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활동에 대한 소개
2021-2022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핵심 활동에 대한 소개  
2021-2022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3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대표 인사말 5

활동 개요 6

수출 8

투자 10

연구 및 기술혁신 12

문화 14

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16

교육과 인력 유치 17

공보 및 커뮤니케이션 18

대표부 팀원 소개 20

차례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대표 인사말

쥬느비에브 롤랑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대표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의 대표로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2021-2022년 대표부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탁월한 대표부 팀원들의 리더로서 첫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2021년은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탄생 30주년인만큼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30년은 교역과 투자에 있어 발전의 시간이었으며, 2018년 대표부의 위
상이 승격된 이후로는 퀘벡 문화를 널리 알리고 기술혁신의 파트너쉽을 구
축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견고한 혁신 시스
템, 강력한 문화∙기술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은 퀘벡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COVID-19라는 유난히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한국에서의 대표부 활동은 문
화와 기술혁신 뿐 아니라 무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결과를 낳았으며, 
그 결과가 퀘벡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더욱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해였습니다. 

2021년, 한국에 대한 퀘벡의 수출이 33% 증가함으로써 한국은 퀘벡의 7번
째 수출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COVID-19로 인해 국제적 이동이 제한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값진 성과입니다.

퀘벡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기여에 대해 언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이 사업분야 내 대규모 투자만으로
도 55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례적인 성과는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팀원들의 탁월한 역량 덕분에 
이룰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퀘벡 제품과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성공 열쇠는 바로 “팀워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와 협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제관계∙프랑포코니부, 경
제∙기술혁신부, 문화부, 이민부, 농수산업∙식품부, 퀘벡투자공사의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한캐나다대사관과 주몬트리올 한국총영사관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퀘벡과 한국의 역동적인 관계를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
시는 모든 사업가, 연구자, 예술가, 유통∙배급사, 퀘벡과 한국의 교육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쥬느비에브 롤랑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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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교 활동영향력 외교 활동

영향력 외교 경제 외교

프랑스어권국제기구
7.3%

퀘벡 홍보
17.1%

교육, 연구, 과학
19.5%

문화 
56.1%

노동력 및 인재 유치
1.7%

국제관광객 유치
3.4%

외국인투자 유치
20.7%

수출 및 시장 접근
34.5%

퀘벡  
기술혁신  
홍보 
39.7%

활동 개요

지난 한해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의 대표적인 활동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외교 활동

영향력 외교 활동

목표 달성율 (42) – 

영향력 외교 활동

경제 외교 활동

145%

61개

75개

목표 달성율 (11)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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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對)한국 퀘벡의 수출액은 1조 1180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3%  
상승한 것입니다.

2021년, 한국은 아시아에서 퀘벡의 3번째 교역국이며, 퀘벡의 7번째 수출국입니다.

2021년 대(對)한국 퀘벡의 6대 최대 수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카테고리 총 비율

철광석 및 철 정광 55% 
알루미늄 스크랩 7,6%
펄프 및 페이퍼 5,7% 
플래티늄 스크랩 4,2% 
항공시뮬레이터 1,5% 
냉동 돈육 1,4%

퀘벡의 제7위 교역국



목표와 최종 수출액의 변화

최종 수출액 최종 수출 목표액

활동 영역별 최종 수출액

2019-2020 2020-2021 2021-2022

기업지원 

82개
최종 수출액 

16,734,000 
캐나다 달러

목표 수출액의 

129% 

달성

기업지원 목표의 

137% 
달성

건설 
65%

정보통신기술 
1%

크레이티브산업 
7%

농산물 가공업 
27%

9

2021-2022년,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와 퀘벡투자공사 아시아 수출팀 실적:

• 82개의 퀘벡 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 (목표 60개, 목표 대비 137% 달성)

• 한국 기업과 퀘벡 기업 간의 개별 미팅 98회 주선

• 퀘벡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對)한국 13개의 품목수출 달성에 기여  
(목표 대비 129% 달성)

2022-2023

갈라 시스템은 리프팅 시스템과 공연 공간 변신 기술에 있어 선도적 기업으로,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퀘벡  

기업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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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유치

