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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uis 2005, nous importons & 
commercialisons des produits coréens, 
notemmant les rubans de décoration.

필코리아는 2005년에 설립된 수출입 회
사로서 한국 장식 리본을 수입해서 인쇄 
및 개인화를 통해 프랑스 현지인에게 판

매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Espace Cinko 
12-18 Passage Choiseul

75002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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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첫번째 살롱전은 한국 문화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한국 제품
에 대한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기획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는 
"대한민국"으로 대표되는 농축된 
문화의 비결을 최대한의 프랑스 소
비자와 나누려는 데에 있습니다. 

© Espace Cinko 2019

PR

ODUITS CORÉENS

PR
ODUITS CORÉENS

Salon 
I-FEELKOREA

Devenez exposant
출품회사를 모집합니다



POUR QUELS ATELIERS ?

Calligraphie, 
Cuisine coréenne, 

K-pop, 
Cours coréen et/ou français,

etc.

Nous sommes ouverts à vos propositions !

출품 회사를 모집합니다

Salon I-FEELKOREA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
의 전시 및 판매 행사입니다. 출품을 원하시는 
회사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손재주 좋은 당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DEVENEZ EXPOSANT     
                                     OU INTERVENANT

SALON I-FEELKOREA 2019

20 
exposants

POUR QUI?

Grande ou petite entreprise, 
Commerce ou fabricant, 

Créateur ou artisan, 
Autres profils

Votre domaine concerne la Corée ?
Vous pouvez devenir exposant !

공방을 이끌 교사를 모집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케이팝, 한국어 및 프랑스어 수
업, 매듭, 한국 요리 등 다양한 공방을 운영합니

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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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étages

1
mezzanine

400 m2
d’exposition

4
vitrines capacité

180 à 

200

ESPACE CINKO

10
ateliers

WWW.I-FEELKOREA.COM

POUR QUELS PRODUITS ?

Hanbok, 
Cuisine coréenne, 

Maedup 
Produits K-pop, 

etc.

Nous sommes ouverts à vos proposi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