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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SYLVANIA VIRTUAL TRADE MISSON 
TO SOUTH KOREA 2021 

 

본 행사는 펜실베니아의 유망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업체들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 진출의 활로를 열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과 온라인 화상 

상담 미팅을 주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비즈니스 확장 및 해외 

진출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개요> 

행사명: 펜실베니아 주 무역사절단 온라인 상담회 

일  시: 2021 년 4 월 19 일(월) – 4 월 30 일(금) 

장  소: ZOOM (화상 미팅) 

*미팅시간은 개별 연락하여 안내 예정 

 

<참가 신청 방법> 

1. 온라인 참가신청 (링크 클릭하여 신청) 

2. 개별 참가신청서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mlee@pennsylvania.or.kr 

 

 

참가 신청 마감일: 4월 9일 (금) 

문의 전화: 02-786-7701 

 

 

*미팅 시간은 미국과의 시차로 인하여 아래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오전 8시 ~ 9시   (미국 시간: 오후 7시 ~ 8시) 

- 오전 9시 ~ 10시  (미국 시간: 오후 8시 ~ 9시) 

- 오전 10시 ~ 11시 (미국 시간: 오후 9시 ~10시) 

- 오후 9시 ~ 10시  (미국 시간: 오전 8시 ~ 9시) 

- 오후 10시 ~ 11시 (미국 시간: 오전 9시 ~ 10시) 

 
자세한 미팅 날짜 및 시간 스케쥴은 개별 연락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forms.gle/op6HTMaQL8AZp2CD7
https://drive.google.com/file/d/1qIsWVocE_8N8wXl5wu6sPkNW1Ay3jVTR/view?usp=sharing
mailto:mlee@pennsylvania.or.kr


 

ANCILLARE 
  

 

• 회사 소개 

Ancillare는 전 세계의 임상 현장에 필요한 임상 장비 및 실험실 장비를 공급하는 

임상시험 장비 공급업체입니다. 자체 개발한 주문형 소싱 방식인 “임상 시험 보조 

공급망 방식”(CTASC, Clinical Trial Ancillary Supply Chain)을 이용해서 스폰서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품이 제공이 되도록 충분한 재고와 유연한 공급을 보장합니다.  
 

• 제품 및 서비스 소개 

Ancillare는 서비스 제공자이며, 스폰서에게 소싱 및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게는 임상 현장으로의 공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재 조달과 위치 

확인부터 공급 전달에 이르기까지 End-to-End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브로셔 다운로드> 
 

• 취급 품목 리스트 

Needles 9018.32 

Syringes 9018.31 

IV Tubing 9018.39 

Sharps Container 3926.90 

Vial (Glass) 7010.90 

IV Administration Set with 

micron filter 9018.90 

Infusion Pump 9018.90 

Laptop 8471.30 

Accessory Power Cords for 

Equipment 8504.50 

Refrigerator 8418.29 

Freezer 8418.30 

Centrifuge 8421.19 

Incubator 8419.89 

Diagnostic Devices 9027.80 

Wound Gauges (Bullseye or 

other) 9017.30 

Digital Thermometers 9025.19 

Thermometer Sheathes 9025.90 

Insulated Bags for 

transportation 4202.92 

Sodium Chloride/IV fluids 3004.90 

Alcohol Prep Pads 3005.90 

• 미팅 희망 업체 

한국의 임상 현장에 제품을 공급/배송할 수 있는 국내 총판 파트너 또는 글로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고 공급/배송이 가능한 파트너도 찾습니다. 

 

Contact Person: Matthew Dixon 

Position / Dept: Associate Director / Supply Chain Compliance 

E-mail: Matthew.Dixon@ancillare.com 

Phone: +1-877-474-5656, ext.232 

Address: 700 Enterprise Road | Horsham, PA 19044 

Website: www.ancillare.com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2Zbut7aOhypOANcJ0iS8qiYcjiTBdMk1?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2Zbut7aOhypOANcJ0iS8qiYcjiTBdMk1?usp=sharing
mailto:Matthew.Dixon@ancillare.com
http://www.ancillare.com/


 

SKINNER POWER SYSTEMS 
 

 

 

 

