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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캐나나다다 총총리리 환환영영사사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이 주관 하는 한국과의 첫 

번째 캐나다 여성 기업인 컨퍼런스(First Canadian Women-only Business 

Mission)에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G7, G20,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다양한 국제기구와 채널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컨퍼런스와 같은 소통의 장은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 확대와 함께 여성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균형 있고 공평한 성장은 

이러한 여성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다해주신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이번 행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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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개최되는 한국과 캐나다 여성 기업가 경제사절단간의	
행사를 주관한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C)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나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한.	결정과 노력에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저 또한 참가자의 일원으로 행사 개최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여성기업가들에게는 헬스테크,	농업테크,	
에듀테그,	생명공학과 같은	STEM	분야의 전문성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고 금번 행사 또한 정부의 여성 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
(Government	of	Canada’s	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을 통해 지원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투자는 수천 명의 여성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캐나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 하나인 한국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양국의 파트너쉽과 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때이며 캐나다는 포괄적이면서도 룰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이를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준	APFC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에게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 기간 중 여러분	
모두와 온라인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MARY NG 전 장관, P.C., M.P. 
캐나다 소기업 및 수출진흥 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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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여성 리더들에게,	캐나다 최초의	對	한국	
여성 경제사절단(Canada’s	First	Virtual	Canadian	Women-
only	Business	Mission	to	South	Korea)을 조직한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C)을 대표해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가들의 만남이	
아시아 시장에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성평등에 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의 여성이 진일보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사절단은 뛰어난 리더십과 비즈니스 감각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20명의 유망한 여성 기업인들은	
비즈니스와	STEM	분야에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분들이며,	이들의	
노하우는 양국의 여성 리더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선보이는 헬스 케어와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은 한국 시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수요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캐나다 상호 간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캐나다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을 맺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의	
관문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비즈니스 분야 이외에 학계와 공공 분야에서도 연결	
고리를 만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기업의 성 다양성 확대,	STEM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이어지며,	한국과 캐나다 기업들 간의	B2B	매칭도	
진행됩니다.	

저 또한 이번 행사의 의장이자 기업가로서 양일간의 행사에 즐겁게	
참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세심하게 준비한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PFC)의	
Christine	Nakamura	부이사장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양국의 여성 리더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캐나다 정부와 양국의 모든 파트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윤송이 박사 
캐나다 최초의 對한국 여성 경제사절단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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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초의 대한국 여성 기업가 경제사절단의 가상 행사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매칭과 정책 토론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참석자	
전원이 기술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하고 추후에도 한국인과 캐나다인에게 도움이 될 합의와	
협력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수년간 아시아에서 입지를 넓혀왔지만,	여성	
기업가의 중소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 시장에 집중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이러한 동향이 변하고 있으며 캐나다 여성	
기업가의 회사가 새로운 시장으로 다각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혁신,	
기술,	협업을 중시하는 개방적이고 성숙한 경제 국가인 한국은	
캐나다 여성 기업가의 기업에 이상적인 파트너이며,	본 사절단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입증해 줍니다.					

본 사절단 행사를 위해 캐나다 전역에서 엄선된 여성 대표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야심 있고 영감을 주는	
비전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재단과 토론토 사무소의	
부사장 크리스틴 나카무라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PIERRE PETTIGREW 전 장관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이사회 의장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PF	Canada)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진행하는 성 기반 비즈니스 미션인 제1회	Canadian	Women-
only	Virtual	Busines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을 재단을 대표하여 환영 인사를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 및 여성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 재단은 캐나다 여성 기업인,	특히 초소형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기업가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장을 대상 시장에 포함하여 시장을 다양화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특별한 미션은 토론토 지사의 부회장인	Christine	
Nakamura의 지휘 아래 재단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캐나다	
정부의	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s	Ecosystem	Fund	
지원을 받는 네 개의 아시아 미션 중 첫 번째 미션입니다.		

캐나다가 지난	2015년에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유일하게 체결한	
쌍방 자유 무역 협정인 캐나다-대한민국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성숙한 무역 관계를 맺은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페미니스트 어젠더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보완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은 양 국가에 모두 유익한 사회적 및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신장은	
여성을 위해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비즈니스에도 매우 이롭게	
작용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이 미션의 의장을 맡아	
주신 윤송이 대표님과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민간 부문 후원자 및 파트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야심 차고 고무적인 이 프로젝트의 실현	
여부는 전적으로 후원자,	파트너 및 협력자 여러분들의 팀워크와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미션의 긍정적인 결과를 듣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인사말  
STEWART BECK 
회장 및 CEO,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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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여성 경영인 비즈니스 미션
(Women-Only	Business	Mission)”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캐나다와 한국 양국의 여성과 여성 경영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높은 나라	
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갖추고 적합한 한국 내 파트너를 둔 캐나다	
기업이라면 한국에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의	6위 수출 대상국이며 올해	1월	1일로	5주년을	
맞이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래 양국의 무역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무역상무관(Trade	
Commissioner	서비스,	TCS)”은 캐나다 기업들이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한국 내	TCS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TCS가 캐나다	
기업들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성은 교육 수준이 매우 높으며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1980년	46%에서	
2018년	58%로 상승).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 휴직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고 아동	
교육을 위한 보조금을 늘렸으며 고용 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고위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이행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양성 평등 확대를 위해	10개 경제단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2018년	34.6%)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여성	
10명 중	4명은 공식 경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분야 모두에서 고위직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캐나다	TCS는	“비즈니스 위민 인 트레이드(Business	Women	
in	Trade,	BWIT)”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난	20년간 여성 경영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여성 경영	

인사말 
HIS EXCELLENCY 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 대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5년간	1,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CanExport	SME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성	
경영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CS는 또한 다양한 여성	
경영 기업 대표단을 조직한 바 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또한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대사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서 양성 평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
성평등 서약(Gender	pledge)”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재단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번 비즈니스	
미션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양국 간 무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양성 평등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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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초의	對한국 여성 무역사절단이 온라인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런 좋은 행사를	
기획해 준 아태재단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0년은 한-캐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중요한	
해입니다.	우선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유일한 양자	
무역협정인 한-캐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월	1일부로 발효	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2020년은	6•25전쟁 발발	70돌을 맞이하는 해로	3대	
UN	참전국인 캐나다의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희생과 노고가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에 토대가 된 바,	2020년은 한-캐 양국 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캐나다 여성 경제인 리더들의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의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한-캐 경제 협력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 첫 단추를 잘 꿰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무역다변화 전략을 핵심 통상정책 중 하나로	
채택하고 아시아 시장과의 교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한국 시장은 더 넓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1인당 해산물 소비	1위,	철강 소비	1위,	모바일 게임시간	1
위 등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비처입니다.	또한 한국은	
Bloomberg가 선정한 혁신국가 순위에서	2019년까지	6년 연속	1
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쉬운 나라 순위에서도 세계	5
위를 기록한 바,	우수하고 근면한 인재들도 풍부하여 해외기업들이	
투자하기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인분들이 금번 행사를 통해 섬세한 시각과 사업 마인드를	
통해 양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기대하며,	캐나다 여성 무역사절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사말 
장경룡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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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간 EST 
2020년  

11월 3일

한국시간 
2020년  

11월 4일
행사 발표자/참석자 발표자직함 온라인상 

위치

19:00 09:00 행사 배경과 내용 소개 Christine	NAKAMURA	 APF	Canada부회장 메인스테이지		
Main	Stage	

19:05 09:05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 의 특별 영상 메세지 메인스테이지

19:08 09:08 환영사 Pierre	PETTIGREW	전장관 APF	Canada	의장 메인스테이지

19:13 09:13 Ng 장관소개 Janice	FUKAKUSA 사절단 부의장 겸 라이어슨	
대학교 총장 메인스테이지

19:16 09:16 중소기업 여성 기업가 지원: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전략 Mary	NG	장관 캐나다 소기업 및 수출진흥	

	통상부 장관 메인스테이지

19:21 09:21 윤송이 박사 소개 Christine	NAKAMURA APF	Canada부회장 메인스테이지

19:23 - 
19:30

09:23 -  
09:30

한국의 
여성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투자 윤송이 박사 사절단 의장겸	NCSOFT	홀딩스	CEO 메인스테이지

19:40 09:40 

여성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

(Q&A 포함)

Mary	NG	장관 캐나다 소기업 및 수출진흥	
통상부 장관

메인스테이지
Vicki	SAUNDERS SheEO	창립자

윤송이 박사 사절단 의장 겸NCSOFT	홀딩스	CEO

사회자:	Tanya	VAN	BIESEN Global	Corporate	Engagement,	Catalyst	수석	
부사장

20:45 - 
21:15

10:45 - 
11:15 짧은 만남의 시간과 네트워킹 참석자 전원

참석자들에게	3분간의	1대1	만남의 시간 배정.	
이틀간 가능하지만,	이 시간대에 참여를 권장함.	
통역없음.

