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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West Development, Inc 사 (EWD)는 1980 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설립되어 

국제무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20 여년이 넘도록 EWD 는 북미, 유럽, 

아시아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국제적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조력해 왔습니다. 특히 

식품분야에서는 미국과 아시아 등지에서 많은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서양 

식품 제조업자들이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홍보활동을 하도록 헌신해 왔습니다. 

 

수 많은 식품관련 제품이 미국, 아시아 및 기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중 몇가지 아이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C Foods Corporation (4C)- www.4c.com : 4C는 70년전 뉴욕에서 설립되었으며, 

빵가루, 조미된 코팅믹스, 스위트 앤 사워 소스, 분말스프, 분말 치즈, 인스턴트 

아이스티 믹스를 PB 상품으로 제조하는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입니다. 국내 시장의 

성장과 확대를 바탕으로 4C는 국제무역부문을 개발하여 중국, 한국, 

키프로스(Cyprus), 이스라엘,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러시아, 캐리비안 지역 및 

중동지역 국가들에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2. Clabber Girl Corporation (CGC) - www.clabbergirl.com:  CGC 는 1850년에 설립된 

회사로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전분을 비롯하여 최고 품질의 베이킹 믹스를 

생산하는 유수의 업체로서 이 들 제품은 Clabber Girl, Rumford, Fleischmann’s 및 

Delisheries 등의 유명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CGC의 수 십 년 간 축적된 

경험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뭉친 CGC 전 직원은 고객의 모든 의견과 필요를 맞춰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들은 소매점, 외식 업체 및 산업 분야에 납품되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식품(GMO)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http://www.4c.com/
http://www.clabbergirl.com/


 

3. Good Health Natural Foods, Inc (GHNF) - www.e-goodhealth.com: GHNF는 

스낵 식품 업계의 선구자입니다. 올리브 오일 감자 칩과 유기농 감자 칩, 사과 칩을 

주로 생산하는 GHNF는 자연 식품과 스페셜티 식품 분야에서 선도 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오고 있습니다. GHNF가 생산하는 자연 식품 라인의 모든 제품은 유통 

기한이 12 개월로 수출  제품으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대만, 호주,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Good health 는 일본 내 수입 스낵 브랜드 중 가장 뛰어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감자 칩은 뉴욕 국제 식품 및 제과 박람회(New 

York Fancy Food Show)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4. Highland Beef Farm (HBF): 치즈 스프레드, 덩어리 치즈, 짜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치즈 등 독특한 종류의 여러가지 치즈 제품들을 공급합니다. 상온보관 

가능하여 극장, 백화점, 슈퍼마켓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매우 좋습니다.  

 

5. La Tapatia- www.tortilas4u.com  : 라 타파띠아는 고품질 또띠아, 또띠아 칩, 기타 

고품격 멕시코식품을 제조합니다. 라 타파띠아의 유명한 옥수수 또띠아칩은 2 

1/8온즈, 13온즈, 28온즈 혹은 벌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쵸칩, 유기농칩, 

피타(pita gordita), 또띠아 랩 등 다양한 멕시칸 제품을 제조합니다. 라 타파띠아의 

모든 제품은 NON-GMO 콘을 사용하며 미국 농무성 검사를 받습니다. 

 
6. Magic Seasoning Blends (MSB) - www.chefpaul.com: 요리사 Chef Paul 

Prudhomme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농업 공로 훈장 (Merité Agricole ) 을 받은 

최초의 미국인으로 1986년에는 미국 조리협회(American Culinary Federation)로부터 

“올해의 조리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라이프, 타임, 옴니, 뉴스위크, 

본아뻬띠(Bon Appetit), 메트로폴리탄 홈, 트래블 & 레저, 플레이보이 등 영향력 있는 

유명 잡지에 특집기사와 연재로 취재되었으며,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직원들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과 국가 정상을 위한 요리를 맡은 바 있으며 

의회 바비큐 파티 요리에도 참여했습니다.  

Chef Paul은 최고로 엄선된 허브와 조미료를 배합하여 세계의 많은 유명 레스토랑과 

가정에 뛰어난 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SB는 육류, 가금류, 해산물, 야채, 스테이크, 

피자와 파스타, 검보(gumbo), 화히타(fajita)에 사용하는, 16가지의 완전 천연 조미료 

http://www.e-goodhealth.com/
http://www.tortilas4u.com/
http://www.chefpaul.com/


블렌드, 4 가지의 매직 소스와 마리네이드, 7 가지의 매직 칠리소스와 매직 후추 

소스를 생산하여 소매점과 외식 업체, 산업 분야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맞춤식 

블렌딩과  맞춤패키징 서비스는 고객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드립니다. 모든 

제품에는 합성조미료(MSG)와 첨가제, 방부제가 일체 들어 있지 않으며 유태인 청결 

식품 인증인 코셔(kosher) 인증을 받았습니다.    

 
7. Reed's Inc. -.www.reedsgingerbrew.com: Reed Inc. 는 미국 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내추럴 소프트 드링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Reed Ginger Brews 와 Virgil Root Beer, 

Cream Soda 등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Reed사의 전 제품은 인공물이나 첨가제, 

방부제등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최고로 엄선된 천연 원료만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Reed사는 1989 년에 설립되었으며 내추럴 음료수, 달콤한 맛의 생강 사탕, 슈퍼 

프리미엄급 생강 아이스크림 분야의 리더로 입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8. San Antonia Farms (VDW): 매우 신선하고 맛있는 피칸테 (Picante)와 살사 소스를 
슈퍼마켓과 외식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9. Tumaro’s  - www.tumaros.com은 미국에서 최고 품질의 또띠아와 랩(wrap)을 

생산하는 유수의 업체입니다. Tumaro’s는 몸에 좋은 다양한 맛의 또띠아를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과 외식 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Tumaro’s는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21 가지 종류의 또띠아를 생산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에는 불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지방 또띠아, 유기농 또띠아 제품도 있습니다. 또한 Tumaro’s는 유기농 화이트 콘을 

재료로 하여 만든 유기농 인증 스낵 제품 라인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 라인은 

감자 칩보다 지방이 50% 가까이 적으며 코셔 인증 제품으로서 유통 기한은 9-

12개월입니다. 

 

10. Willcrest Foods: 세계적으로 유명한 Original Anchor Bar Buffalo Wing Sauces의 

초기 설립자가 또 다른 유명 브랜드 World Best Buffalo Wing Sauce 와 American Hot 

Sauce를 탄생시켰습니다. 저희가 만든 소스는 현지의 평범한 치킨 윙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치킨윙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오늘날 “버팔로 윙”은 카페나 바, 크고 작은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유사 소스가 나오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http://www.reedsgingerbrew.com/
http://www.tumaros.com/


 
11. World's Best Cheesecake (WBC) - www.worldbestcheesecake.com: World’s 

Best Cheesecake는 25 년 넘게 최고의 치즈케이크만을 만들어 오고 있는 유수의 

업체입니다. 최고로 엄선된 원료만을 사용하여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치즈케이크 제조 업체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까다로운 

입맛도 만족시키는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뛰어난 맛과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지닌 저희의 모든 치즈케이크는 틀림없이 계속하여 여러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East-West Development, Inc는 위와 같은 훌륭한 제품들이 귀사의 미래 마케팅 계획에 

적합하길 기원하오며,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www.eastwestdevelop.com 를  방문하셔서 ‘EWD Foods’ 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eastwestdevelo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