• 회사 소개 

Skinner Power System (SPS)은 단일형 증기 터빈 (Single Stage Steam Turbine)을 제조하

는 업체입니다. 해당 터빈은 폐열을 회수하여 새로운 에너지 공급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SPS는 증기 터빈을 설계하고 제조할 뿐만 아니라 증기 터빈 발전기 세트, 펌프 구동 패

키지, 팬 구동 패키지 및 압축기 패키지 등 많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전체 패키지를 

설계, 제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증기 터빈을 제조하는 대기업들이 이미 많지만 대

개 큰 다단형 증기 터빈 (Multi-stage Steam 

Turbine)의 제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러한 종류의 증기 터빈은 더 많은 메가 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 쓰이지만, SPS의 단일형 증

기 터빈은 폐열을 사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최대 2메

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지만 펌프 드라이브, 팬 

드라이브 및 기타 기계식 드라이브 응용 프로그램

을 실행하는 곳에도 사용됩니다.  

 

<제품 소개 브로셔 다운로드> 

 

• 관련 산업 분야 

SPS의 터빈 발전기 패키지는 바이오매스와 에너지 손실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

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분야는 정유공장, 식품 가공 공장, 

제철소, 광물 가공 공장, 병원, 화학공장, 제분공장, 종이/섬유 공장 등입니다.   

 

 

• 미팅 희망 업체 

증기 보일러, 펌프, 열 교환기, 제조 장비, 전력 산업, 식품 가공, 정유 공장 등의 산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국내 파트너사를 찾고 있습니다. 

 

Contact Person: Steven A Simons 

Position / Dept: Sales Manager 

E-mail: SSimons@tmcotools.com 

Phone: 
Office: +1-814-346-1418 
Mobile: +1-814-657-6761 

Address:  1746 Pittsburgh Road Polk, PA 16342 

Website: www.skinnerpowersystems.net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NUGfoTt9Bd5Mz7lHqgLuSWmUBh-E8cV?usp=sharing
mailto:SSimons@tmcotools.com
http://www.skinnerpowersystems.net/


 

NEW PIG CORPORATION 
 

 

 

 
 

• 회사 소개 

New Pig Corporation은 1985년 흡수제 및 흡착제 제조를 처음으로 시작하며 설립되었습

니다. 기타 경쟁사 제품보다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오일 흡착 분야로는 세계 1위 제

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비롯하여 영국, 중국, 인도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유통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7개 대륙 100개 이상의 국가에

서 약 30만 개 이상의 공장 및 산업체 시설에서 New Pig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흡착 패드와 매트를 비롯하여 스필키트, 유출 차단 및 배수구 보호, 물질 관리 등 안전

과 청결이 필수적인 작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백가지가 넘는 종류의 안전산업 관련 용

품들이 있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관련 산업 분야 

누출, 누수 또는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식품 제조, 

제지 제조,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 유리 제조, 공항, 교통, 광산, 정유소, 실험실 등 

 

• 주요 고객사 

Johnson & Johnson, Samsung, John Deere, Caterpilar, Newmont, Pepsico, Coca-Cola 

kelloggs, Shell, Exxon, GM, Ford 등 

 

• 카탈로그 및 홍보 자료 

· 카탈로그 다운로드 

· New Pig 사의 유튜브 채널 

Contact Person: Anahi Wigfield 

Position / Dept: Int’l Sales Manager 

E-mail: Anahiw@newpig.com 

Phone: +1-814-215-5500 

Address:  1 Pork Ave Tipton, PA 16684 

Website: www.newpig.com 

https://drive.google.com/file/d/1PISg2Pz6sFZYYg9HFXS2bGSSypjPdkBx/view?usp=sharing
https://www.youtube.com/user/NewPigUS/videos
https://www.youtube.com/user/NewPigUS/videos
mailto:Anahiw@newpig.com
http://www.newpig.com/


 

CURVEBEAM 
 

 

• 회사 소개 

CurveBeam은 2009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CT촬영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남미, 유럽, 호주, 중국 등등 세계 각지의 병원 및 의학기관에 

CurveBeam의 CT 기기들이 설치 되어있으며, 혁신적인 정형외과 CT 영상 솔루션을 

국내 시장에서 함께 선보일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 제품 소개 

주로 많이 사용되는 CT기기는 좁은 X선 빔과 배열검출기를 사용하고, CT촬영을 할 때 

환자는 항상 누워서 스캔을 해야만 합니다. CurveBeam의 제품들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정형외과 전문의 콘빔 CT (Cone Beam CT)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CT기기를 

개발했습니다.  