네트워킹
Networking

첫째 날 의제

10분 휴식 

양국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21:15 - 
22:15 – 캐나다 NG 장관과 캐나다 기업 등과의 

원탁회의 캐나다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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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간 EST 
2020년  

11월 4일

한국시간 
2020년  

11월 5일
행사 발표자/참석자 발표자직함 온라인상 

위치

19:00 09:00 행사 안내 Christine	NAKAMURA	 APF	캐나다 부회장 메인스테이지

19:02 09:02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 의 특별 영상 메세지 메인스테이지

19:05 09:05 환영사 윤송이 박사 사절단 의장 겸	NCSOFT	홀딩스	CEO 메인스테이지

19:08 09:08 인사말 Mary	NG	장관 캐나다 소기업 및 수출진흥	
통상부 장관 메인스테이지

19:10 09:10 회사 소개 MC	 메인스테이지

19:12 09:12 캐나다 사절단 홍보 세션 1 1~6번 사절단 Panthera	Dental,	Rehabtronics,	CABHI,	
Alinker,	SterileCare	Inc.,	ThinkTank	 메인스테이지

19:32 09:32 회사소개 MC	 메인스테이지

19:34 09:34 홍보세션 2 7~12번 사절단
Satya	Organics,	Herbaland	Naturals,	Inc.,	
WeavAir,	Think	Dirty	Inc.,	Squiggle	Park,	
Xesto	

메인스테이지

19:54 -  
20:00

09:54 - 
10:00 코멘트 Christine	NAKAMURA	 APF	캐나다 부회장 메인스테이지

20:05 10:05 회사소개 MC	 메인스테이지

20:07 10:07 홍보세션 3 13~18번 사절단 Awake	Labs,	Key2Access,	GenerationsE,		
Braze	Mobility,	Amorchem,	Nimble	Science 메인스테이지

20:27 10:27 회사소개 MC	 메인스테이지

20:29 10:29 홍보세션 4 19~26번단원
LPR	Global,	North	Water,	Linggo,	
VentureKids,	Global	Public	Affairs,		
Mermaid	Fare	

메인스테이지

20:57 10:57 마무리 발언 Christine	NAKAMURA	 APF	캐나다 부회장 메인스테이지

21:00 -  
21:30

11:00 -  
11:30 전시장 사절단 전원 해당 가상 부스로	

이동 전시장

둘째 날 안건

5분 휴식 

캐나다 혁신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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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ice	Fukakusa는 라이어슨대학교 총장 및 법인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캐나다 로열뱅크(RBC)
의 전 최고 행정책임자 및 최고 재무관리자로	31

년간의 탁월한 경력을 쌓은 후	2017년	1월에 은퇴하였습니다.		

Fukakusa	총장은 현재	Brookfield	자산관리 회사,	Cineplex,	
Loblaw	등의 기업 및 비영리 조직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Princess	Margaret	암 재단 의장,	캐나다 인프라 은행 전 취임	
의장,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의 아시아 사업 리더 자문위원회
(ABLAC)의 회원입니다.		

2007년에는 캐나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명예의 전당에	
추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American	Banker지가 주최하는	
금융 부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인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Financial	Executives	
Canada,	Pwc	및	Robert	Half로부터 캐나다 올해의	CFO
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YWCA의 올해의 탁월한 여성상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인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RBC에 합류하기 전	Fukakusa	총장은	PricewaterhouseCoopers	
LLP에서 근무하면서 공인회계사 및 공인 비즈니스 감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온타리오 공인회계사협회 선임	
연구원(FCPA)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	요크대학교 슐릭 경영대학권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6년에는 요크대학교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ANICE FUKAKUSA   
사절단 부의장 겸 라이어슨 대학교 총장

전기

Stewart	Beck은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
의 회장 겸	CEO입니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에	
합류하기 전 부탄 및 네팔,	인도의 캐나다 고등	

판무관을 지냈습니다.	1982년 캐나다 대외통상부(현	Global	
Affairs	Canada)에 합류하여 미국 대만,	중국 등 해외에서	
근무했습니다.	오타와에서는 북아시아국 국장,	고위 경영진 및 순회	
업무부 사무총장,	국제 사업 개발,	투자 및 혁신 부차관 등 정부	
고위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 총영사를 지냈으며	
인도에 발령 나기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직을 역임했습니다.		

STEWART BECK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회장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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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	Pettigrew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수년간의 리더십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	Deloitte	

Canada의 국제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캐나다-
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특사로 활동했으며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의 국가 간 국제	
통상 분쟁을 정기적으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정부 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국제	
무역과 다자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한 바 있습니다.	1996년	3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10년간 외교부 장관,	국제통상부 장관,	
국제협력부 장관 등 많은 장관직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통치의 기술에 관한	The	New	Polictics	of	Confidence(새로운	
신뢰의 정치)의 저자입니다.			

PIERRE PETTIGREW 전 장관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이사회 의장 겸	
DELOITTE	CANADA	국제 상임 고문		

Christine	Nakamura는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토론토 지사의 부회장입니다.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캐나다 이민부와 법무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외교통상개발부 등 캐나다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해외 근무를 수행했으며	
토론토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토론토 소재	Japanese	Canadian	Culture	Centre	
Foundation의 이사회 임원이자	Japan	Earthquake	Relief	
Fund의 부회장,	Operation	Smile	Canada의 이사회 임원,	
그리고	Prince	Takamado	Japan	Canada	Memorial	Fund의	
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CHRISTINE NAKAMURA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토론토 지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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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ya	van	Biesen은 직장 포용성을 통해 여성을	
위한 진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Catalyst의 글로벌 기업 참여부 상무입니다.	이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Catalyst의 사업 성장을 이끌어내고 후원자,	
기업 파트너,	전문 조직,	CEO,	고위 지도자 및 이해 관계자와	
더불어 단체의 사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의 고위층 헤드헌팅 부문에서의 깊은 경험으로	
인정받은 리더이자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이십 년 이상의	
기업 리더십과 다양성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Spencer	Stewart의 금융 서비스 팀을 공동으로 이끌었으며	
캐나다 이사회 실무팀의 핵심 멤버로서 이사회 및	CEO,	일반	
경영 수준에서 헤드헌팅 과제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캐나다 다양성 팀을 주도하여 헤드헌팅 과정 전체에서 최고	
다양성 책임자와 다양한 출신의 후보자를 배치하는 것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현재,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력하는 글로벌 회원 단체이자 여성 기업 이사 커뮤니티인	
WomenCorporateDirectos	재단의 토론토 지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역 회의실에서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연설자로 인기가 많은	van	
Biesen씨는 리더십 동향과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기고문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토론토대학교 로트먼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퀸즈대학교에서 상과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TANYA VAN BIESEN 
Global Corporate Engagement, Catalyst 수석 부사장

Vicki	Saunders는 기업가,	수상 경력이 화려한	
멘토,	차세대 변화 유발자를 위한 고문이며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가 정신을 지지하는 대변자입니다.	

SheEO의 창립자이고 여성 기업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방식을 급진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adical	generosity(급진적 관대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Vicki	Saunders는 유럽 및 토론토,	실리콘 밸리에서 벤처 사업을	
공동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2020년도	UBS	Global	Visionary	
상,	2020년도	YWCA	올해의 탁월한 여성상,	토론토 상공회의소가	
선정한	2019년도 올해의 비즈니스 리더 상,	2018년도 스타트업	
캐나다 기업가 정신 프로모션 상을 수여 받았으며,	2001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내일의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VICKI SAUNDERS 
SHEEO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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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이 박사는 세계적인 게임회사인 엔씨소프트의	
사장(최고전략책임,	CSO)이자 북미법인(NCWEST)	최고경영자로써	
현재 엔씨의 글로벌 사업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1996년 카이스트
(KAIST)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메사추세츠공과대학
(MIT)	대학원에서 컴퓨터 신경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전문가로써 한국 최대통신기업인	SK
텔레콤에서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스(CI)’	부문장을 맡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개인맞춤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바 있으며,	
엔씨소프트에 합류한 후엔	‘NCSOFT	AI	Center(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주도하여	AI와 머신러닝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경영에 접목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엔씨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질적 도약을 위한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지장애로 불편을 겪는 이들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유엔난민기구
(UNHCR)와 난민 고등교육지원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004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목할 만한 세계	50대 여성 기업인
(Top	50	Women	to	Watch)’,	200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젊은	
글로벌 지도자(Young	Global	Leader)’,	그리고	2007년 보아오 포럼
(Boao	Forum	for	Asia)의	‘21세기 젊은 지도자(Young	Leader)’로	
선정되어 리더십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간 중심	
AI연구소(Human-Centered	AI	Institute,	HAI)의 자문 위원과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이사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윤송이 
캐나다 최초의	對한국 여성 경제사절단 의장	/	
엔씨소프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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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본사는 이동성 문제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활동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수동형 보행 보조기	Alinkers의	1차 상품 시리즈를	
제조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기반하며,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 교통,	‘
라스트 마일’에 대한 접근 방식에 혁신을 일으켜 우리 사회를	
단순히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닌 포용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	
고안하였습니다.		

