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참가단 리스트
as of 2018년 10월 8일
영문업체명 알파벳順 정렬

01 AcSip Technology Corp.

AcSiP은 이름에 내포된 것처럼 진보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Senior Director,

일괄적으로 마련(Advanced Communication System in Package)

Chandrakanth Sherkhane

하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
우리는 무선 통신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주력 제품군은 블루투스, NFC, 지그비, WiFi, GPS, 2G,
4G와 새로운 장거리통신 표준인 LoRa까지도 포함합니다.

02 AgromeIQ International

AgromeIQ는 농업 생산자를 대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하여 지식과 견해를 제공합니다.
CEO,
Vanessa Teo

농장 시스템의 자료를 수집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체적인 생산성을 증대합니다.
AgromeIQ는 도심형 농장경영 교육플랫폼도 출시하여 누구
나 뒷마당을 이용해 자신만의 농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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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GROTRAC

농업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칠레 기업입니다. 농화학에
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공 시스템과 연결되어 경작지의 운영을 추적하고 지원합
CEO,
Jan Breinbauer

니다. 농작물, 와인, 과일나무에 사용하는 농화학 분사과정에
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AGROTRAC은 2016년 설립되었으며, 2018/2019 시즌 자사
의 2번째 산업용 버전을 탑재한 하드웨어로 칠레에 20단위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진
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레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일원이며, 다국적 독일기업
인 BASF가 주최하는 Agrostart 프로그램의 혁신상을 첫 번
째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04 AirPay

AirPay는 전자지갑(e-wallet)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서
비스 플랫폼입니다. 소비자는 AirPay 앱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은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카운터나 AirPay 카운터를 이용하여
Country Product Manager,
Satima Lowatcharasonti

거래할 수 있습니다.
AirPay 전자지갑을 통해, 소비자는 AirPay 앱이나 AirPay 카운
터에서 일상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
엔터테인먼트, 교통, 이동통신, 금액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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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hangzhou Ubitech Co., Ltd.

General Manager,

Changzhou Ubitech Co., Ltd.(Ubitech)는 2011년에 설립되었습

Tianchu Yang

니다. Ubitech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어플리케이션을 위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Ubitech
는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 플랫폼이나 Ubitech 기술교환 클
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몇가지 주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bitech 기술교환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젝트는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규칙적인 자료 수집,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빅데이
터 분석, 기술 적용 서비스 분야의 기술 연구와 플랫폼 개발에
집중합니다.

06 MEDIOS ALTERADOS

MEDIOS ALTERADOS is a digital and graphic advertising agency with
special focus on customer service and timely delivery of top quality
product.

Founder & CEO,

매디어스 얼터라도는 소비자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최고의 퀄리

Mauricio Lopez

티를 자랑하는 디지털 그래픽 광고 에이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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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MESA 24/7

MESA 24/7는 페루와 칠레 최고의 온라인 식당예약 플랫폼입니
다. 현재 350개의 식당이 네트워크에 등록되어있으며 매달 3만
Founder & CEO,

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거래액은 약 $850만이며

Pedro Callirgos

온라인 방문객의 실제 예약률은 약 4%입니다. 또한 CLTV는 CAC
의 5.5배에 달합니다. MESA 24/7의 플랫폼을 통해 전문식당은 매
출 증대,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으며 고객들과 더 소통하여 고
객들과의 친화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08 Mobike

Mobike는 도심의 짧은 주행에 적합한 자전거 공유서비스입니
다. 혁신과 최신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 언제나 지정
된 주차장소 사이에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Mobike
는 환경친화적이며,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도시의 삶을 풍족하
General Maneger North Asia,
Linpeng (Nat) Zhang

게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Mobike는 도심의 간단한 주행에 적합한 공유형 교통수단을 제
공하여 차량 교통량을 줄여 탄소 발자국의 절감에 도움을 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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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NDB INVESTMENTS LIMITED

NDB Investments Ltd는 파푸아뉴기니국립개발은행이 완전히
소유한 2개의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NDB Investments는 다양
CEO and General Manager,

한 활동을 추구합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바이인, 바이아웃의

Des Yaninen

형태로 상징적인 기업의 현지 기업인을 위하여 투자유치를 이
끌어내거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위하여 벤처 자본을 조
달, 투자은행의 역할, "Stret Pasin 창업보육프로그램"과 같은 프
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10 OFFPRICE

OFFPRICE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할인
CEO,

형 소매기업입니다. OFFPRICE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브랜드와

Petr Kovalenko

디자이너의 제품을 정가대비 최대 8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하여 높은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신용도와
빠른 의사결정에 기반한 전략 및 장기간의 관계 형성으로 세
계 각국에서 200곳 이상의 판매업체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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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AIRa

qAIRa: 공기의 수호자
당사는 세계적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든 대기
Mechatronic Engineer,
Fernando Javier Cerna Herrera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qAIRa에서 대기 정보를 디
지털화하고 보편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환경을 지
킬 수 있는 특수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12 SHOPLINE

SHOPLINE은 제품의 판매전략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옴니채널
전자상거래 사업자입니다. SHOPLINE은 판매자가 데스크톱과
모바일기기 모두에 최적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또한 마케팅 도구, 재고 관리,
CEO,

CRM, 광고, 분석과 관련된 지원도 제공합니다. 우리의 플랫폼

Tony Wong

은 판매자가 다양한 경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SHOPLINE은 2013년 이후로 홍콩, 대만, 동남아 등
100,000곳의 판매자가 이용한 아시아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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