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CHAM 회원사 상품/서비스 안내 

[Accounting] 

설문조사 

회   사   명 CKP, LLP 

주           소 400 Kelby Street, 12th FL., Suite 1206, Fort Lee, NJ 07450 

회사 소개 

CKP 회계법인은 2005 년 창립, 미국 5 대 회계법인 (Big 5)인 RSM US 의 멤버 

펌으로 RSM 의 미국조직의 일부임. RSM 은 전세계적으로 6 대 회계법인으로 

한국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국가에 회계,조세,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회계법인. 전세계 40 개 주요국가에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직영 또는 

멤버펌의 형태로 120 국, 760 개 사무소, 38,000 명의 전문인력이 근무. 

CKP 는 RSM 의 모든 품질감리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PCAOB 와 

AICPA 의 정기감사에 적정의견을 받아왔음. 

CKP 회계법인은 미국 내 8 개 사무실을 운영중이며,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대부분 지역을 커버하며 California 주 Los Angeles, Irvine, San Francisco, San 

Diego, Alabama 주 Montgomery, Auburn, Georgia 주 Atlanta, 그리고 New 

Jersey 주 Fort Lee 에 사무소 있음.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해당 주에 본점을 둔 법인 감사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CKP 는 California, Texas, Georgia, Alabama, New Jersey, 

New York, Washington 등 7 개 주에 감사인 등록이 되어 있음.  

제품 및 서비스 분야 

CKP 는 미국 내 8 개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 조세,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하며, CKP 회계법인 상당수 고객이 다국적기업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자료준비 및 분쟁 대응에 명성을 얻고 있으며, 경제학자 

및 변호사를 포함한 별도의 서비스 팀을 운영중. 

- Assurance Services 

- Tax Services 

- Business Consulting 

- Transfer Pricing ("TP") and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Consulting 



- Maquiladora Program in Mexico 

웹사이트 http://www.ckpcpas.com/  

담당자 

성함 Jason Cho 

부서/직책 Partner 

전화번호 201-585-7200 

이메일  jasoncho@ckpcpas.com 

로고 

 

 

설문조사 

회   사   명 Deloitte & Touche LLP  

주           소 30 Rockefeller Plz, New York, NY 10112  

회사 소개 
세계 최대의 회계, 컨설팅 그룹인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의 미국회원 법인 

제품 및 서비스 분야 회계감사, 세무자문, 리스크 자문, 재무자문, 컨설팅 등 

웹사이트 https://www2.deloitte.com/us/en.html?icid=site_selector_us  

담당자 

성함  김홍조 

부서/직책 감사본부/이사 

전화번호 212-436-2662 

이메일 hkim@deloitte.com  

로고 

 

추가 홍보 한국기업 전담 감사, 세무, 이전가격 팀 운용 

http://www.ckpcpas.com/
https://www.bing.com/local?lid=YN873x11496073038308916488&id=YN873x11496073038308916488&q=Deloitte&name=Deloitte&cp=40.759105682373%7e-73.9795532226563&ppois=40.759105682373_-73.9795532226563_Deloitte&FORM=SNAPST
https://www2.deloitte.com/us/en.html?icid=site_selector_us
mailto:hkim@deloitte.com


 

설문조사 

회   사   명 KPMG LLP 

주           소 345 Park Avenue, New York, NY 10154 

회사 소개 Public Accounting Firm 

제품 및 서비스 분야 Audit, Tax & Advisory 

웹사이트 KPMG.com 

설문조사 

회   사   명 Ernst & Young LLP 

주           소 5 Times Square, New York, NY 10036-6530 

회사 소개 

EY 는 회계감사, 세무, 기업 인수합병 및 자문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리더로써 

전 세계 150 여 국가에서 24 만 여명의 경영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제품 및 서비스 분야 Assurance, Tax, Advisory, Transactions 

웹사이트 www.ey.com  

담당자 

성함 김혜영 (Hae-Young Kim) 

부서/직책 국제조세 파트너 (International Tax Partner) 

전화번호 1-212-773-9026 

이메일 HaeYoung.Kim@ey.com  

로고 

 

http://www.ey.com/
mailto:HaeYoung.Kim@ey.com


담당자 

성함 박상환 

부서/직책 대표 

전화번호 212-872-6993 

이메일 shpak@kpmg.com  

로고 

 

 

[Advertisement] 

설문조사 

회   사   명 GIIR America, Inc. 

주           소 180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회사 소개 

HS Ad 는 1984 년 LG ad 로 설립된 (주)LG 계열사의 종합 광고회사.  LG Ad 는 

2004 년, 광고그룹 지주회사인 지투알 (GIIR)과 광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 

LG Ad 로 분할됐으며, 2008 년 4 월 사명을 HS 애드로 변경했음.  HS Ad 는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와 수많은 성공캠페인의 산실로 그 역할을 다해왔으며, 

오랜 전통과 역량을 바탕으로 광고회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음. Creative 

concept 개발 및 4 대 매체 광고물 제작, Brand Marketing, 미디어 

플래닝/바잉, 디지털, 모바일, Event, Space Design 등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제품 및 서비스 분야 
Creative concept development, Digital Marketing, Media Planning, Event, 

Space Design 등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반 

웹사이트 http://www.hsadusa.com/  

담당자 성함  신수지 

mailto:shpak@kpmg.com
http://www.hsadusa.com/


부서/직책  관리팀/차장 

전화번호  201.227.5103 

이메일  sshin@hsadusa.com 

로고 

 

 

[Apparel] 

설문조사 

회   사   명 Wicked Fashions, Inc. 