The	Alinker는 페달이 없는 수동형 워킹 바이크(walking-
bike)로 운동 능력/지체 장애와 상관없이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분을 위한 장치입니다.	The	Alinker
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Alinker는 사람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타인과 연계하면서	
삶에 다시 참여하도록 변화를 주는 수단입니다.	고립은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고 장애 자체보다는 더 큰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법인 인가를 받았고 창립 이후	14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부터	Alinker	R-volution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및 호주에도 유통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본사는 지체 장애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에 기반하여 접근하지	

회사명 	
The	Alinker	Inventions		

성명	
BE	(BARBARA)	ALINK
직함: CEO  

휴대폰: 778-228-9618  

이메일: Barbara@thealinker.com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여 혁신적인	
디자인을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이동성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질병 관리’	사고방식 및 일반적 가정에 반하는	
개념입니다.	The	Alinker	제품의 경우 수동적 치료가 의존성을	
야기한다는	‘의료’	제품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활동성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제조 및 혁신 상품 개발	
	
목표  	
한국 내 유통 협력체를 찾고 있습니다.

회사 : 205 – 2055 Commercial Dr, Vancouver, BC, V5N 0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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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몬트리올에 위치한	AmorChem(www.amorchem.com)은 업계	
최고의 초기 벤처 캐피털 펀드로,	학술 연구를 통해 차세대 생명	
공학 회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AmorChem	펀드	
모델에서는 라이선싱 및 회사 설립을 통해 학술 연구의 상업화와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인큐베이터 구조와 금융 자원을	
결합하여 이용합니다.	2011년	4,125만 달러의 자본으로 시작한	
AmorChem	I	Fund는	24개의 대학 기술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며,	3번의 매각을 성공적으로 거래하고,	6개의 생명 공학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기 펀드 모델과 이 모델이 퀘벡의	
투자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매력은 현재 총	4,570만 달러에	
상당하는	AmorChem	II	Fund가 시작된	2017년	9월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AmorChem에서는 기초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치료	
가능성을 찾아내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약 발견 및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중개 연구에 당사의 핵심 전문 지식을	
집중합니다.	초기 벤처 펀드인	AmorChem은 제약 및 벤처	
캐피털 산업을 위해 초기 생명 공학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에서는 캐나다의 학문적 혁신을 상업화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이 초기 단계에 전략적 및 지역적 파트너십을 원하는	
한국의 제약회사 또는 벤처 펀드에 확실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생명 과학,	치료약 개발		
	

회사명  
AMORCHEM VENTURES  
성명 
DR. ELIZABETH DOUVILLE
직함:	Founding	&	Managing	Partner			
휴대폰:	514-849-6358		
이메일:	elizabeth@amorchem.com

대상 조직	 		
당사에서는 첫	AmorChem	펀드로 한국에서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여러 생명 공학 회사,	제약회사,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과 교류해 왔습니다.		당사에서	
과거에 협력한 적이 있는 단체로는 에빅스젠,	BioMolecular	
Therapeutics,	CKD,	동아,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	일성,	유한,	
Yngjin,	웰진,	CapitalOne,	LG생명과학,	한미,	아이진,	KDDF	등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당사의 프로그램,	스타트업 기업 및/또는	
벤처 펀드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이러한 곳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제약회사,	벤처 캐피털 그룹 및/또는 기관(또는 정부)	
투자자와 다시 교류하고자 합니다.			
	
목표	 	
학문적 혁신의 지역 후원자로서 당사는 아시아의 회사가 캐나다의	
초기 중개 연구 자산을 찾을 때 선호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회사 : 4 Westmount Sq, Suite 160, Montreal, QC, H3Z 2S6 

amorch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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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Awake	Labs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디지털 건강 회사입니다.	스마트워치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불안과 같은	
격한 감정을 측정하는 기술을 통해 보호자가 더욱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이 솔루션은	
자폐증 등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주택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wake	Labs의 기술을	
도입한 후부터 이러한 조직에서는 지원 대상인 성인이 겪는 불안	
관련 사건의 빈도와 심각도가	10%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Awake	Labs의 파트너로는	Ontario	Brain	Institute,	Holland	
Bloorview	Research	Hospital	및	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가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Awake	Labs에서는 불안과 같은 격한 감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데 임상적으로 검증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고유한 기능을	
통해 보호자는 불안이 고조되기 전에 불안에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주간 미팅을 통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측면에서 보인 이러한 개선은 조직에 가치가 큰 효과와 비용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정량적으로 볼 때,	다음 부분의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불안 관련 사건의 수	

필요에 따라 복용하는 항정신병약 등 침습적 수단의 사용	

회사명  
AWAKE LABS  
성명 
ANDREA PALMER
직함:	Founder	and	CEO			
휴대폰:	604-790-9805		
이메일:	andrea@awakelabs.com

보호자를 향한 공격성 및 보호자의 부상	

재산 피해	

그 밖에,	이러한 조직에서 지원하는 성인을 위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비율 감소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더 잦은 외출 및 더 큰	
자립심 확보	

보호자 및 동료 집단과의 관계 개선	

보호자 관계에서의 수준 높은 신뢰 형성		

서비스 제공 분야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디지털 건강,	원격 모니터링	
	
대상 조직  	
삼성 및 심박수 측정이 가능하며 워치에 앱을 직접 추가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제조 회사.	당사에서는 현재 삼성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는 불안이 문제가 되는 성인에 대해 가정 내 또는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의 회사.					
	
목표 	
Awake	Labs는 기술에 사용된 스마트워치를 공급할 더 경제적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Awake	Labs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관심	
있는 새 파트너를 찾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Awake	Labs는	
미래 기금 모금을 위해 투자자와 논의하는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회사 : 304-192 Spadina Ave, Toronto, ON, M5T 2C2  

awakela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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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Braze	Mobility	Blind	Spot	Sensor	시스템은 휠체어 주변의	
사물을 감지하고 음성,	시각적 및 진동 알림(장애물의 위치 및	
장애물과의 거리 관련)을 제공하여 충돌을 방지해 줍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휠체어와 스쿠터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Braze	Mobility는 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적 이동성을 높인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료 기기 산업의 이동성	
및 접근성 부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 간의 협업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당사의 시스템은 전 세계 최초의 상업적인 사각지대 센서	
시스템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휠체어 사용자의 독립감,	자신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안전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	
줍니다.	또한 휠체어와 휠체어 사용자,	타인,	재산의 피해 및	
관련된 의료 비용을 줄여 줍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의료 기기,	휠체어,	접근성

대상 조직	 	

혁신적인 캐나다 회사인 당사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휠체어 및 이동성 기기 제조/유통회사와	

회사명  
BRAZE MOBILITY  
성명 
DR. POOJA VISWANATHAN
직함:	CEO	
전화:	1-877-272-9326	
휴대폰:	647-989-8474		
이메일:	pooja.v@brazemobility.com

제휴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더 안전하고 독립적인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 제공자와 만나고 싶습니다.	

목표 	
당사는 휠체어 제조 및 유통 산업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잠재 고객과 파트너를 찾아 시장 정보를 얻고 대한민국의	
여성 기업가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연계하기를 희망합니다.	

회사 : 331-60 St. George St, Toronto, ON, M5S 1A7 

brazemobil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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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nkedin.com/company/awakelabs


49

회사 소개	
노화+뇌건강 혁신센터(CABHI)는 노화 및 뇌 건강 분야의 혁신	
주도에 전념하는 업계 최초의 솔루션 엑셀러레이터입니다.	CABHI
는 노인과 간병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치료비를 줄이는 강력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자금,	자원 및 지원을 약정한 의료계,	연구	
기관,	산업체,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고유한	
협력체입니다.	노화 및 뇌 건강을 지원하는 혁신 상품,	서비스 및	
관행의 개발,	검증,	상용화,	보급 및 채택을 가속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최상의 솔루션을 안겨주어 건강과	
복지에 최대 효과를 창출하고 왕성한 사회 경제적 혁신 문화를	
구축합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CABHI는 창립 후 첫	5년 만에 노화 및 뇌 건강 분야에서 캐나다	
최고의 혁신 엑셀러레이터가 되었으며 인지 건강,	가정에서의 노화,	
치료 조정,	간병인 지원 등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지정하였습니다.	국제 엑셀러레이터,	
회사,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	자금 조달자,	유통업체 및 의료	
제공자와 협력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노화,	치매 및 뇌	
건강에 중점을 둔 노화 치료 및 연구의 글로벌 리더인 주최 기관	
Baycrest	병원의	100년 이상의 경험을 활용하여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CABHI의 프로그램은 혁신 영역 전반에 걸쳐	

회사명  
노화+뇌건강 혁신센터(CABHI)와	
BAYCREST	병원 

성명 
DR.	ALLISON	SEKULER	

직함:	CABHI	상무이사,	Baycrest	리서치 부사장		
휴대폰:	905-537-8637		
이메일:	vpr@research.baycrest.org

있으며 과학 자문 제공,	혁신 및 건강 제도 교육,	대규모 실제 검증	
지원,	조달 및 마케팅 기획 개발,	캐나다 및 국제 시장 개방,	투자자	
및 판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고객 및 파트너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노인 시장 및 보건 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한국 노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고 노인 돌봄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혁신적인	
캐나다 솔루션을 채택하려는 경우	CABHI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노화,	돌봄,	보건,	생명 과학,	인공 지능,	신경 과학,	뇌 건강

대상 조직	 	

•	 노화 및 뇌 건강(치매 예방,	감지,	치료를 포함하나	
제약회사는 제외)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	캐나다에서	
사업지를 개발하고 혁신을 더 도모하기 위해 연구원,	임상의	
또는 기타 회사들과 협력하거나 캐나다 솔루션에 대한	
바이어를 찾기 위해 실사회 검증 시험장을 물색하는 기업.		

