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오대호 연안 주지사/수상 협의회 무역사절단  

(Great Lakes St. Lawrence Governors & Premiers) 
 

 

GSGP TRADE MISSION  
TO SOUTH KOREA 2022 

 

 

 

AeroTrain Corp. 항공기 정비 교육 및 훈련 장비 공급-대리점희망 

Supply Chain Solutions 한국수출업체를 위한 미국 전역의 통합 운송, 물류 

및 창고(Warehousing) 서비스 제공 

Chrysan Industries 자동차 윤활유 및 특수 화학 제품 OEM생산 및 유통 

Logos Logistics 3PL 운송사 (3rd party logistic provider)로서 운송포

장, 보관, 출하반품, 이커머스, 풀필먼트, 트럭 배송, 

컨트랙 물류 서비스- 북미, 유럽 및 아시아 통합 풀

필먼트 솔루션 제공 

International Business  

Company Formation 

한국기업의 해외 법인설립, 법률 및 세무 서비스 등 

맞춤형 기업 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 

Nordic Ware 베이킹 툴, 요리 및 주방 관련 도구 

 
 

 

 

 



 

 

미국 오대호 연안 주지사/수장 협의회 무역사절단  

(GSGP Trade Mission to South Korea 2022) 
 

Great Lakes St. Lawrence Governors & Premiers는 미국의 오대호 연안에 인접해 

있는 미국 8개 주 (뉴욕, 미네소타,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인디애나, 일리노

이, 펜실베니아), 캐나다 2개 주 (온타리오, 퀘벡) 의 주지사/수상들로 구성된 협의

회입니다. 

 

미국 오대호 연안 주지사/수장 협의회 무역사절단 한국사무국에서  

2022년 6월 20일(월) - 21일(화), 이틀 간 무역사절단 행사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망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한국의 수입 및 유통

관련 업체들과 함께 비즈니스 협력 기회 및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위해서 한국

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의 신제품/신기술/서비스 업체들을 만나시고 귀사의 새로

운 비즈니스 파트너 개발과 사업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

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개  요> 

행사명: GSGP 무역사절단 상담회 

일  시: 2022년 6월 20일(월) – 21일(화) 

장  소: 한국 회사 방문 (*통역사 대동) 

 

<참가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참가신청 (*링크 클릭하여 신청) 

 

<문의> 

02-786-7701 / mlee@kbsinc.co.kr 

이승민 무역담당관 

https://forms.gle/8BjUWsWiqfqkKCYk6
mailto:mlee@kbsinc.co.kr


 

AeroTrain Corp. 
Primary Contact & Job Title: Qamar Ahsan (President) 

Address: 5252 Exchange Drive, Flint, MI 48507, USA 

Email: qahsan@aerotraincorp.com 

Website: www.aerotrain.aero  

Phone: +1-810-230-8096 

 

 
 

회사 소개 

AeroTrain은 1995년도에 설립되어 항공기 정비 훈련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약

40개 국가에 있는 총 156여개의 항공 정비 관련 기관에 AeroTrain의 자체 훈련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AeroTrain은 항공기 시스템 교육을 위한 표준 및 맞춤형 교육 보조 장비 

및 도구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eroTrain 만이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항공 정비 훈련과 관련된 항공전자, 항공기 엔진, 항공기 

시스템, 계기 및 전기 시스템을 위한 훈련 보조 도구의 설계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항공기 정비 훈련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주요 이슈를 다루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기반 

훈련(Computer Based Training) 코스도 제공합니다. AeroTrain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품징경영시스템인 ISO 9001:2015 인증을 받은 신뢰할 수 업체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 소개  

AeroTrain 제품에는 항공기 정비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실습 교육 장비가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 장

비를 기본으로 하여 80여개 이상의 세부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항공기 시스템 훈련사 (Aircraft System Trainers) 

· 항공기 엔진 조련사 (Aircraft Engine Trainers) 

· 항공 전자 공학 및 장비 트레이너 (Avionics & Instruments Trainers) 

· 컴퓨터 기반 교육(CBT) 코스웨어 (Computer Based Training Courseware) 

 

제품 사진 

 
 

 
 

 

 
 

 
 
 

 

 

mailto:qahsan@aerotraincorp.com
http://www.aerotrain.aero/


 

Supply Chain Solutions 
Primary Contact & Job Title: Mae Labrie, Global Client Relations Director 

Address: 4607 44th Street SE, MI 49512, USA 

Email: mlabrie@scsolutions.com 

Website: www.scsolutions.com 

Phone: +1-616-304-3243 

 

 
 

회사소개 

Supply Chain Solutions는 미시간 Grand Rapids에 본사가 있으며, 전 세계에 사업부를 두고 있는 

운송, 물류 및 기술 솔루션을 통해서 빠르고 장기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

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물류 솔루션 업체입니다. 핵심 산업 분야는 식품, OEM 및 애프

터 마켓용 자동차 부품, 기계용 제품 제조업체들입니다.  