주           소 222 Bridge Plaza South Fort Lee NJ 07024 

회사 소개 

Founded by two brothers, David Khym and Kenny Khym, Wicked Fashions, 

Inc. was established as a wholesale company dedicated to providing 

fashionable and affordable apparel to the mid-tier consumer in 1991. For 

about twenty five years, Wicked Fashions, Inc. has become one of the 

leading apparel companies in the fashion marketplace for Young Men, 

Juniors, and Youth overseeing every aspect of their clothing brands from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ing to distribution and marketing. 

제품 및 서비스 분야 Urban Style Young Men, Juniors, and Youth apparel 

웹사이트 www.southpole-usa.com  

담당자 

성함  Gayoung Yoon 

부서/직책  HR Manager 

전화번호  201.242.5900 ext. 1295 

이메일  gayoungy@southpole-usa.com 

mailto:sshin@hsadusa.com
http://www.southpole-usa.com/
mailto:gayoungy@southpole-usa.com


로고 
 

 

[Architecture] 

설문조사 
 

회   사   명 KLC ARCHITECTS, PC  

 
주           소 180 MAIDEN LANE, SUITE 8A, NEW YORK NY 10038  

 
회사 소개 

  

제품 및 서비스 분야 

-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 CONSTRUCTION MANAGEMENT 

 

 

 

 

 
웹사이트 WWW.KLCAPC.COM   

 

담당자 

성함 조종권  

 

부서/직책 대표 건축사 

 

전화번호 212-947-0880 

 

이메일 jc@klcapc.com  

 

로고 

 

 

http://www.klcapc.com/
mailto:jc@klcapc.com


추가 홍보 

저의 KLC Architects 은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공사감리를 주 업무로 1999 년 

뉴욕에서 설립 이후 지금까지 LG 전자 미주법인, 삼성증권, SK USA,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 한화, CJ, 나라은행, Kiss Products, JYP 

Entertainment 등의 현지 및 한국 지상사 들을 주 고객으로 업무시설, 영업, 

전산, 연구 교육시설 등의  건축설계 서비스 제공.  건축 및 인테리어 시설 

계획, 설계, 허가,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획 초기부터 모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KOCHAM 고객 회원사 분들의 이곳 현지에서 필요한  각종 

영업지점 또는 기존 업무시설 이전 확장 등의 계획 시 성실하게 지원.  

Licensed Architect, Registered in NY, NJ, 한국 건축사 자격보유 

 

 

 

[Banking Service] 

설문조사 

회   사   명  KEB 하나은행 뉴욕지점 

주           소 
 650 5th Avenue, New York, NY 10104, USA 

회사 소개 

Hana Bank New York Agency (Hana Bank) provides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ing services in the U.S.  It is specialized in international import & 

export trade financing as well as commercial lending, money transfer and 

securities investment. Hana Bank’s commitment is to satisfy its customers by 

providing a unique set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with highest 

standards.  Hana Bank is a member of Hana Financial Group, Inc. based in 

Korea.  As a leading financial institution in East Asia and customer-focused 

business network, Hana Financial Group has four objectives: (1) pursuit of 

customer satisfaction as a financial partner; (2) employee empowerment as 

a great workplace; (3) maximization of shareholders’ value as a business 

partner; and (4) contribution to community as a leading financial 

institution.  Hana Financial Group aims to be a leader in global financial 

services in the 21st century by ensuring that strict standards of morality, 

respect for humanity, and international best-practice strategies are abided 



by in the business activities of all of its members. 

제품 및 서비스 분야 

Global Investment Banking Solution 제공 

 - 북미지역 다수의 IB deal 수행 경험 

 - Global IB 은행과의 활발한 영업교류 

 - 미국 시장 내 정통한 Agent 그룹과의 관계 

미국 내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 확대 

최고 수준의 금융 서비스 제공 

 - "1 등 은행": 글로벌 영업망, 수출입은금융, Private Banking 등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환경에 최적화 은행 

 - 국내 은행 지점 중 최고 수준의 Compliance 등급 

웹사이트 
 www.hanabank.com 

담당자 

성함  이승식 

부서/직책  부지점장 

전화번호  212-450-8204 

이메일   

로고 
 

 

[Dental Implant] 

설문조사 

회   사   명 Hiossen, Inc. 

주           소 270 Sylvan Ave, Suite 1130, Englewood Cliffs, NJ 07632 

회사 소개 

 Hiossen 은 세계 5 대 덴탈 임플란트 회사인 Osstem Implant 의 

미국법인입니다. 2006 년 미국에 설립, 현재 미국 전역에 30 개 이상의 sales 

office 가 있고, 미국 내 4,000 여개 이상의 치과에 우수한 품질의 덴탈 

임플란트를 판매하고 있음. 연 매출 4 천만 불 이상의 성과와 더불어, 매년 

http://www.hanabank.com/


2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분야 Dental Implant, Dental Chair, Dental Material sales 

웹사이트 www.hiossen.com 

담당자 

성함 배승민 

부서/직책 CFO / Executive Director 

전화번호 267-759-7066 

이메일 smbae@hiossen.com 

로고 

 

 

[Furniture] 

설문조사 

회   사   명 Smart Space LLC  

주           소 16 East 40th Street. 6th Floor New York, NY 10016  

회사 소개 

Smart Space, LLC 는 사무실, 회의실 및 오픈사무공간을 위한 건축용 유리 

벽과 내부 사무용 가구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  건축가 및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최선을 다해 제공. 또한, 최신 ADA 및 코드 

요구 사항을 제품에 적용하고 우수상을 수상한 제품 디자인으로 고객만족에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Smart Space 프로젝트 팀은 제품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전과정을 조율하여 프로젝트가 제시간 내에 완료해 옴. Smart 

Space 의 성장은 건설과정의 복잡성 속에서 깊이 있는 이해와 조율로 

고객에게 최고의 결과물을 제공해옴. 당사의 사업은 뉴욕에 있으며, 미국 

전역의 고객에게 광범위한 서비스 내역을 제공.  