•	 노화 및 뇌 건강 분야에서 한국 및/또는 캐나다 솔루션에	
공동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한국 펀드 또는 투자자.	

•	 검증 시험을 감독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혁신적인 솔루션을	
검증하는 시험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노인 의료	
기관(공식 의료 기관 또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	 혁신자,	기업,	연구원 및	CABHI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노인이 더 오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혁신의 최신 아이디어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인 집단 또는 간병인 조직.		

•	 캐나다 연구원 및 혁신가들과 협력하여 치매를 예방,	감지	
및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비약리학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정부 기관,	과학 연구 또는 혁신 조직.		

목표	
캐나다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노화 및 뇌 건강 혁신 분야의	
한국 협력체들을 파악하여 캐나다 및 미국 내 노인 돌봄 조직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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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혁신을 검증,	보급,	확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과 캐나다의 혁신에 공동 투자하려는	
한국 협력체를 찾고 있고 캐나다의 혁신에 대한 검증 및 문화에	
맞게 혁신을 조정할 장소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거나 혁신적인	
캐나다 솔루션을 채택하여 노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협력체를 찾고	
있습니다.			

회사 : 3560 Bathurst St, Toronto, ON, M6A 2E1 

www.cabhi.com      |      baycre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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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GenerationsE에서는 암 치료 분야의 병리학자를 위한	AI	기반	
암 진단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당사에서는 병리학자에게 업계	
최고의 딥 러닝 및 디지털 의료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며,	그로	
인해 병리학의 우수성을 촉진하고 환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암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자동화된 암 조직 검사 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BC	Cancer와	3
년간 파트너로서 협력한	GenerationsE에서는 병리학의 미래를	
디지털 및 정밀의학의 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GenerationsE
에서는	2019년	3월에 직장암 조직 검사 제품인	DeepScene™
의 첫 버전을 출시했으며,	그 후 캐나다 및 대만의 병원	9곳에서	
DeepScene™의 검증 및 임상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당사에서는	
파트너십을 맺은 병원을 통해	5백만 건의 암 조직 검사	
슬라이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첫	FDA	승인 제출은	
2020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자란	GenerationsE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Jean	Su는 아시아 및 캐나다의 의료	
및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광범위한 인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보 관리 시스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MBA	학위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생리학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Jean	Su는	GenerationsE에서 의료 업계 전문가,	인공지능	
과학자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힘을 합쳐 병리학자를 위한	
새로운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GENERATIONSE SOFTWARE 
SOLUTIONS, INC.   
성명 
YUCHUN JEAN SU 
직함:	CEO			
전화:	+1-778-806-0564		
휴대폰:	+1-778-229-1212		
이메일:	Jean.Su@GenerationsE.com

서비스 제공 분야		
의료	IT,	의료 기기 제공업체,	병원		

대상 조직			
GenerationsE에서는 병리학 부서를 갖추고 있으며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병리학 워크플로의 자동화를 비롯하여	AI	클리닉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한국의 병원,	그리고 의료 영상이나	
발형체 분석 및 활용에 관한 병리학 또는 종양학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BC	Cancer와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한국 암 연구	
센터와 협업하고자 합니다.	또한 암 조직 검사 검토 워크플로를	
자동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한국의 병리학 연구실과도	
협업하고자 합니다.			

목표		
당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파트너십을 맺을 만한 병원,	암 연구	
또는 의료 비즈니스를 찾고자 합니다.	저는 타이완계 캐나다인	
여성 기업가로서 오늘날의 한국 여성 기업가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여성 청소년을 위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STEM)	교육을 촉진할 방법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회사 : Suite 201-13737 96 Ave, Surrey, BC, V3V 0C6   

Generati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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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Global	Public	Affairs는 캐나다 최고의 비상장 전략 소통 및	
정부 옹호 자문회사입니다.	캐나다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최대 규모의 기업 부문의 조직을 대리하여 국가 경제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공공 정책 과제를 통해 조직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여러	
관할지역에 걸쳐 원활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언론,	
민간 및 비영리 부문의 고위급 지도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캐나다의 독특한 공공 정책 및 행정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각 고객을 위해 맞춤형 접근 방식을 고안하여 최종	
목표를 염두해 두고 고객과 해당 조직의 특정한 사업 목표와	
문화의 균형을 이루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사회 문제와 사업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고객 자신이 이해 관계자 및 정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최고의 옹호자가 되도록 힘을 실어 줍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진행되는 환경에서 저희는 전략적 조언을 통해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enevieve는 외국 조직의 캐나다 시장 진입에 관련된 정치적	
규제적 요건,	이해 관계자 또는 통신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20년	
이상 활약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회사명  
GLOBAL PUBLIC AFFAIRS INC.    
성명 
GENEVIEVE YOUNG 
직함:	사장			
휴대폰:	613-783-3440		
이메일:	gyoung@globalpublic.com	

에너지,	기술,	보건 및 생명 과학,	교통 및 인프라		

대상 조직			
캐나다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	캐나다 전역의 정치,	정부 및 규제 환경을 이해하려는	
모든 조직의 대표를 만나 시장 진입 평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표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캐나다 간	
사업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 관계와 전망을	
타진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여성 기업가로서	
현재 한국의 여성 기업가 커뮤니티와도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 : 50 O’Connor St, Suite 901, Ottawa, ON, K1P 6L2 

globalpublicaffair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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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Herbaland는 밴쿠버에 기반을 둔 캐나다의 식물성	
뉴트라슈티컬 구미 제조 기업입니다.	2009년에 설립된	
Herbaland의 기업 수익은 지난	5년 동안	1,339%	성장했습니다.	
Herbaland는	The	Globe	and	Mail이 선정한 캐나다 최고의	
성장 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Business	in	Vancouver가 선정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100대 기업 중	8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Growth	500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연속	2
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40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Herbaland는 한 번에 하나의 구미를 먹는	
것으로 영양 섭취에 재미와 기능을 담았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국제 비즈니스계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아온	Herbaland
는 구미 비타민을 세계적으로 제공하기에 충분한 도구와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났으며	20년	
넘게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Aisha	Yang은 직장 생활 초기에	
국제 비즈니스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Aisha는	2009
년부터	Herbaland의 공동 창립자 겸 판매 및 마케팅 부문	
책임자가 되었으며,	회사 안팎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Herbaland는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또한	
2년 내에	100%	생분해성 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양식을 촉진하고 지역 자선 단체,	스포츠 및 교육 기금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 세계의 영양 및 지속 가능성의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회사명  
HERBALAND NATURALS INC.   
성명 
AISHA YANG
직함:	공동 창립자,	판매 및 마케팅 이사				
전화:	+1-604-284-5050		
휴대폰:	+1-604-767-4376		
이메일:		info@herbaland.ca	

대상 조직	
Herbaland는 주요 한국의 소매업체,	체인점,	대형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매 체인점과도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Herbaland는 이번 경험을 한국 소비자가	Herbaland	
제품에 접근하고 제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Herbaland는 천연 건강 기능 식품 산업에서 캐나다와 한국	
사이의 비즈니스 가교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erbaland는 재미와 기능성,	지속 가능성을 갖춘 영양가 높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구성된 건강한 캐나다의 생활양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회사 : 13330 Maycrest Way, Richmond, BC, V6V 2J7  

herbaland.com    

 

25

http://www.herbaland.com
https://twitter.com/herbaland
https://www.instagram.com/herbalandgummies/
https://www.facebook.com/HerbalandGummies/


59

회사 소개	
Key2Access는 시각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회사로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 환경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보완 하드웨어를	
구축 환경에 도입합니다.	Key2Access는 현재 팬더믹 시대에	
처한 현실과 일반 표면과의 접촉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	
위험성에 당면한 이 시점에서	‘문 열기’란 중요한 과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Key2Access	SmartDoor	
제품을 사용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Key2Access는 협업의 가치를 굳게 믿고 있으며,	바로	
이 가치로 인해	Key2Access	제품은 접근성 공간에서 다른 주요	
모바일 앱과도 호환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ey2Access
는 모든 이가 전 세계의 공공 및 민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환경과 그 안에 있는 사용자 간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Key2Access는 세 명의 설립자 두뇌의 소산입니다.	첫 설립자는	
변호사,	두 번째는 경영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세 번째 설립자는	
토목 및 시스템 엔지니어이며,	이 세 가지 경력의 조합으로	
다재다능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Key2Access는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도로 횡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차	
인프라에 하드웨어 추가 기능을 제공한 첫 벤처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 팀은 이 성공 사례를 새로운 시장에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martDoor	제품은 디자인	
면에서도 고유하지만 가장 큰 강점은	Key2Access	제품의	

회사명  
KEY2ACCESS INC.   
성명 
SOPHIE ALADAS
직함:	CEO		
휴대폰:	514-998-7315		
이메일:	sophie.aladas@key2access.com

다른 앱과의 호환성입니다.	바로 이점이	SmartDoor	솔루션을	
독보적인 제품으로 만들어 줍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인프라,	기술,	접근성,	스마트 시티	

대상 조직	 		
Key2Access의 목표는 한국의 현지 영업 인력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 유통업체 또는 제조사와 영업 채널을	
연결해주는 조직과 접하고자 합니다.	구축 환경을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유통업체는 이상적인 만남의 대상이며	
또한,	한국 내 접근성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와도 만나고	
싶습니다.				