 

Supply Chain Solutions는 엔드 투 엔드 (End-to-end) 통합 공급망 솔루션의 평가, 설계, 구현 및 

관리를 통해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약 20여년이 넘

는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은 스마트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Supply Chain 

Solutions의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제공 서비스 

당사는 창고 솔루션, 국제 운송, 트럭 운송, 통관 및 최종 마일 배송을 포함한 종합 물류 중심 솔

루션을 지원하기 위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등 200명

으로 구성된 팀으로 아시아 시장에 경험이 풍부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통합 공급망 솔루션이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요고객사  

 

 

 
 

 
 

mailto:mlabrie@scsolutions.com
http://www.scsolutions.com/


 

Chrysan Industries, Inc 
Primary Contact & Job Title: Ann (Jie) Hong 

Address: 14707 Keel Street, Plymouth, MI 48170 

Email: ahong@chrysanindustries.com 

Website: www.chrysanindustries.com/en  

Phone: +1-734-389-8836 

 

 
 

회사소개 

Chrysan은 자동차 윤활유 및 특수 화학 제품의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1977년 화학공학자인 한국

계 교포 고국화 박사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Chrysan은 자동차 및 산업용 윤활유, 항공 우주용 윤

활유, 녹 방지제, 및 기타 특수 화학 물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및 멕시코에 

소재지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시설과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TESLA, FORD, LUCID, 

LORDSTOWN, BORG WANER 등의 고객사와 DUPONT, HONEYWELL, AFTON CEHMICAL, LUBRIZOL, 

PRESTONE 등의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윤활유 및 특수 화학제품을 OEM으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IATF 16949 Certification; ISO 9001 Certification; ISO 14001 Certification; Ford Q1 

Certification; and Certified Minority Business Enterprise를 보유 

 

제품소개 

▪ OEM Approved Products (클릭) 

▪ Metal Working Fluids 

✓ Soluble Oils: “Chrysan C-2565” 

✓ Synthetic Fluids: “Chrysan C-1016” 

▪ Industrial Lubricants (클릭) 

▪ Aerospace (Castrol)  

▪ Specialty Chemicals 

✓ Chrysan PM-200: WSS-M99B144-B1 

✓ Chrysan Tire Lubricant: WSS-M99B186-A 

✓ P-80 Emulsion: WSE-M99C45-A2, GM-9985770 

✓ P-80 Grip-It: WSS-M99C45-A4 

✓ P-80 Thix: WSS-M99C45-A3, GM-9986225 

 
 

 

 

http://www.chrysanindustries.com/en
https://www.chrysanindustries.com/en/oem-approved-products
https://www.chrysanindustries.com/en/industrial-lubricants


 

 
Electric Vehicles Capability Statement 

 

▪ Lubricants for Electric Vehicles 

✓ Electric Drive/Gearbox Fluid 

✓ E-Axle Fluid 

✓ Battery / Thermal Coolant 

✓ Brake Fluid (DOT 3 / DOT 4) 

✓ Windshield Washer Fluid 

✓ Refrigerant – Honeywell R-1234yf 

✓ Adhesives/Sealants 

✓ Assembly Aids 

✓ Specialty Greases 

 

▪ Simultaneous Engineering 

✓ Concurrent Multidisciplinary Engineering Design 

✓ Product Specification Development 

✓ Material Compatibility Validation 

✓ 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 (APQP) 

✓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PPAP) 

✓ Failure Mode & Effects Analysis (FMEA) 

✓ Environmental/Regulatory Compliance 

✓ Aftermarket/Service Part Approval Process 

 

▪ Supply Chain/Environment  

✓ Chemical Procurement 

✓ Product & Supply Chain Optimization 

✓ Warehouse & Inventory Management 

✓ Global Logistics 

✓ Safety Data Sheet (SDS) Management 

✓ Environmental Compliance (GHS/Reach) 

✓ Packaging/Label Compliance  

 
 
 

 
 

 

 



 

LOGOS LOGISTICS 
Primary Contact & Job Title: James Kim, CEO 

Address: 16490 Wahrman Rd Romulus MI 48174 

Email: jkim@logos3pl.com  

Website: www.logos3pl.com  

Phone: +1-734-403-1777 

 

 
 

회사소개 

LOGOS LOGISTICS사는 미시간 Romulus에 본사를 두었으며, 2008년 3자 물류 운영 회사로 미국 

중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계교포가 운영하는 회사로 2009년부터 자사 직영의 단거

리 및 장거리 트럭 운송사업으로 확장했으며, 현재 운송 및 물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

다. LOGOS사는 자사 직영의 트럭과 운송장비로 미국 전담 물류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기

업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LOGOS는 미국 중부의 가장 유명한 종합 물류 회사

(3PL)로서 운송, 포장, 보관, 창고, 출하반품, 이커머스, 풀필먼트, 트럭 배송, 컨트랙 물류 서비스 

회사이며,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화학, 식음료 및 소비재 산업 등 다양한 제품의 물류를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COMMERCE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면서 운송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

립하여 유럽, 아시아 및 북미시장에서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로지스틱 서비스 

수십 년간의 업계 경험과 디트로이트의 빅3 자동차 회사 근처에 최적의 지리적 위치를 갖춘 

LOGOS사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잘 갖춰진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형/대형 자동차 부품을 직접 조립 라인에 포장, 

키트 및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품 및 원자재를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공간

을 제공합니다. 