제품 및 서비스 분야 Office Furniture, Office Glass Wall 

웹사이트 www.Smartspacellc.com  

http://www.hiossen.com/
mailto:smbae@hiossen.com


담당자 

성함  Andy Park 

부서/직책  Sales Manager 

전화번호  212-542-5749 ext201 

이메일  andy@smartspacellc.com 

로고 
 

 

[Insurance] 

설문조사 

회   사   명 이코노 에이전시 

주           소 

 2115 Linwood Ave, Suite 303, Fort Lee, NJ 

1501 Broadway Suite 1502, New York, NY 

회사 소개 
뉴욕, 뉴저지의 지상사와 은행 등에 종합보험, Employee Benefit Plan 등의 

보험 Service 제공 

제품 및 서비스 분야 

지상사 사업체보험(화재, 상해), 근로자 산재, 각종 Bond, 창고, 화재해상, 

Credit Insurance, PLI, 그리고 직원 의료보험, 그룹치과, 안경 보험, 401K 

Plan 연금, 은퇴 Plan, 개인 주택, 자동차 보험 등 

웹사이트  www.econoagency.com 

담당자 

성함  Karen Bae 

부서/직책 Employee Benefit Dept 

전화번호  201-592-6998 

이메일  services@econoagency.com 

http://www.econoagency.com/
mailto:services@econoagency.com


로고 

 

 

설문조사 

회   사   명 OAWINS GROUP/ One Alliance Insurance  

주           소 
- 45 Rockefeller Plaza STE 2000 New York, NY 10111 

- 80 Route 4 East. STE 101 Paramus, NJ 07652 

회사 소개 

One Alliance offers expert insurance brokerage and risk management 

services from its offices spanning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Highly 

experienced industry professionals, One Alliance excels at providing risk 

management solutions to complex insurance requirements for both its 

commercial and personal insurance clients. The Oawins Group also offers 

efficient HR solutions, real estate investment and management, and claims 

handling servic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By using the Oawins Group to 

manage your corporate needs and represent your interests, your business 

can move forward with confidence. 

제품 및 서비스 분야 

- OAWINS Risk Management Solution(보험 솔루션) 

- OAWINS HR Solution(HR 아웃소싱 서비스) 

- OAWINS Real Estate & Investment Solution(부동산 중개 & 투자   

  솔루션) 

웹사이트  www.oainsure.com  www.OAWINS.com 

담당자 

성함  Brian J. Cho 

부서/직책  President 

전화번호  201-932-2055 

이메일  OAWINS@OAWINS.COM   

로고 

 

http://www.oainsure.com/


추가 홍보  

OAWINS Risk Management Solution(보험 솔루션) 

20 년 경험으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발전에 필수적인 

자산과 수익성, 기업 가치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평가 및 전략으로 위험관리와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  

OAWINS HR Solution(HR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의 니즈와 목표에 적합한 Web System 을 지원하고 다양한 맞춤형 HR 

Employment Management 서비스를 컨설팅 함으로써 기업에 통합적인 HR 

Solution 아웃소싱을 제공.  

OAWINS Real Estate & Investment Solution(부동산 중개 & 투자 솔루션) 

OAWINS Group 은 부동산을 소유, 입주,  또는 투자하는 고객들을 위한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종합 부동산 서비스 

제공.  

 

설문조사 

회   사   명  솔로몬 보험 

주           소  217-04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회사 소개 

고객 지향적인 자세와 최고의 재무건전성을 통해 21 세기 최고의 금융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저희 솔로몬은 1992 년 6 월 10 일 솔로몬 보험(주)의 

설립을 시작으로 1998 년 6 월 International Underwriting Agency, 그리고 

2007 년 건강보험 전문 E Benefit 사를 창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규모나 재무구조, 경영 측면에서 미국 내 최대의 한인 보험 에이전시가 된 

솔로몬은 본사가 있는 뉴욕은 물론 캘리포니아, 알라바마, 조지아, 하와이 등 

미국 내 약 36 여 개 주에서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 선진 

보험사들과 한국계 보험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영업망을 확충하고 세계적인 

종합 금융 서비스 사를 향해 착실하게 성장중임.  

솔로몬은 선진금융기법 도입, 상품개발력 강화, 보험 마케팅의 혁신 및 

언더라이팅 기법의 육성, 전 임직원의 프로화, 효율적인 보상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키워 고객만족도 제고 



제품 및 서비스 분야 
지상사 및 기업보험, 사업체 보험, 그룹건강보험, 생명보험, 메디케어, 개인 주

택 및 자동차보험 

웹사이트 
kr.solomonus.com 한글 

www.solomonus.com 영문 

담당자 

성함 김성훈 

부서/직책 General Manager 

전화번호  718-461-8300 

이메일  Sunghoon.kim@solomonus.com 

로고 
 

 

[IT Solutions & Services] 

설문조사 

회   사   명 Samsung SDS America (SDSA) 

주           소 100 Challenger Road, Ridgefield Park, NJ 07660 

회사 소개 

SDSA 는 한국 최대 IT Solutions & Services 기업이자 글로벌 Operation 을 하고 

있는 삼성 SDS 의 미국 현지 법인으로서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업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 사업을 수행. 특히 공공, 금융, 리테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IoT, Data Analytics 기반의 솔루션을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와 결합해 제공하며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제품 및 서비스 분야 