목표	 	
한국 시장에 진출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SmartDoor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계를 맺고	
시각,	지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조직의 기존 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벤더와도 협력하고자 합니다.					

회사 : 15 Fitzgerald Rd, Suite 200, Ottawa, ON, K2H 9G1   

key2acc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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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Linggo는 자폐증,	발달 장애,	뇌 손상,	뇌졸증 및 진행성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가진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한 보조 통신 기술입니다.	Linggo의	
소프트웨어는 언어와 인식,	임상 연구 및 모범 사례의 심리학적	
이론에서 얻은 학습 원리와 언어에 기반하는 특허 출원 중인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Linggo는 현재 베타 버전으로 되어 있고	
2020년	10/11월에 공개 출시될 예정입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Linggo는 캐나다 의료 기술(Canadian	Healthcare	
Technology)	잡지(2019년	10월판)에 게재되었으며,	노화 및 뇌	
건강 혁신센터(CABHI)도 시범 사용자의 기사를 실어	Linggo
의 첫 버전 사용 후기를 공유하였습니다(2020년	3월).	이 베타	
버전은 유망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온라인 교육 및 원격 치료	
플랫폼(현재 개발 중)과 병합하여	Linggo가 미친 사회적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연구 자금을 수여 받았습니다.					

•	 세네카 칼리지의	ARIE	및 행동 심리학 과정과 협력하는	
NSERC	대학 및 커뮤니티 사회 혁신 기금으로부터	$238,000
을 수여 받았으며,	이 기금은 캐나다 국내 취약 지역의	
교육청에 온라인 교육 포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연구는 자폐증 및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Linggo의 영향을 측정하게 됩니다.		

회사명  
LINGGO  
성명 
LING LY TAN
직함:	창립 대표		
휴대폰:	647-828-0833		
이메일:	ling@linggo.com

•	 세네카 칼리지의 행동 심리학 과정과 협력으로 노화 및	
뇌 건강 혁신센터(CABHI)로부터	$25,000	기금을 수여	
받았으며,	이 기금은 지역사회 교육 영상을 개발하고 뇌졸증	
및 기타 퇴행성 신경 질환으로 인해 실어증에 걸린 성인을	
대상으로 한	Linggo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자폐증,	발달 장애,	치매,	뇌손상,	뇌졸증 및 진행성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가진 집단을 치료하는 조직과 전문가.	

대상 조직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채택하거나 북미 소재 치료사/임상의의 교육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한국 조직,	병원,	학교 또는 클리닉.				

목표	 	
한국-캐나다 간 추가적 사업 기회를 도모하여 자폐증,	발달 장애,	
치매,	뇌손상,	뇌졸증 및 진행성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가진	
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온라인	
교육 및 원격 치료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회사 : A-1691 Bayview Ave, East York, ON, M4G 3C1 

www.ling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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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LPR	Global	Inc.는	2001년부터 북미 및 대한민국 간의	
비즈니스 벤처 부문 선두 업체입니다.	당사에서는 다국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장 조사,	비즈니스 개발,	소싱 및	
파트너십 구축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요구 사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LPR	Global에서 만든	US-Korea	
Hotlink는 대한민국의 산업 기계 및 북미의 부품 분야에서 가장	
큰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LPR	Global	Inc.는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 가장 먼저 찾는 마켓 전략 파트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LPR	Global에서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발전 및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제조업체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시장성을 위한 최고의 기술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한국 및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높은 품질의 시장별 기술적 및 제조 전문	
지식을 소싱하고 자동차,	제철소,	발전소 및 산업 제조 분야에서	
새로운	OEM	및 자사 브랜드 솔루션을 찾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자동차,	발전소,	제철소,	매우 정확한 공차를 가진 맞춤 기계	
및 부품		

회사명  
LPR GLOBAL, INC.   
성명 
MIKAH LEE
직함:	CEO	
전화:	+1-416-423-5590	
휴대폰:	+1-416-899-1000	
이메일:	mlee@lprglobal.com

대상 조직	 		
당사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의 자동차,	제철소 및 발전소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맞춤 기계 및	MRO	유형 제품 제조업체와	
교류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한국	SME의 수출을 촉진하는	
한국의 정부 기관 및 단체와 대화하고자 합니다.				

목표	 	
당사에서는 한국에서 당사의 네트워크와 입지를 넓히고자	
합니다.	

회사 : 344 Bloor St W., Suite 607, Toronto, ON, M4K 1X5  

www.lprglobal.com   |   www.uskoreahotli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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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Mary	Manette	Seafood는	PEI주에 위치한 부티크 해산물	
훈제 회사 겸 장인 통조림 공장으로 현지 시장과 수출 시장에서	
소매용 및 식품 서비스를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부가 가치	
캐나다산 해산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장기적인	
건강과 지속 가능한 캐나다 수산 자원량 보존에 전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어업 관리와 어업 의존 지역사회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캐나다의 강한 대서양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	Mary	Manette	
Seafood는 전 세계 식탁에 대서양 해안의 오랜 전통과 맛을	
가져다주기 위해 설립되었고 상온에서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부가 가치 프리미엄 해산물 통조림을 전문으로	
합니다.	북미 동부 해안에서 유일하게 굴 통조림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캐나다인이 소유하는 유일한 해산물 통조림 회사 중	
하나입니다.		

Mary	Manette	Seafood는	100년 전 마차로 밤에 여행하며	
이웃 시장에서 해산물을 판매한 창립자의 증조모 메리 마네트
(Mary	Manette)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품질을 우선하는	
가족의 전통으로 인해 오늘날 고품질의 해산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Mary	Manette	Seafood의 창립 대표	Jordan	McIntyre는 수석	
비즈니스 분석가로서의 경력과 디자인 씽킹을 병합하였으며,	
이러한 그녀의 독특한 관점은 사업 성장과 신제품 개발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회사명  	
MARY	MANETTE	SEAFOOD		
성명	
JORDAN	MCINTYRE
직함:	소유주 겸	CEO	
휴대폰:	902-316-1781	
이메일:	jordan@marymanette.com

서비스 제공 분야		
레스토랑 및 특화 식품	

대상 조직	 		
한국 유통업체,	특화 식품점 대표,	레스토랑 소유주 및 요리사	
등 한국 시장에 제품을 가장 잘 소개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목표 	
한국 식품 시장 기업가 및 유통업체,	구체적으로 특화 식품 및	
레스토랑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한국 시장으로	
해산물을 성공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관계망이 넓고 문화 지식을	
보유한 유통업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여성 기업가로서	
한국 여성 기업가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을 기회를 기대합니다.				

회사 : PO Box 21026, Charlottetown, PE, C1A 9H6 

marymanettesea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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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Mermaid	Fare	Inc.에서는 양식된 적색 및 갈색 해조류와	
제품을 식품,	화장품 및 케어 업계에 제공하며,	해조류 공급망을	
개발합니다.	Mermaid	Fare의 사명은 당사 고객의 해조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대한민국 회사와의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고객이 최고의 해조류 제품을 이용도록	
하는 것입니다.	Mermaid	Fare의 목표는 캐나다와 한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 캐나다의 대서양 및 해외의 시원하고 깨끗한	
바다에서 순수한 해조류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Mermaid	
Fare	Inc.는 고객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고객 고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인류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Mermaid	Fare	Inc.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설립되었으며	
적색 및 갈색 해조류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당사의 브랜드에는	
Mermaid	Fare	및	Mermaid	Care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 브랜드에서는 캐나다 대서양 및 개발 중인 해안 지역에서	
해양 자원에 무해하고 지속 가능한 해조류를 양식하고 수경 재배	
자원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Mermaid	Fare	
Inc.는 고객에게 훌륭한 해조류 제품을 제공하고 적색 및 갈색	
해조류와 관련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영양소 및 케어 관련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해조류 제품,	소매 포장 상품 및 대량	B2B,	공급망 개발

회사명  
MERMAID FARE INC.   
성명 
TAYLOR WIDRIG
직함:	사장			
전화:	1-902-402-6534	
이메일:	taylor@mermaidfare.com

	대상 조직 		
당사는	Mermaid	Fare	식품 및 영양분이 풍부한 해조류 제품,	
Mermaid	Care	화장품 및 해조류를 활용한 케어 제품,	그리고	
해양 커뮤니티 개발과 관련하여 경제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개발에 관심이 있는 조직의 대표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목표 	
당사는 해조류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부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	
간의 비즈니스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잠재 고객을 발굴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여성 기업가로서,	저는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대한민국의 여성 기업가 커뮤니티와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mermaid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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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Nimble	Science는 장내 미생물의 잠재력을 깨우는 동급	
최고의 섭취형 캡슐을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는 신생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신생 생명공학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당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미생물 샘플 수집 도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사명은 다양한 질병에 대해 유망한 치료법 및	
진단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Nimble	Science는 소장을 수동적으로 샘플링하고 위장관을	
자율적으로 통과하는 섭취형 소형 캡슐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형 캡슐은 진짜 장내 미생물을 최초의 대규모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도구입니다.	
Nimble은 캐나다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최근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은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전 세계의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기를 희망합니다.	
Nimble	Science의 공동 창업자인	Sabina	Bruehlmann은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생체 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초기 단계 의료 기술을 시장에 보급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민자 부모를 두었으며 캐나다의 다문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Bruehlmann	박사는 대한민국의 잠재 고객 및	
미래의 파트너를 만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대한민국의	
파트너와 체결하는 첫 번째 제휴이지만	SIMBA	캡슐의 단순성과	
즉각적인 활용성은	100%	보장합니다.			