 

 

LOGOS의 자동차 관련 서비스: 

EDI/ASN 
Management 

ASN Process 

Auto Parts 

Order 
Fulfillment 

Repacking for manufacturer’s 
requirement 

Parts 
Inspection 

Automotive 
Parts sorting & Break bulk 

Client-Specified 

kitting 

Inventory 

Management 
Cross-docking 

Small parts 

packaging 

Parts 

Sequencing 

Auto parts 

Trucking & Transportation 

Large 

Warehouse 
Space 

Auto parts 

Sequence delivery (Just in 
Sequence, Broadcast Deliver) 

Inventory Tracking 

 

 

mailto:jkim@logos3pl.com
http://www.logos3pl.com/


 

트럭 및 운송 서비스 

순차 부품 배송 셔틀 서비스, 장거리/횡단, 단거리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OGOS는 고객에게 최고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TMS, WMS 등 최신 기술 소프트웨어의 조합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OGOS사 트럭 및 운송 서비스 제공 

JIT 
Sequenced parts shuttle 

Local and Regional Truckload 
Over-the-road 
(Interstate) 

Rail 
Terminal Drayage 

(Detroit) 

Flatbed 

Truckload 

Switcher 

Service 

 

주요고객사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점점 더 많은 상위 브랜드들이 그들의 eCommerce 충족 요구에 대한 첫 번째 선택으로 우리

LOGOS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외 주문 처리 및 맞춤형 고객 관리 솔루션을 통해 

LOGOS는 고객사가 스트레스 없이 성장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LOGOS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USA & International 

Shipping 

Multichannel 

eCommerce Fulfillment 

Subscription Box 

Fulfillment 

Crowdfunding 

Fulfillment 

Amazon 

Fulfillment 
Services 

Returns 
Fulfillment 

Inventory Management 

& 
Storage 

Outsourced 
Customer Service 

 

Product Images  
 

 

이 이외에도 LOGOS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첨부된 브로슈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IBCF (International Business Company Formation) 
Primary Contact & Job Title: Daniel Steigert, Director 

Address: 101 Main Street, Suite One, Tappan, NY 10983 

Email: dsteigert@ibcf.com 

Website: www.Ibcf.com 

Phone: +1-845-398-0900 

 

 
 

회사소개 

IBCF (International Business Company Formation)는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 법률 및 세무 

서비스 제공,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드리는 업체입니다. 미국의 총 50개 주 모두에

서 기업 정보, 법인 등록 대리인/등기 사무소, 문서 검색 및 아포스티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

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방면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국제 기

업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IBCF UK 지사를 설립하여 미국 외에 유럽 시장으로의 확장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도에는 프랑스 파리에 IBCF Europe 지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 기업과 미국, 영국, EU 간의 원활한 

기업 업무 흐름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IBCF와 함께 파트너사로 협업할 수 있는 국내 법무법인, 세무법인, 해외 진출 컨설팅 관련 업체

들과의 미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 기업 법무 

- 법인 및 지사 설립 

- 국제 법인 등록 

- 개정/합병/해산 

◎ 등록 대리점 서비스 

- 절차/등기 사무소 주소 

- 특별 계약/금융 계약에 따른 

대리인 

 

◎ 보고서 및 준수사항 

- 연례 보고서 제출 

- 국장 및 임원 명부 수정 

◎ 문서 검색 

- 회사 자격 증명서 

- 회사 서류 등본 

- 납세 증명서 

- 회사 프로필 리포트 

 

◎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공증 

- 영사관 확인서 발급 

- 시/구 공인 인증 

◎ 영업 허가증 

- 연구 패키지 

- 글로벌 라이선스 컨설팅 

- 부가가치세/세금 등록 

◎ 실사 

- UCC/리엔트 검색 

- 판결/소송/법정 조사 

- 파산 조사 

- 신용보고서 

- 회사 상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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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ic Ware 
Primary Contact & Job Title: Margaret Hedlund, International Sales Manager 

Address: 5005 Highway 25, Minneapolis, MN 55416 

Email: MargaretHedlund@Nordicware.com 

Website: www.nordicware.com 

Phone: +1-612-626-3778 

 

 
 

회사소개 

Nordic Ware 사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의 호텔, 

요리학원, 레스토랑 및 국내 소비자들에게 좀 더 노르딕웨어 제품을 알리고자 국내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베이킹 시장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사를 모색하여 특히 노

르딕웨어사의 번트팬 (Bundt Pan)을 국내 시장에 알리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Produc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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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SGP 무역사절단  

[상담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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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참가 업체와의 원활한 미팅진행을 위하여 사전 소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

다.  

개별 상담 신청서 

업체명:  

  

미팅 참석자 / 직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웹사이트: 

대표자: 설립 연도: 

주요 취급 제품: 

 

  

➢ 업체소개: (간단한 소개를 200 자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mlee@kbsinc.co.kr / 

slee@kbsinc.co.kr), 팩스 (02-786-7704),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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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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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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