통에 관심 있는 업체와의 미팅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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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 + kind 
 

담당자: Thomas M Ling (Principal) 

웹사이트: www.kin-kind.com 

전화: +1-732-997-0574 

주소: 262 Columbus Ave, Roselle, NJ 07203-2018 

설립연도: 2013 

 
 

➢ 회사 소개 

kin + kind는 애완동물 미용 및 천연 웰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USDA 유기농 인증과 

GMO-free 제품을 미국 내 자체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완견이 가려워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 kin + kind 제품들이 가려움증과 건조하거나 알레르기성 피부를 

완화시켜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제품 소개 

1. 스킨: 코와 발바닥의 보습제, 스킨밤, 가려움증 완화 제품, 귀세청제용 등 

2. 샴푸 및 컨디셔너: 가려움증 완화 제품, 건조 보완 제품 등 

3. 워터리스: 워터리스 샴푸 제품 

4. 벼룩: 알레르기성 보호 스프레이 제품 및 샴푸 

5. 냄새제거: 라벤더, 차콜, 베르가못 라임 등 

     

         
 

➢ 거래 희망 관계 

당사 제품을 한국 시장에서 수입, 유통에 관심 있는 업체와 미팅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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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ne Enterprises LLC 
 

담당자: Shiern Ho 

전화: +1-660-679-3900 

주소: 707 Rice RD, Butler, MO 64730-9389 

설립연도: 2014 

 
 

➢ 회사 소개 

이전에 버트러 밀링 (Butler Milling)으로 알려진 Moline Enterprises LLC는 하우스 브랜드 및 

개인 브랜드의 애완견 사료 및 간식을 고객의 사양에 맞게 생산하는 애완동물 사료 제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모든 제품은 고객이 원하는 성분, 재료, 영양 사양을 기반으로 맞춤 

제작, 포장됩니다.  

 

➢ 거래 희망 관계 

개개인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입과 유통에 능숙한 한국 

업체와의 미팅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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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land Pet Food Company 
 

담당자: Kathleen McCarron (Top Dog) 

웹사이트: www.portlandpetfoodcompany.com 

전화: +1-503-449-1960  

주소: 120 NW 9th Ave Ste 206, Portland, OR 97209-3326 

설립연도: 2014 

 
 

➢ 회사 소개 

Portland Pet Food Company는 휴먼그레이드 (human grade) 프리미엄 반려견 사료 및 

간식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신선제품 또는 냉동제품으로 제조됩니다. 요즘에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먹을 수 있도록 파우치에 담아 제조되며, 전자레인지나 따뜻한 물과 함께 섞어서 

간편히 준비 가능합니다. 모든 반려견 간식은 미국 오리건주 밀워키의 미국 소유 회사이자 

유명한 곡물 식품 브랜드인 밥스레드밀 (Bob’s Red Mill)의 밀가루와 혼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레인 프리 (grain-free) 간식은 글루틴 프리 (gluten-free)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포함하여 5가지 맛으로 제공됩니다.  

 

➢ 제품 소개 

1. 펫푸드 및 간식: 미국산 천연 재료로만 만든 반려견 사료 및 간식으로써, 식사 

보충제, 혼합제, 토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거나 미각 상실 등으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반려견에게 훌륭한 맛과 영양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거래 희망 관계 

현재 일본과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으며, APHIS로부터 수출 인증을 받았고, 이번 기회에 한국 

시장에서 수입, 유통을 희망하는 업체와의 미팅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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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l Health, LLC. 

 

담당자: David Levy (Executive Vice President)   

웹사이트: www.teefhealth.com 

전화: +1-651-342-0300  

주소: 1400 Van Buren ST NE Ste, 140, Minneapolis, MN 55413-1575 

설립연도: 2017 

 
 

➢ 회사 소개 

Primal Health, LLC.는 구강 위생, 상처 치료, 및 구강 소독제에 사용하기 위해 특허 받은 

첨단 (구강의 해로운 박테리아 제거) 제품을 상업화하는 회사입니다. 10년 이상에 걸친 임상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 SMMRT (Selective Microbial Metabolism Regulation 

Technology)기술은 부작용 없이 반려견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별적으로 

타겟하여 제품을 구성합니다. 비항생제 또는 비살균 제품은 미생물의 생존력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안전한 성분들을 특허받아 제품을 구성합니다. 또한, 다중 약물 내성 전염성을 

컨트롤하는 효능이 있다고 입증받았습니다. 

 

➢ 제품 소개 

1. TEEF! Protektin 42 제품 (반려견에게는 42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 건강한 박테리아는 강화시키고 유해한 박테리아는 감소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건강한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100% 휴먼 그레이드 (Human Grade) 

✓ 유통기한 2년, 30일분, 1케이스 = 12대 

✓ 인공색소, 방부제, 향 불포함, 낮은 칼로리 

✓ 잇몸 및 치아 건강에 최적화된 미국 특허 제품 #10117823 

✓ 미국 라스베가스 지역 방송 MoreFox5 영상 링크: 여기를 클릭하시요. 

  
 

➢ 거래 희망 관계 

반려동물의 위, 구강 케어 및 강화 제품을 한국 시장에 공급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수입, 

유통을 할 실 수 있는 업체와 미팅을 희망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NWLWKUqRxnGKz3K60uPR21he2CuKequW/view?usp=sharing


10 

SCD Probiotics 
 

담당자: Bee Wood (EVP Sales and Marketing) 

웹사이트: www.SCDProbiotics.com  

전화: +1-913-541-9299  

주소: 1710 Walnut St., Kansas City, MO 64108-1316 

설립연도: 1998 

 
 

➢ 회사 소개 

SCD Probiotics는 컨소시엄 프로바이오틱스 기술법에 따라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연구, 개발 및 제조하는 혁신적인 생명 과학 회사입니다. SCD Probiotics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결합하여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농업, 산업, 소비자를 위한 안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시행하고 

ISO 9001 : 2015 인증을 받은 푸드그레이드 (Food Grade) 현행우수제조관행 (cGMP)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당사의 제품이 검증된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OMRI (Organic 

Materials Review Institute)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 제품소개 

1. Digestive Health: 건강한 소화를 촉진하여 소화불량, 가스, 변비 및 설사의 영향을 

줄이고 장에서 유해한 박테리아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Breath Spray: 프로바이오틱스 스프레이는 구취를 중화하고 구강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 Coat Care: 프로바이오틱스로 가득찬 스프레이로 강아지의 피부와 털에 영양을 

공급하여 악취, 비듬, 염증, 가려운 피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 Odor Remover: 무화학 무독성 냄새 제거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힘을 사용하여 

냄새를 자연스럽게 제거해줍니다. 소변, 먼지, 때 냄새를 즉시 분해해줍니다. 

          

➢ 거래 희망 관계 

한국에서의 반려동물용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수입 유통을 희망하는 회사와 전략적 협력을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