IT Outsourcing: ERP, SCM, CRM, e-Commerce, BI, 

Communication/Collaboration 등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IT Infra Services: 통신망, 보안,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화상회의, Web 

Conference 등 구축 및 운영 

IT Solutions 

http://kr.solomonus.com/
http://www.solomonus.com/
mailto:Sunghoon.kim@solomonus.com


- Mobile Security: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EMM) 

- Identity Management: Biometric Authentification (NexSign) 

- Advanced Analytics: Interactive Display/Content  

Management/Customer Measurement (Nexshop Marketing), Remote  

Moniotirng/Management (RMS) 

- Retail Experience: Mobile Sales/Client telling (Nexshop Sales), Mobile  

  Training (Nexshop Training) 

웹사이트 https://www.samsungsds.com/us/en/about/company/about_company.html  

담당자 

성함 조형동 (Sean Cho) 

부서/직책 Strategic Business Team / 부장 

전화번호 201-393-3470 

이메일 sean.cho@samsung.com  

로고 

 

 

설문조사 

회   사   명 HeyKorean Inc. 

주           소 460 Park Ave. #430 New York, NY, 10022 

회사 소개 

헤이코리안 뉴욕, 서울, 하노이에 지사를 둔 글로벌 IT 기업으로 해외 한인 포탈 

사이트 HeyKorean.com 을 운영하며 전 세계 한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대표적인 서비스는 구인구직, 부동산매매/렌트, 중고장터, 한인 뉴스, 한인 

업소록, 쇼핑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코참 웹사이트 

(korchamvietnam.com)도 제작.   

제품 및 서비스 분야 
IT, 해외 한인 포털 사이트, 구인구직, 부동산, Fin-Tech, IOS, Android, Website, 

어플 제작 

https://www.samsungsds.com/us/en/about/company/about_company.html
mailto:sean.cho@samsung.com
http://korchamvietnam.com/


웹사이트 www.heykorean.com  

담당자 

성함 Raymond Shim 

부서/직책 CEO 

전화번호 212-260-2929 

이메일 rshim-kocham@heykorean.com  

로고 

 

추가 홍보  

일 평균 8 만 명이 방문하는 헤이코리안에 코참 회원사의 경우 특별 할인 혜택 

적용해 드림. 아울러 코참 회원사에게 구글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제공. 

 

[Law] 

설문조사 

회   사   명 CHOI & PARK, LLC 

주           소 

NY Office: 11 Broadway, Suite 615, New York, NY 10004 

NJ Office: 23 S. Warren St., 2nd Floor, Trenton, NJ 08608 

PA Office: 1500 Market St., 12th Floor, East Tower, Philadelphia, PA   

              19102  

회사 소개 

- Law firm established in 2006 

- Has represented and consulted Korean companies in connection  

  with their businesses in the U.S 

제품 및 서비스 분야 

Representing companies in state and federal courts located in New York,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dvising companies in various aspect of their 

businesses 

웹사이트  http://www.choiandpark.com/  

담당자 성함  최현석 

http://www.heykorean.com/
tel:(212)%20260-2929
mailto:rshim-kocham@heykorean.com


부서/직책  파트너 

전화번호  609.396.2800 (Ext.1) 

이메일  hchoi@choiandpark.com 

로고 

 

추가 홍보  

최현석 파트너변호사: 현재 뉴욕주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의 

한국챕터 의장 (Chair of Korean Chapter)을 맡고 있음 

기업소송 

미국 연방 및 주 법원, 중재기관에서 한국회사의 이익을 대변 

 - 소송개시 및 진행, 항소, 중재등 기업소송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의   

   효율적 처리    

 - 계약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국제무역 및 운송, 은행법, 고용법, 보험법  

   등에 대한 소송 

 

기업자문 

한국기업 현지법인의 사외고문변호사 서비스                                              

- 한국기업 미현지법인 사외고문변호사로서 여러 법률이슈에 대한  

  서비스제공 

- 물품 및 서비스 판매계약, 상업용부동산 리스, 매매 계약, 자산매입계약, 

조인트벤처계약, 라이센스계약, 고용계약 등 미현지법인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계약 준비 및 협상 

- 회사내부 발생가능 소송가능성을 줄이고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방안 마련 

 - 정부규제 이슈 발생시 미정부와 협상 

 

설문조사 

회   사   명 Lewis Brisbois 

주           소 77 Water Street Suite 2100 New York, NY 10005 

회사 소개 

Lewis Brisbois offers legal practice in more than 40 specialties, and a 

multitude of sub-specialties. Lewis Brisbois provides a wide range of 

legal services to each client with a continuity of representation across 

multiple disciplines. We have approximately 1,200 attorneys in 42 offices 



across the U.S.  We are currently the largest law firm in California and 

13th largest in the U.S. 

제품 및 서비스 분야 http://lewisbrisbois.com/practices  

웹사이트 LewisBrisbois.com  

담당자 

성함 Scott Lee 

부서/직책 Partner 

전화번호 213.580.7910   

이메일 scott.lee@lewisbrisbois.com  

로고 

 

추가 홍보  

Lewis Brisbois is a national, full-service law firm with more than 1,200 

attorneys from coast to coast. We are listed among the prestigious 

AmLaw 100 and ranked 15th in the Law360 400 list of the nation’s 

largest law firms. At Lewis Brisbois, diversity is an integral part of our 

firm culture and everyday life. Lewis Brisbois is committed to attracting, 

hiring, retaining and rewarding the best legal talent. This values-based 

approach has propelled Lewis Brisbois to become one of the nation’s 

largest and most successful law firms, reflecting the vibrant diversity of 

the client and legal communities we represent. With minority and 

women partners approximately double the national average, Lewis 

Brisbois offers an inclusive atmosphere of opportunity to our attorneys 

and a deep understanding of the goals and perspectives of our richly 

diverse clientele. 

