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지 4301 Vineland Road, Suite E3, Orlando, FL 32811-7371

연락처  407-649-0013 팩스  407-649-0015

이메일  dshin@volvik.com 홈페이지  www.volvik.com

업  종  제조업 품목/서비스  골프공(스포츠용품) 

대  표  신동환 직 위  지사장

전화번호  407-649-0013 이메일  dshin@volvik.com

기 업 
소 개

(주)볼빅은 1989년 골프볼 R&D를 시작하였고, 1991년에 연간 100만 dozen규모의 공장을 

충북 음성에 설립, 1997년까지 Choice Brand와 OEM수출을 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볼빅 브랜드로 영업을 시작,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됨

다양하게 특화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토종 골프볼 전문제조기업

2012년말 미국법인을 설립, LPGA/PGA 선수들을 후원하며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두고 있음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뉴욕지사
주소지 111 Great Neck Road, Suite503, Great Neck, NY 11021

연락처  516-829-1633 팩스  516-829-6521

이메일  newyork@at.or.kr 홈페이지  www.at.or.kr

업  종  준정부기관 품목/서비스  관세, 국제교역법 전문

대  표  신현곤 직 위  지사장

전화번호  516-829-1633 이메일  hyungons@yahoo.com

기 업 
소 개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는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업을 육성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7년 12월 1일 농림부 산하에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뉴욕지사는 지난 1993년 농산물의 수출 개발과 지원을 목적으로 미국 뉴욕에 

농업무역관을 설치,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음

Volvik� USA,� Inc



정대현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Dae� Hyun� Chung)
주소지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연락처  201-482-8267 팩스  201-482-8371

이메일  mchung@dhcfirm.com 홈페이지  www.dhcfirm.com

업  종  법률 서비스 품목/서비스  이민, 상법, 부동산법, 노동법

대 표  정대현 직 위  Managing Attorney

전화번호  201482-8267 이메일  lawofficechung@gmail.com

기 업 
소 개

정대현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2010년 설립이래 이민법, 파산법 및 노동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음

정대현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 전문 정대현변호사는 뉴져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으로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음

캐나다 University of Victory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LLM), 법학박사(JD) 및 경영학 석사

과정(MBA)을 이수 

Transwestern� Commercial� Services

주소지 300 Kimball Drive, 1st FL, Parsippany, NJ 07054 (동부지사)

연락처  973-947-9210 팩스  973-947-9199

이메일  nick.kim@transwestern.net 홈페이지  www.transwestern.net

업  종  Real Estate 품목/서비스  건물관리, 투자, 개발

대 표  Nick Kim(한국담당) 직 위  Managing Director

전화번호  973-947-9210 이메일  상 동

기 업 
소 개

Transwestern사는 지난 1978년 설립이래 현재 미국 내 34개, 전 세계 40개국에 181개 

Office를 두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자산 관리 업체

특히 한국담당 Nick Kim 디렉터는 오피스 및 상용건물 테넌트 관리 전문가로서 지난 

20년간 상용건물 관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거 쌍용 USA의 부동산 자산관리 

담당자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이래, CB Richard Ellis, Cushman & Wakefield, 

Jones Lang LaSalle 등 미국내 주요 부동산 자산관리기업을 거쳐 현재 

Transwestern사의 한국담당부서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음 



NEXTranslation� LLC

주소지  65 E State Route 4, River Edge, NJ 07661

연락처  201-655-3067 팩스  201-644-8197

이메일  info@nextranslation.com 홈페이지  www.nextranslation.com

업  종  서비스 품목/서비스
번역, 통역, 웹사이트 번역, 소프트웨어 
현지화, 탁상출판(DTP)

대 표  피터 윤 직 위 CEO

전화번호  201-655-3067 이메일 상동

기 업 
소 개

NEXTranslation은 뉴저지주 법원에 공식 등록된 Language Service제공 기업으로

서 뉴저지 법원에서 한국어 번역․통역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공

또한 최근에는 미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세금 안내서를 번역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