 

CurveBeam의 콘빔 CT 시스템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과 호환이 가능하고, 고해상도의 상지/하지 3D 스캔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손과 손목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콘빔CT 영상은 X-ray 및 

기존의 CT에 비해 복잡한 신체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훨씬 더 보기 좋게 시각화 하여 

정확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발, 발목, 무릎 스캔에 주로 이용하는 “체중부하 CT 촬영” (Weight Bearing CT)은 환자가 

눕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 있는 상태에서 CT 촬영이 가능하므로 하지의 뼈 형태, 정렬 

상태 및 관절 공간 등을 3D 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품 소개 브로셔 및 기타 자료 

· 브로셔 다운로드 

· CurveBeam 사의 유튜브 채널 

Contact Person: Vinti Singh 

Position / Dept: Marketing Director 

E-mail: vinti.singh@curvebeam.com 

Phone: 
Office: (267) 483-5007  
Mobile: (267) 664-1584 (Text is OK) 

Address: 2800 Bronze Drive, Suite 110, Hatfield PA, 19440 

Website: www.curvebeam.com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evczsEHP8gNbSORv3vIPDIw5s94rWKli?usp=sharing
https://www.youtube.com/user/curvebeam2012/videos
http://www.curvebeam.com/


 

WHITETHORN GAMES 
 

Contact Person: Dr. Matthew White 

Position / Dept: CEO 

E-mail: mwhite@whitethorndigital.com 

Phone: +1-814-923-9777 

Address: 11 EAST 12TH STREET, ERIE, PA, 16501 

Website: www.whitethorndigital.com 

 
 

● 업체 소개 

Whitethorn Games는 인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게임 출판/배급업체입니다. 누구나 쉽

게 접근하고 플레이 할 수 있는 게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약 20개가 넘는 

게임들이 Whitethorn Games를 통해서 글로벌 게임 시장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

의 접근성과 참여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인 글로벌 마케팅과 함께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 서비스 소개 

Whitethorn Games는 모바일 게임, 콘솔 및 PC 게임들이 약 십여 개가 넘는 언어로 제공

되고 있으며, 아래 세 가지의 메인 미션을 모토로 하여 인디 게임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

다.  
 

· Easy-going: 게임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 또는 재주가 필요 없습니

다.  

· Bite-sized: Whitehorn Games의 게임은 한 번에 조금씩 플레이하며 계속 저장이 

가능하고, 아무런 페널티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 Stress-free: 평소 일상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Whitethorn Games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Whitehorn Games 사의 유튜브 채널> 

 

 
 
 
 
 
 
 
 
 

mailto:mwhite@whitethorndigital.com
http://www.whitethorndigital.com/
https://www.youtube.com/c/WhitethornGames/videos
https://www.youtube.com/c/WhitethornGames/videos
https://www.youtube.com/c/WhitethornGames/videos


 

미국 펜실베니아 주 무역사절단 온라인 상담회 

[상담 신청서] 
 

아래의 내용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해주신 사항은 펜실

베니아 업체와의 원활한 미팅진행을 위하여 사전 소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개별 상담 신청서 

업체명:  

  

미팅 참석자 / 직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웹사이트: 

대표자: 설립 연도: 

주요 취급 제품: 

 

 

  

➢ Company Information (업체소개): (간단한 소개를 200 자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mlee@pennsylvania.or.kr), 팩스 (02-

786-7704), 또는 온라인 신청 

⚫ 미팅 시간 배정은 선착순으로 진행 예정이며, 시간 안내는 개별로 연락 

드린 후 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 전화: 02-786-7701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상담회 참가 신청 외의 다른 목적

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mailto:mlee@pennsylvania.or.kr
https://forms.gle/op6HTMaQL8AZp2CD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