 

설문조사 

http://lewisbrisbois.com/practices
http://www.lewisbrisbois.com/
mailto:scott.lee@lewisbrisbois.com


회  사  명 Maynard, Cooper & Gale, P.C. 

주  소 1901 Sixth Avenue North, Suite 2400 Birmingham, Alabama 35203 

회사 소개 

Maynard Cooper & Gale, P.C. is a full service law firm meeting the 

multifaceted needs of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over three decades. The Firm’s experience spans the 

globe, including transactions in Korea, Australia, Canada, Central and 

South America, Europe and the Middle East. With over 240 attorneys, 

expertise in more than 40 specialized practice areas, and inclusive 

industry knowledge, Maynard Cooper provides clients with the support 

and comprehensive legal counsel needed to accomplish the desired 

results. As businesses seek to expand in today’s modern, dynamic and 

borderless economy, the Firm’s International Practice delivers meticulous 

guidance through every phase of the endeavor including Governmental 

and Regulatory Affairs, Economic Development and Tax Incentives,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Real Estate and Site Selection, Banking 

and Commercial Lending, Construction and Permitting, Immigration, 

Compliance, Labor and Employment,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서비스 분야 

Banking, Commercial Lending, Construction and Permitting, Corporate 

Transactions, Cyber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Incentives,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Regulatory Compliance, Governmental and 

Regulatory Affairs, Immigration.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Labor & Employment. Real Estate and 

Site Selection. 

웹사이트  www.maynardcooper.com 

담당자 

성함  Sujin Kim 

부서/직책  Attorney 

전화번호  205.254.1000 

이메일  skim@maynardcooper.com 

로고 

 

 



설문조사 

회   사   명 Nixon Peabody LLP 

주           소 55 W 46th Street, New York, NY 10036 

회사 소개 

닉슨피바디 (Nixon Peabody LLP) 로펌은 1854 년에 설립된 이래 미국, 

아시아 및 유럽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회사법, 소송, 금융, 지적재산권, 

노무 및 기업활동 전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700 명이 넘는 

전문변호사를 둔 닉슨피바디는 Chambers USA, The Best Lawyers in 

America 등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으로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최고의 

실력을 갖춘 로펌으로 인정 받고 있음. 

제품 및 서비스 분야 법률서비스 

웹사이트  www.nixonpeabody.com 

담당자 

성함 임진호 (Alex Yim) 

부서/직책 변호사 

전화번호 (212) 940-3025 

이메일  ayim@nixonpeabody.com 

로고 

 

 

설문조사 

회   사   명 Steptoe & Johnson LLP 

주           소 1330 Connecticut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  

회사 소개 

Steptoe & Johnson LLP is an international law firm widely recognized 

for vigorous advocacy in complex litigation and arbitration, successful 

representation of clients before governmental agencies, and creative 

http://www.nixonpeabody.com/
mailto:ayim@nixonpeabody.com


and practical advice in guiding business transactions.  The firm has 

more than 500 lawyers and other professionals in offices in Beijing, 

Brussels, Chicago, London, Los Angeles, New York, Phoenix, San 

Francisco and Washington. 

제품 및 서비스 분야 

Because of its relationship with Steptoe, KOCHAM members may 

specifically benefit from its international trade litigation 

services.  Steptoe is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law firms in 

representing importers and foreign producers in trade remedy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jurisdictions, 

including proceedings befor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these 

proceedings, as well as in related customs proceedings, Steptoe has 

represented Korean producers of a variety of products.  Steptoe’s 

representation of Korean companies is not limited to trade remedy 

proceedings, but also extends to complex litigation in corporate 

matter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ther issues. 

웹사이트 www.steptoe.com  

담당자 

성함 Joel Kaufman 

부서/직책 Partner 

전화번호 202 429 6288 

이메일 JKaufman@steptoe.com  

로고 
 

 

설문조사 

회   사   명 The Choi Law Group, LLC 

주           소 100 Challenger Road, Suite 302, Ridgefield Park, NJ 07660 

회사 소개 

THE CHOI LAW GROUP, LLC is a full service law firm committed to 

providing you with the highest level of personal service and expertise.   

Our attorneys and staff are committed to achieving excellence in our 

legal representation of you. We measure our success by the success of 

our clients. Our attorneys and staff have a wide range of experience and 

http://www.steptoe.com/
mailto:JKaufman@steptoe.com


talents that will serve you well. We represent individuals and corporate 

entities in all matters of personal and business-related legal concerns. 

Some of our major practice areas. Choosing the right law firm to 

represent you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you can make.                                    

We are confident that THE CHOI LAW GROUP LLC is the RIGHT law firm 

for you. 

(1) Company Type: U.S. company 

(2) Executives: Benjamin B. Choi, Esq. Managing Partner 

(3) Year Established / Incorporation Date: 2014 

(4) Primary Contact for Sales/Client Services: Sungbae Ju 

제품 및 서비스 분야 

- Criminal Law / Juvenile Offenses / Domestic Violence                                      

- Civil Litigation Offenses/Expungement of Criminal Records                             

- DWI / Traffic Offenses 

- Immigration Law                                                                                           

- Personal Injury                                                                                                

- Divorce and Family Law 

- Real Estate                                                                                                                   

- Business and Corporate Law                                                                         

- Property Tax Appeals 

- Wills, Estate Planning and Estate Administration 

- Bankruptcy 

- Debt Collections 

- Property Tax Appeals 

웹사이트 www.choilawgroup.com 

담당자 

성함 Sungbae Ju 

부서/직책 사무장  

전화번호  201-916-6191 

이메일 sbju@choilawgroup.com 

로고 

 

설문조사 



 

[Logistic] 

설문조사 

회   사   명  BTI(Benison Transport Inc) - Leading Global Air & Sea Forwarder 

주           소 400 Sylvan Avenue, #206, Englewood Cliffs, NJ 07632  

회   사   명 Traub, Lieberman, Straus and Shrewsberry, LLP. 