회사명  
NIMBLE SCIENCE LTD.   
성명 
DR. SABINA BRUEHLMANN

직함:	최고업무책임자	
휴대폰:	+1	403	862-5777	
이메일:	sabina@nimblesci.com

서비스 제공 분야		
생명공학,	제약,	기능 식품,	학문적 연구	

대상 조직	 		
당사는 장내 미생물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는 치료 또는 진단	
후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생명공학 회사나 학문	
연구원을 만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R&D,	
임상 검사 또는 미래에 임상적 용도로 섭취형 샘플링 캡슐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회사를 망라합니다.	또한 임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생체 샘플(혈액,	침 등)의 수집 및/또는 분석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연구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당사는 임상 작업에서 소장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SIMBA	
캡슐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신생 파트너를 찾고자 합니다.	
또한,	장내 건강 연구에서 임상 치료 용도로	SIMBA	캡슐을	
대한민국에 도입할 잠재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회사 : 3556 36 St NW, Calgary, AB, T2Z 1Y8  

nimble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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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North	Water는 고알칼리성 로키산맥 생수를 알루미늄 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	North	Water를 보급할	
프리미엄 음료 유통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알칼리 함량이 높은	
North	Water	천연수는 최고의 가치를 원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위한 완벽한 간편 음료입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North	Water는 앨버타주의 청정한 록키산맥으로부터	
공급받는 고알칼리성 천연수입니다.		2020년	3월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미 캐나다 전역의	300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매달	50~10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orth	Water는	
미니멀리즘에 따라 매끈한 병에 담겨 있습니다.	회사는 손길이	
닿지 않은 빙하수를 지속 가능한 포장에 담아 판매하는 데	
자부심이 있습니다.	North	Water는 투명성 확대를 요구하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을 위한 최상의 음료이고 소비자 자신이	
선택한 물이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 제품입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식음료,	편의점,	호텔,	항공사,	레스토랑			

대상 조직	 		
한국 음료 유통업체,	바이어 또는 프리미엄 생수를 제품 라인에	
추가하여 보급하려는 한국 생수 회사.	

회사명  
NORTH HYDRATION LTD. (NORTH WATER)  

성명 
SAAWAN LOGAN
직함:	CEO	/	공동 창립자	
휴대폰:	403-466-7498	
이메일:	saawan@drinknorthwater.com

목표  
한국 바이어 및 음료 유통업체와 연결하여 새로운 사업 관계를	
형성하고 잠재 고객을 발굴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 기업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도 연계하고자 합니다.	

회사 : 128-4925 Barlow Tr NE, Calgary, AB, T2E 3J2 

drinknorthwa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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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Panthera	Dental은 높은 수준의 치아 수복 솔루션,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하악전방이동장치,	그리고 뛰어난 품질의 재료 및	
고급 독점	CAD/CAM	프로세스를 사용한 관련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제조하고,	마케팅합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Panthera	Dental은 자사 제품을 치과 기공실 및/또는 치과에	
판매할 한국에 위치한 치과 유통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고유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면 센터 및/또는 대학도	
찾고 있습니다.	교수,	연구자 및 학생도	Panthera	Dental에서	
수면 무호흡증 치료와 관련하여 자사의 제품군 및 그 효능에 대해	
협력적인 과학적 연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서비스 제공 부문 		
치과	CAD-CAM,	수면 무호흡 업계	

대상 조직	
Panthera	Dental은 국제적인 시장에서 그 입지를 키우고자	
합니다.	이미	10개국 넘게 진출해 있으며 현지 판매 전문가 및/
또는 유통업자를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간의 문화 및 언어적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회사명  
PANTHERA DENTAL  
성명 
BÉATRICE ROBICHAUD
직함:	공동창업자,	마케팅 및 고객 경험 부문 부사장			
전화:	(418)	527-0388	
휴대폰:	(418)	558-9080	
이메일:	beatrice@pantheradental.com

목표 	
Panthera	Dental은 국제적인 시장에서 그 입지를 키우고자	
합니다.	이미	10개국 넘게 진출해 있으며 현지 판매 전문가 및/
또는 유통업자를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간의 문화 및 언어적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회사 : 9105 rue John-Simons, Quebec City, QC, G2B 0S6 

pantheraden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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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Rehabtronics는 뇌졸증 및 척추 부상 등 신경계 손상 또는	
기타 근육 비사용으로 인한 질환을 극복하도록 보조하는 의료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합니다.	현 제품으로는 상지 재활을 위한	
ReJoyce	및	ReTouch	작업대와 손동작을 위한 신경 및 근육	
자극기인	ReGrasp가 있습니다.	본사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	 Rejoyce	–	일상생활의 활동을 시뮬레이션하고 훈련시키는	
최첨단 게임 기반 치료 시스템.	

•	 ReGrasp	–	뇌졸증 환자가 손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전기 자극 장치.	

•	 ReTouch	–	손,	팔,	어깨 가동성,	균형 운동,	시야 확대 훈련,	
인지 등 흥미로운 운동을 제공하는 대형 터치스크린 컴퓨터	
시스템.	

•	 Prelivia	-	현 연구 장치는 취약한 신체의 부위에 간헐적 전기	
자극을 전달함으로써 임상 상태로 인해 가동성을 상실한	
분들의 욕창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비스 제공 부문 		
생명 공학,	건강 관리,	환자 치료,	재활,	물리 치료		

회사명  
REHABTRONICS  
성명 
DR. BOJANA TURIC 

직함:	최고 과학책임자					
휴대폰:	604-961-2619	
이메일:	bojana@rehabtronics.com

대상 조직	
병원,	재활 센터,	물리치료 협회 등에 걸쳐 널리 접근하는	
유통업체를 찾고 있고 연구 장치	Prelivia를 임상 연구에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술 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욕창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환자실이나 장기 요양부서가 있는 대학 병원이나	
기타 학술 기관에 적합합니다.				

목표	 	
한국과 캐나다 간 의료 부문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자 하며,	또한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 관계,	잠재 고객,	병원 등 학술 기관과	
주요 의견 주도자들과 만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사 : 4352-10230 Jasper Ave, Edmonton, AB, T5J 4P6  

rehabtr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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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Satya	Organic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습진 등	
건조하고 가렵거나 염증이 심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로	
입증된 스킨 포뮬러를 제공합니다.		Satya의 사명은 더 많은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들이 일반 국소 스테로이드의 폐해를	
인식하고 피부 질환에 대한 대체 의학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의료 업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Satya는 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모든 소비자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피부 문제를 대하는 다수의 다른	
자연 요법과는 달리,	Satya	포뮬러는 유해한 첨가제를 전혀	
함유하지 않고 과학에 의해 입증된	5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진	
천연 국소 소염제이며 시장에서 유일하게	NPN	인증을 받은	
유기농 습진 제품입니다.			