주           소 7 Skyline Drive, Hawthorne, NY 10532  

회사 소개 

저희 법률회사는 1996 년 4 명의 변호사로 시작하여 현재 100 여명의 

변호사가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커네티컷의 

사무실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성장. 

제품 및 서비스 분야 

저희가 주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제조물 책임소송, 집단소송, 리콜, 

상거래 거래 계약과 분쟁 해결, 해고 등과 관련된 노무분쟁, 보험관련 분쟁 

처리 등으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웹사이트 www.traublieberman.com  

담당자 

성함 김창식 

부서/직책 파트너 

전화번호 914-347-2600 또는 914-586-7055 

이메일 ckim@traublieberman.com  

로고 

 

추가 홍보  
기타 중대형 로펌과 달리 비교적 낮은 시간당 변호사 비용을 부과하면서도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http://www.traublieberman.com/
mailto:ckim@traublieberman.com


회사 소개 

Founded in 1998, BTI(Benison Transport Inc) had a vision to provide 

comprehensive logistics services to clients. Today BTI serves destinations 

throughout the world and has grown into one of the leading logistics 

providers from Asia to North America. BTI provides the customers with 

the best total logistics service through direct service contract with 6 

ocean carriers and 4 airlines 

제품 및 서비스 분야 

Combining our global network with local experience, Benison Transport 

Inc creates an edge for our clients to meet any challenge of international 

logistics. BTI(Benison Transport Inc) services which include Ocean Import, 

Air Import, Ocean Export, Air Export, Distribution & Warehousing, Freight 

transportation, Intermodal Consulting and Customs Brokerage 

웹사이트 www.benison1.com  

담당자 

성함  David Kim 

부서/직책 전무 

전화번호 201-693-0197 

이메일 david@benison1.com  

로고 

 

추가홍보 

The most competitive rates in both ocean and air services. With BIT 

customers have access to a variety of carriers without the contractual 

liability. 

설문조사 

회   사   명 주) 한진 

주           소 65 Railroad Ave Unit #4, Ridgefield, NJ 07657 

http://www.benison1.com/
mailto:david@benison1.com


 

설문조사 

회   사   명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Co. Ltd)  

주           소 65 Challenger Road Suite 410   Ridgefield Park  NJ  07660 

회사 소개 

1976 년에 창업하여 국내 유일하게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춘 국적 

선사로서 미국내륙 Door to door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남미, 

중동 세계 전역으로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2017 년부터 세계 선박 보유 수 1 위, 2 위인 Maersk, MSC 와 함께 3 사가 

협력 Alliance (2M+H)를 구성해 공동 서비스를 제공.    

제품 및 서비스 분야 

- 아시아-미국, 아시아-유럽, 아시아 역내, 아시아-남미, 미국-남미 서비스 

- Weekly multiple Service schedule 제공 

- 미국 내 철도/트럭 서비스로 International Door to Door 서비스 

웹사이트 hmm21.com  

담당자 

성함 
조용원 

부서/직책 
뉴욕지점 / 지점장(부장) 

회사 소개 국내 최고의 종합물류 회사 

제품 및 서비스 분야 
해상포워딩, 항공포워딩, 국제특송(택배), 귀국 이사짐, 창고 / 3PL, 트럭킹 

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hanjin.co.kr/Global_html/us/en/index.jsp  

담당자 

성함 김희준 

부서/직책 미동부/중부지점 / 지점장 / 부장 

전화번호 201-941-7323~6 

이메일 heejunkim@hanjin.co.kr  

로고 

 

http://hmm21.com/
http://www.hanjin.co.kr/Global_html/us/en/index.jsp
mailto:heejunkim@hanjin.co.kr


전화번호 
201-373-3511 

이메일 
yongwon.cho@hmm21.com  

로고 

 

 

설문조사 

회   사   명 Pantos USA, Inc. 

주           소 
910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회사 소개 

판토스는 (주) LG 그룹의 물류 전문회사로써 3 조 4 천억원의 매출 

규모와 Global 349 개의 Network 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군의 약 

2,500 여 개 고객사에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 50 개의 해외법인과 

미국 內 6 개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HQ 는 뉴저지에 소재.  

제품 및 서비스 분야 

SCM 관점의 물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항공운송, 해상운송, 철도운송, Warehouse & Delivery, 프로젝트, 

국제특송/e-커머스, 통관, 물류 SCM 컨설팅, IT 솔루션, 제품 설치물류 등) 

웹사이트 http://www.pantos.com/kr/main.do  

담당자 

성함 Dong Cheol Kim 

부서/직책 President & CEO 

전화번호 201-266-2478 

이메일 Dongc.kim@pantos.com  

로고 

 

mailto:yongwon.cho@hmm21.com
http://www.pantos.com/kr/main.do
mailto:Dongc.kim@pantos.com


추가 홍보  

판토스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7 년 『글로벌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글로벌 SCM 부문)의 수행기관으로 최근 선정됨. 

글로벌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은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수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토스는 이번 사업의 

‘글로벌 SCM 부문’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컨설팅 제공 가능.  

 

[Manufacturing] 

설문조사 

회   사   명 POSCO America 

주           소 6465 E. Johns Crossing, Suite 200, Johns Creek, GA 30097 

회사 소개 

Incorporated in 1984, POSCO America is the representative company 

overseeing all of the activities by the POSCO family companies within the 

Americas. In addition to providing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POSCO America also manages invested entities and 

establishes collaborative networks to execute expansion opportunities. 

We have CSP facility in Brazil for slab production and POSCO Canada 

which mines and distributes raw materials such as coal and manganese. 

As for our downstream operations, POSCO has a joint venture facility 

with US Steel called USS POSCO Industries located in Pittsburg California. 

In order to better serve the automotive and appliance 

industries, POSCO established POSCO Mexico in Altamira and AAPC in 

McCalla Alabama. POSCOAmerica will continuously strive for coherent 

leadership and better quality service to our customers. 

제품 및 서비스 분야 철강제품 판매 및 기술서비스 



웹사이트 posco-america.com  

담당자 

성함 Joanne Park 

부서/직책 인사부/사원 

전화번호 770-689-1443 

이메일 Joanne.p@poscoamerica.com  

로고 

 

 

[Recruiting] 

설문조사 

회   사   명 CESNA GROUP / 세스나그룹  

주           소 560 Sylvan Ave. Suite 2165 Englewood Cliffs, NJ 07632 

회사 소개 
세스나그룹은 1999 년 서울에서 설립 후, 미국으로 진출한 최초의 리크루팅 

회사로, 현재 한국, 미국, 중국에 법인 운영 중 

제품 및 서비스 분야 인재 채용, 임원급 채용, 리크루팅 / 헤드헌팅, 인사 컨설팅, 채용박람회 

웹사이트 www.cesna.com  

담당자 

성함 Chris Jo 

부서/직책 General Manager 

전화번호 201-567-8886 (Ext. 305) 

이메일 Chris.jo@cesna.com  

http://posco-america.com/
mailto:Joanne.p@poscoamerica.com
http://www.cesna.com/
mailto:Chris.jo@cesna.com


로고 

 

추가 홍보  
- 회사에서 필요한 이중언어 가능자(신입/경력) 채용 서비스 제공 

- 신입 한인 인재를 대거 채용할 수 있는 채용 박람회 주최 

 

설문조사 

회   사   명 HRCap 

주           소 USA: 440 Sylvan Ave., Suite 120. Englewood Cliffs, NJ 07632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동관 818 호 

회사 소개 

미주 최대 한인 리쿠르팅 / 헤드헌팅 전문업체 

- 자체 Database System (ERP, CRM) 구축 글로벌 인재의 맞춤형  

  Executive Search 서비스 제공 

- 60,000 여명의 미주 최다 한인교포 이중언어 인재풀 보유 

- 500,000 여명의 글로벌 외국인 고급인재 DB 보유 

제품 및 서비스 분야 
- 고급인력 전문 리쿠르팅 & 헤드헌팅 

- 비즈니스 & HR 컨설팅 

- 인사교육 & 경력 개발 

웹사이트  www.hrcap.com 

담당자 

성함  Stella H. Kim 

부서/직책  Executive Search Head, Strategic Planning & Biz Dev Team Leader 

전화번호  (201) 567-1500 ext. 210 

이메일   stellakim@hrcap.com 

로고 

 

http://www.hrcap.com/
mailto:stellakim@hrcap.com


추가 홍보  

HRCap 의 브랜드 이미지 및 전문역량 

- 글로벌 최고 한인 헤드헌터 

- 미주 최대 한인 글로벌 리쿠르팅/헤드헌팅 전문업체 

- 글로벌 한국대기업의 No. 1 북미채용 현지 창구 

- 북미소재 한국/한인/아시안계기업 집중 채용서비스 (700 개  

  고객사) 

- 한국정부 산하기관/공기업의 리쿠르팅 사업수행 파트너 

- 미주 최다 한인교포 이중언어 인재 Pool 보유 (6 만명) 

- HRCap 자체 개발 P5-S20 리쿠르팅 모델 및 인재정보관리 시스템  

  보유 

- 분야별 전문가 ThinkTank 및 북미 과학기술전문가 협회와의  

  네트워크 

 

설문조사 

회   사   명 PLUS Career, INC 

주           소 
16 W. 32nd st. #306 New York, NY 10001 

회사 소개 
PLUS career 는 한국과 미국의 회계사, 변호사,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05 년 CPA 교육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07 년 12 월에 뉴욕 맨하탄에 

설립한 미국취업 및 교육 전문 기관. 

제품 및 서비스 분야 1. 미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세무사 자격증 취득 교육 

2. 유학생 취업, 회계 분야 헤드헌팅, 기업 임직원 리쿠르팅 

웹사이트 

www.coedgroup.com  

www.pluscareer.net  

www.kapli.net 

담당자 

성함 양정호 

부서/직책 교육 / 실장 

전화번호 212-244-2297 

이메일 ny.kaplicpa@gmail.com  

http://www.coedgroup.com/
http://www.pluscareer.net/
http://www.kapli.net/
tel:(212)%20244-2297
mailto:ny.kaplicpa@gmail.com


로고 

 

추가 홍보  

1. 코참 회원사 홍보를 통해 AICPA (미국공인회계사) /EA (미국세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하시는 분께는 교재($300)를 무료 제공.  

2. 비전공자에게도 AICPA 시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학점취득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 

3. 회계/재무 분야 임직원 구인을 하시는 경우 한국, 미국의 인재들을 

추천해 드림.  

 

[Research and Consulting] 

설문조사 

회   사   명 Nomura Research Institute America, Inc. 