환경 속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습진과 같이 면역 관련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일반 제품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포뮬러는 매우 드문 제품입니다.	
원주민의 순환성과 지속 가능성 가치에서 영감을 얻은	Satya
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최상의 건강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모든 제품의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퇴비성 리필	
파우치로 다시 채울 수 있으며,	가능하면 소비자가 회사의 리필	
파우치를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SATYA ORGANIC INC. 
성명 
PATRICE MOUSSEAU
직함:	창립자 및	CEO	
휴대폰:	778-772-4587	
이메일:	patrice@satya.ca

서비스 제공 분야 	
건강 및 미용

대상 조직 		
Satya는 현재 캐나다와 홍콩 전역의	800개 이상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전 세계 고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만 등 기타 지역으로의 경제 사절단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습진 및 기타 피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FDA	승인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목표 	
한국과 캐나다 간 사업,	건강 및 미용/스킨케어 부문에서 사업	
관계를 맺고자 하며 잠재 고객을 발굴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사 : 316-3608 Deercrest Dr, North Vancouver, BC, V7G 2S8 

saty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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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Squiggle	Park는 캐나다의 유치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해력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아이가 교육자와 부모의 관리 감독하에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문해력 콘텐츠를 완벽히	
학습하고 기대 목표를 뛰어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당사는	
아이가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야말로 오늘날의 학습 환경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기회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Squiggle	
Park는 모든 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을 통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Squiggle	
Park의 사명은 효과가 증명된 적응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의 모든 학습자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quiggle	Park는 현재	12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당사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당사의 교육용 디지털 프로그램의	
유통 및 구현을 담당할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2018년에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에서	Squiggle	Park
를 구매하여	1,100명 이상의 영어 학습자(ELL)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의 의도는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또래와의 간극을 줄여 문해력	
테스트에서 학년에 맞는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어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매주 최소	30분씩,	최소	15주	
동안 사용한 영어 학습자에게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면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회사명  
SQUIGGLE PARK  

성명 
JULIA RIVARD DEXTER 
직함:	공동 창립자 겸	CEO	
휴대폰:	1-902-222-5838	
이메일:	julia@squigglepark.com

프로그램은 최소	4세의 학생이 자율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교육자 및 영어를 가르칠 시간이나 능력이 부족한	
부모의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공동 창업자 겸	CEO인	Julia	Rivard	Dexter는 올림픽 참가자
(2000년)이자 글로벌 성장 및 혁신을 위한	BMO	어워드	
수상자이며,	캐나다	STEM	분야 최고의 여성	5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학습용 디지털 기술,	교육 기술,	영어 학습	

대상 조직 		
유치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고의 디지털 영어 학습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회사나 기관.	여기에는 공립 및	
사립 학교,	유치원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영어 학습 회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기술 회사의 대표와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목표 	
당사는 당사의 디지털 프로그램을 교육용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자 합니다.			

회사 : 7 Mellor Ave, Unit 13, Dartmouth, NS, B3B 0E8  

www.squiggle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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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SterileCare	Inc.는 예방 및 치료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의료	
행위를 통한 감염 사고를 크게 줄여줄 특허 살균제 용액을 보유한	
생명 과학 기업입니다.	여러 약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현재의 항생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안을 찾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terileCare의 무항생 항균제는	
사람 및 동물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 대안입니다.			

SterileCare의	CE	마크 인증을 받은 의료 기구인 새 카테터 록	
용액은 전 세계의 병원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3가지 감염 중	
하나이자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와 관련하여 유병률이 가장 높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LABSI)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terileCare의 무항생 항균성 살균제 용액은	
병원에서의 감염을 더욱 낮추기 위한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및 세계보건기구의 항균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SterileCare의 제품을 사용하면 환자가 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질병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당사에서는 당사의 혁신적인 카테터 록 용액인	KiteLock™의	
입증된 효과를 통해 정부의 보건 관료,	병원 관리자 및 감염 예방의	
의료 책임자가 중심정맥도관장치(중심정맥관)와 관련된 병원에서의	
감염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심정맥도관장치와 관련된 위험을 줄여야 하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KiteLock™은 특허를 받은 살균 카테터 록 용액으로,	
염분,	헤파린,	구연산염,	타우로리딘 또는 항생제 등의 기타 표준	

회사명  
STERILECARE INC. 

성명 
KAREN (KELLN) MUELLER
직함:	CEO		
휴대폰:	403-466-7498	
이메일:	905-251-9694

록 용액과 다르게 응혈,	미생물 및 생물막이라는	3가지 위협을	
해결합니다.	당사의 용액은 강력한 항응혈,	항미생물,	항생물막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의료,	감염 예방		
	
	
대상 조직	 		
당사에서는 병원에서의 감염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당사의	
혁신적인 제품이 도움이 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이나 병원에서의 감염 감소와 관련된 책임이	
있는 정부의 보건 관료 또는 한국 감염 예방 단체와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terileCare와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관심이 있으며	
정맥 도관 및/또는 감염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의료 기기	
회사와도 교류하고자 합니다.		
	
	
목표	 	
당사의 제품이 캐나다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한국의 감염 예방 및 항생제 스튜어드십 이니셔티브를 정부 및	
의료 서비스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의 혁신적인	
제품을 한국 의료 시장에 도입할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의료 기기 유통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 15 Allstate Parkway, Suite 600, Markham, ON, L3R 5B4 

sterilecare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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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Think	Dirty는 성분에 민감한 뷰티 제품 소비자와 천연 뷰티	
브랜드를 연결해주는 뷰티 성분 앱입니다.	당사의 플랫폼은 성분	
안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브랜드가 모두 더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건강과 환경에 더 좋은 개인 용품 및 뷰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4백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Think	Dirt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ink	Dirty는	The	Elevated	Awards에서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직장	50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8년 및	2017년에	
각각	SheEO	벤처 기업	8위 및	25위로 선정되었으며,	Mastercard	
여성 기업가 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Ryerson	Digital	Media	
Zone(DMZ)	동문인	Think	Dirty는 드래곤스 덴에 출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Refinery29에서 선정한 최고의 뷰티 앱 중 하나로	
평가를 받은	Think	Dirty는	Bloomberg,	New	York	Times,	O	
Magazine,	Fast	Company,	NPR,	TED	Blog,	Allure	Magazine,	
New	York	Magazine,	Today’s	Show	및	Consumer’s	Report에서	
다뤄졌습니다.	당사는 현재	80만 개 이상의 제품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앱을 사용한 스캔 횟수는	2천9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앱은	33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Think	Dirty는 성분에 민감한 뷰티 제품 소비자와 천연 뷰티	
브랜드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중심 소셜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당사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최신 정보와 개인 용품에	
함유된 유해 성분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며,	당사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용성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또한 차세대	

회사명  
THINK DIRTY INC.   
성명 
LILY TSE
직함:	창립자 및	CEO			
휴대폰:	416-876-8121	
이메일:	lily.tse@thinkdirtyapp.com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브랜드가 성분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의	
플랫폼은 성분 안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브랜드가 모두 더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건강 및 뷰티,	웰니스,	소비자 제품,	기술,	콘텐츠 비즈니스		

대상 조직 		
당사는 북미,	특히 캐나다로의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뷰티	
브랜드 및 회사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대한민국에 소재한 파트너 및 브랜드	
파트너와 전략적 성장을 위해 제휴하기를 바랍니다.			
	
	
목표	 	
당사는 건강 및 뷰티,	웰니스 및 기술 산업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이	
더욱 활발하게 비즈니스 교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잠재 고객을	
발굴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캐나다 여성 기업가로서,	
저희는 현재 한국의 여성 기업가 커뮤니티와도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 : 3 Lower Jarvis St, Suite 227 A, Toronto, ON, M5E 3Y5   

thinkdirty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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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Think	Tank	Innovations	Ltd.는 캐나다의 건강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개발 회사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임상 진료 및 건강을	
대폭 증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세 명의 창업자,	Rena	
Tabata,	Robert	Jung	및	Justin	Yeung이 설립했으며 각각	
기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 분야 전문가입니다.	2016
년	8월에 플래그십 제품으로 임상 사진의 안전한 전송	
및 채팅을 위한 앱	ShareSmart를 출시했습니다.	2019
년에는	ShareSmart와 연동하는 기업 플랫폼인	Monocle을	
출시했으며,	Monocle은 의료 종사자에게 사용자 액세스 감사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ShareSmart는	71개국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Apple	iOS	및	Android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이동 중에도 사용 가능한	ShareSmart는 의료 전문가의 협업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및 의료 보조 전문가는	
ShareSmart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협업하며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의료팀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ShareSmart의	
실시간 모바일 중심 채팅 및 임상 사진 공유로 환자의 사례를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ShareSmart와	Monocle은	
현지의 건강 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암호화 및 환자 데이터 유출 위험 완화 프로토콜을	
자랑하며 주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회사명  	
THINK	TANK	INNOVATIONS	LTD.	
(SHARESMART)	
성명	
RENA	TABATA

직함:	CEO	
휴대폰:	403-827-6450	
이메일:	rtabata@sharesmart.ca	

		서비스 제공 분야 	
ShareSmart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부문에서 운용됩니다.	