주           소 2 World Financial Center Building B, Manhattan 

회사 소개 

Established in 1965, Nomura Research Institute America is a New York-

based think-tank that serves a wide range of client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providing research and consulting services. Our parent 

company is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which is based in Japan. 

제품 및 서비스 분야 

Nomura Research Institute (NRI) was created out of Nomura 

Securities’ research department in 1965 to become Japan’s first private-

sector think tank. Since then, for over 45 years, NRI has expanded to 

provide its services worldwide. NRI’s services are now valued by a broad 

clientele that includes top-tier multinational firms, Japanese government 

agencies and regulators,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agencies. 

NRI’s research and consulting services are typically executed by project 

teams consisting of highly skilled researchers drawn from diverse specialist 

fields. Corporate consultations encompass management strategy, business 



strategy, functional strategies (such as technology and marketing strategy), 

business revitalization, and M&A. For governments, NRI provides 

assistance in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infrastructure strategy,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reform of public enterprises. 

웹사이트 www.nri.co.jp/english/index.html  

담당자 

성함 Sanghoon Han 

부서/직책  Vice president 

전화번호 (212) 667-1737 

이메일 han@nria.com  

로고 

 

 

[Resort & Spa] 

설문조사 

회   사   명 아너스헤이븐 리조트 앤 스파 / Honor's Haven Resort & Spa  

주           소 1195 Arrowhead Road Ellenville, NY 12428 

회사 소개 

미 동북부 지역에 한인이 운영하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와 자연친화적 

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250 에이커의 고급스런 객실과 미팅공간, 

웨딩아일랜드, 편의시설을 갖춘 리조트로써 아름다운 스왕강 마운틴의 

캐츠킬과 허드슨벨리에서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리조트. 

제품 및 서비스 분야 

- 최근 레노베이션 완료된 고급 리조트 

- 232 개의 편안하고 다양한 공간의 객실 

- 17 개의 미팅룸과 500 명 이상 수용가능한 2 개 컨벤션 홀 보유 

- 30 년 경력과 다국가 조리 경험의 주방장이 제공하는 높은 품격의  

  식사 

http://www.nri.co.jp/english/index.html
tel:(212)%20667-1737
mailto:han@nria.com


- 아름다운 호수에서의 웨딩아일랜드와 웨딩텐트 

- 새롭게 단장된 SPA (Sauna, Hot tub, Shower, Massage) 

- 실내외 수영장 및 테니스, 농구, 탁구, 배구, 보트, 나이트클럽,  

  영화관, 칵테일 Bar, 커피숍 등 다양한 액티비티 가능. 

-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 폭포길 산책 및 캠프화이어 제공가능 

- 세계 3 대 골프 디자이너인 Robert Trent Jones, Sr 가 직접 디자인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멋진 9 홀 골프코스 

- 전문 트레이너가 지도하는 요가, 타이치, 명상프로그램과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웰리스 프로그램을 제공 

- 주변에 아름다운 미네와소카 스테이트파크와 얼음동굴이 있는  

 샘스포인트,와이너리, 승마, 스키장, 경비행기, 카지노, 카레이싱 등  

 다양한 즐길거리 

웹사이트 www.honorshaven.com  

담당자 

성함 미쉘 권 / Michelle Quon 

부서/직책 그룹세일즈 / 메니져 

전화번호 Direct: (845)210-3104 / Cell: (845)-820-3491 / Fax: (845)210-3147 

이메일 mquon@honorshaven.com  

로고 

  

추가 홍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친목모임과 회사 컨퍼런스 등 단체 고객 분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그룹을 위한 특별한 가격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www.honorshaven.com/groups-weddings 

한인그룹상담: 845-210-3104 

 

[Securities] 

http://www.honorshaven.com/
tel:(845)%20210-3104
tel:(845)%20820-3491
tel:(845)%20210-3147
mailto:mquon@honorshaven.com


설문조사 

회   사   명 
Hanwha Asset Management (USA) Ltd.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주           소 410 Park Avenue, Suite 1530 New York NY 10022 

회사 소개 

- 한화자산운용의 자회사로서 2017 년 2 월 한화생명 뉴욕법인  

  인수를 통해 설립 

- 2017 년 7 월 SEC 에 Investment advisor 로 등록 

- 자본금: $10 MN 

- 임직원: 5 명 (2017.8) 

제품 및 서비스 분야 

- 선진국 시장 중심의 글로벌 채권 운용 

- 선진국 시장 중심의 대체투자 기회 (Corporate Private Equity, Real   

   Estate, Infrastructure) 발굴 및 투자 자문 

웹사이트   

담당자 

성함  박민 

부서/직책  차장 

전화번호  212-313-6863 

이메일  mp545@hanwha.com 

로고 
 

 

설문조사 

회   사   명  Mirae Asset Securities (USA) Inc. 

주           소 810 7th Avenue 37th Floor New York, NY 10019 

회사 소개 

당 법인은 미국 현지 FINRA 에 등록된 Broker Dealer 로 증권대차거래 

업무 (Stock Loan), Repo 업무, Prime Brokerage & Clearing Global 

Brokerage Execution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제품 및 서비스 분야 Stock Loan / Repo / Prime Brokerage Clearing / Global Brokerage 

웹사이트 www.miraeassetsecuritiesus.com  

담당자 성함  함상훈 

mailto:mp545@hanwha.com
http://www.miraeassetsecuritiesus.com/


부서/직책 Director  

전화번호 917-697-3132 

이메일 sanghoon.hahm@miraeasset.us.com  

로고 

 

 

mailto:sanghoon.hahm@miraeasset.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