대상 조직	 		
다재다능한 앱인	ShareSmart는 환자 치료와 관련된 의료	
기관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병원,	
클리닉,	대학교,	치과,	장기 치료 시설,	제약 기관에서 관련 의료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당사는 대한민국에서 입지를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시설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의 의료팀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ShareSmart는 안전한 임상	
사진의 전송과 채팅을 통해 전문적인 위험을 완화하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ShareSmart를 사용하면 모든 사진 및 채팅이	
보안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동기화되며 최첨단으로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	ShareSmart는 대한한국에서 한국인 사용자를	
위해 호스팅됩니다.	클라우드 사용 방식 덕분에 민감한 환자	
정보가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임상 사진과 개인의	
사진이 섞이면서 의도치 않은 노출이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ShareSmart를 사용하면 주당 최대	81분에 달하는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만족도 및 결과를 최대	330%	증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 : 3553 31 St NW – 1000, Calgary, AB, T2L 2K7 

sharesmar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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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VentureKids	Canada는	e-러닝 부문의 선두주자이며 전국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술 중심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합니다.	당사의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스킬에 대한 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8주 이상에 걸쳐 제공합니다.	8주 이상에 걸친	
제품 빌딩(린 스타트업,	프로토타입),	프런트 엔드 웹 개발(CSS,	
HTML,	Javascript),	인공 지능(OpenCV,	기계 학습),	금융	
이해력(투자,	자금 모집).	각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은 북미에서	
기술 중심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발전 및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또는 대면 세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학생은 당사를 통해 포천지	500대 기업과 협업하는 북미의 멘토,	
리더 및 투자자와 연결됩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창립 이후	VentureKids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공공 기관,	
기술 업체 및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차세대 회사를	
성공적으로 발전 및 성장시킬 수 있으며,	자금을 모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적절한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조언자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당사 설립자인	Takara	Small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기반을 둔,	수상 경력이 있는 기술 전문가이자	
기자입니다.	Takara	Small이 기술 분야에서	10년간 쌓아 온	
경력과 비즈니스 역량은	CSPN(떠오르는 기술 리더),	L’Oreal(
여성 주도 스타트업	5위),	Technology	Brand	Star(Adweek	
잡지)	등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명  
VENTUREKIDS CANADA  
성명 
TAKARA SMALL
직함:	상무	
휴대폰:	416-985-6839	
이메일:	Takara.Small@gmail.com

서비스 제공 분야 	
e-러닝,	온라인 교육,	STEM	워크숍				

대상 조직  	
차세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공립 교육 이사회,	사립	
및 공립 학교,	교육 비영리/단체	

	
목표 	
당사는 대한민국의 회사와 만나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상호 유익한 관계를 맺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북미에 진출하도록 돕는 것에 관심이	
있는 교육 부문 및/또는 교직에 몸담고 있는 리더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회사 : 30 Wellington St W, 5th floor, Toronto, ON, M5L 1E2 

venturekid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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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WeavAir는 우리의 도시가 환경과 우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환경적,	기계적 및 인간적 측정 기준과	
예측적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치가 높은 공기 조절 및 정화	
시스템을 관리하고,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운영을 간소화하는 세계 최초의 장치를 만듭니다.	WeavAir	
무선 모듈은 환풍구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주요 진단 측정	
기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건물 관리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독특한 통찰력과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합니다.	Clean50	
탑 프로젝트,	Enactus	캐나다 어워드,	Le	Monde	스마트 시티	
어워드,	Mobile	World	Congress	IoT/WT	혁신 월드컵,	Audi	Lab	
어워드,	Schneider	Electric	어워드 및	UN	WeGo	스마트 시티	
사무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WeavAir의 솔루션은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간을 더	
잘 관리하고 건물의 환기 시스템 고장 방지,	2)	실내 공기 질 개선,	
규정 준수 및 배상금 완화,	3)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	당사의 독점적인 입지는 다음의 디자인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합니다.	1)	장치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데이터에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창출하기 위한 알고리즘,	2)	부유 세균을 감지하는	
새로운 센서 기술,	3)	전력 수급 시스템.	WeavAir는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며 교통 수단 및 차량(예:	자동차,	트럭 및 비행기)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센서는 사용이 쉬우며 대부분의 건물(차량에도	

회사명  
WEAVAIR  

성명 
DR. NATALIYA MYKHAYLOVA
직함:	CEO	
휴대폰:	(416)	276	4495(CEO,	캐나다)	+82-10-9899-
2242(대표,	한국)		
일:	natalia@weavair.com

가능)에 쉽고 빠르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WeavAir	장치는	
추적하는 더 많은 수의 측정 기준을 활용하여 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높여 고장을 방지하고,	에너지를 더 절약하고,	오염원을 제거합니다.	
당사의 알고리즘은 초기에 문제를 발견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제공합니다.	경쟁업체와 달리	WeavAir	솔루션은 기업	
시장 역시 대상으로 하며 순환적인 수익 모델을 통해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에너지 및 유틸리티,	공기 정화,	
건물 자동화	

대상 조직 		
건물 관리 회사,	유지보수 회사,	건물 보험 제공업체,	에어컨		
제조업체,	공기 청정기 제조업체,	공기 필터 제조업체,	운행업체 및	
인프라 유지관리 회사.					

목표

•	 제품 통합자 및 유통업자와의 파트너십	
•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설비 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	
•	 고객 확보(공업,	의료 및 상업적 건물을 중점으로)	
•	 기술 판매 대표자 모집	
•	 투자자 소개		

회사 : 2067 Lakeshore Blvd West, apt. 709, Toronto, ON, M8V 4B8 

WEAV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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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Xesto는 토론토대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비전	AI	
스타트업입니다.	Xesto는 모바일 깊이 카메라(2020년까지	1
억 대 이상의	FaceID	스마트폰 유통)를 사용하여 정확한 측정	
시스템을 만든 최초의 회사입니다.	당사는 모바일	3D	카메라
(예:	FaceID	또는	ToF	카메라)를 전자상거래 및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신발,	의류 및 장신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깊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발과 손,	신체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Xesto의 재료 피팅 및 가상 착용 알고리즘은	
신발,	의류,	산소마스크 또는 인공 기관의 피팅을 최적화합니다.	
장기적으로	Xesto는 의료 시장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에게	3D	스캔 도구를 제공하고,	미숙아를 위한 영아용	
산소마스크와 같은 맞춤 의료 장비 및 피팅이 맞춤화된 인공	
기관을 프린트하고자 합니다.							

고유한 가치 제안 	
Xesto는 모바일 기기로 체적 크기를	3D로 측정하는 최초의	
회사로,	현재의 기술을 개선하고 상업적 사용 사례를 추가하고	
스마트폰	3D	카메라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계 학습 솔루션에서는 스마트폰의 최적 표준인 깊이 카메라를	
활용합니다.	당사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깊이 카메라를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구매가	Xesto의 측정/
피팅 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경우 반품을 최대	70%(피팅	
관련 문제로 인한 반품 예상 비율)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사명  
XESTO 
성명 
SOPHIE HOWE
직함:	CEO	
휴대폰:	647-654-1465	
이메일:	sophie@xesto.io

측정 시스템 및 진정한 가상 착용 환경을 통해 사용자가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강하게 확신함에 따라 구매 경향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전자상거래,	의료 기술 및 스마트폰 기술		

대상 조직 		
당사는 삼성 및	LG(모바일,	R&D	및 파트너십 부서)와 같은	
스마트폰	OEM	회사,	전자상거래 회사(신발,	장신구,	의류	
전문 직거래 브랜드 및 타 브랜드를 판매하는 전자 소매업체),	
온라인에서 운영을 확장하려는 소매업체,	그리고 의료 영상	
분야에서 확장하려는 의료 기술 회사와 제휴하고자 합니다.				

목표 	
Xesto는 삼성 및	LG와 같은 스마트폰 및 카메라	OEM	회사와	
R&D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삼성 및	LG	등의 스마트폰 및	
카메라 에코시스템에 통합되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의류,	신발,	
그리고 장신구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회사와의 상업적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 회사와	R&D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회사 : 88 College St, Toronto, ON, M5G 1L4 

XEST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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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 

사절단 의장  

윤송이 박사,  
사절단 의장, NCSOFT 사장 겸 NCWEST CEO 	

Janice Fukakusa,		
사절단 부의장 겸 라이어슨대학교 총장

로지스틱스 조정  

Nadine Oliver,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프로그램 전문가

통신	 			

Jamie Curtis,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디자인 담당	

Karina Kwok,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	SNS	담당	

Michael Roberts,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통신 매니저	

프로젝트 이사	 	

Christine Nakamura,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토론토 지사	
부회장	

행사 지원	 	

Mari Abe,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행정 보조원	

Jordan Dupuis,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프로그램	
매니저	

정석철, 	
기획재정부 서기관(한국정부 파견)

Sian Jones,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프로그램	
매니저	

Mandy Ng,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행사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	 	

Dr. A.W. Lee,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프로그램 매니저		

GIS 마켓 인텔리전스	 	

Nathan Stewart,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GIS	연구원				

Dr. Nathan Wessel,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	GIS	연구원			

법률 지원	 	

Trevor Fairlie,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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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소개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	Canada)은 캐나다와 아시아의 관계에	
주력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캐나다의 아시아와의 관계의 촉매자이자	
아시아와 캐나다 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APF	Canada는 통상 및 투자,	설문조사,	지역 안보,	디지털 기술,	국내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아시아 역량 등	7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두고 캐나다와 아시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캐나다-아시아 관계에 대한 수준이 높고 관련 있는	
시기에 적절한 정보,	통찰력 및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책 고려사항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본	
재단의 업무에는 보고서,	정책 브리핑,	사례 연구,	긴급 공문과 이러한 주제	
영역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기적인 아시아 소식지가 포함됩니다.			

APF	Canada는 기업,	정부 및 학계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캐나다	
조직을 위한 맞춤형 연구,	데이터,	브리핑 및 아시아 역량 교육도	
제공합니다.		컨설팅 서비스는 요청 시 이용 가능합니다.	귀사의 연구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요구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www.asiapacific.ca를 통해	APF	Canada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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