카밤 몬트리올 스튜디오

솔루스첨단소재

포스코케미칼

세계 최고의 모바일게임 회사 중의 하나인 넷마블은 자회사 카밤 
몬트리올 스튜디오의 사업확장에 1,250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 말까지 57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카밤 몬트리올 스튜디오는 신규 
게임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솔루스첨단소재는 퀘벡주 그랑비(Granby) 지역에 
이차전지소재인 동박 생산공장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약 
3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3월, 포스코케미칼은 퀘벡주 베껑꾸흐(Bécancour)지역에 
약 5억7천만 달러 규모로 GM과 합작하여 GM의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갈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합작공장설립을 통해 퀘벡 내 약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20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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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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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된

 직
접

투
자

사
례



11

한국기업의 퀘벡으로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활동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내 해외직접투자 유치 및 

홍보담당팀(주한 퀘벡투자공사)은 

작년 한 해 동안 퀘벡주의 여러 

핵심산업군들 특히 이차전지 

산업군에 초점을 맞추어 유치 및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기 언급된 

퀘벡주를 직접투자지로 

최종확정한 2건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차전지산업군에 

연관된 7개의 잠재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식음료

(F&B)산업에 속한 두 개의 잠재 

프로젝트도 발굴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 기간동안 

주한 퀘벡투자공사는 총 10

건의 한국기업의 퀘벡주 

부지시찰 출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잠재투자사가 퀘벡 출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부인 

퀘벡투자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출장프로그램 조율 및 수립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난 2020-21 회계연도 기간은 큰 틀에서 볼 때 이후 한국에서의 

대(對)퀘벡 투자유치활동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데 큰 기여를 

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진행된 여러 활동들을 발판삼아 

지난 2021-22 회계연도 기간 중에는 기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사업 

확장 프로젝트 1건, 신규 한국기업의 퀘벡주 직접투자발표 2

건이라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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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기술혁신

비즈니스 미팅과 접촉
90+

고객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연결

40+
대규모 행사 내
프리젠테이션

20+

2021년 10월19일, “봉주르 몬트리올 

스타트업”,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과 공동으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는 몬트리올과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 

시키고, 협력 기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

     스타트업 지원

AI 관련 서울시 액셀러레이터 “AI 양재 

허브”와 퀘벡의 액셀러레이터 “라 피신

(La Piscine)” 사이에 스타트업 교환 및 

발전 프로그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기관의 MOU 체결 후, 2개의 

퀘벡 스타트업 Emaww(AI 감정분석)

와 IPtoki(AI 행동인증)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9주 동안 해당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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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디지털 지능, 협력과 기술혁신

     자금조달과 상업화

퀘벡-한국 기술혁신: Bringing the “Smart” to 
Smart Cities (스마트 도시를 더욱 “스마트”하게)

첨단소재 분야에서 퀘벡과 

한국의 연구소 및 기업들 간의 

공동기술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프로그램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프리마 퀘벡(PRIMA Québec)

과 한국연구재단은 퀘벡과 

한국의 연구팀 및 기업들 간의 

공동 연구를 발전∙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2월14일 의향서에 

서명하였습니다. 

2021년 프리마 퀘벡-한국 연구 

재단의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2차 공모를 진행하였고, 4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

2021년 12월 14일,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KDI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퀘벡의 수석과학자 레미 키리옹

(Rémi Quirion) 박사의 강연을 필두로 하여 AI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퀘벡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집중 조명하기 위한 포럼이었습니다.

2022년 3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스마트도시협회, AI 양재 허브, Centech, 스타트업 

몬트리올, Mitacs, Prompt와 공동으로 하이브리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5개의 퀘벡 

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4월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
�������������

7월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비욘드 리얼리티» 퀘벡작품 전시 

8월

제29회 아시테지 
코리아, 여름축제

11월

퀘벡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 연주회 

5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 퀘벡 포커스 » 

10월

인천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
퀘벡포커스 전시

2022년 3월

프렉티스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메타버스

9월

춘천인형극제

디지털 포럼: 토후 극장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서울아트마켓(PAMS)

제12회 부산국제춤마켓

제24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온라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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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디오 상영및 영화상영

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 GMAP 
개관전, 퀘벡 작가 전시와 포럼

14

2021-2022년,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는 다양한 문화 행사 개
최 시 소개된 쥬느비에브 롤랑 대표의 9개 동영상제작과 함께 
15개의 여러 도시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쥬
느비에브 롤랑 대표는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의 30주년의 의미
를 부각시키며 대표부 행사에 참여한 퀘벡 아티스트 및 관계
자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5개의 행사 중에서 11개는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가 적극적
으로 관여하고 진행하여 퀘벡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
다. 퀘벡 국제관계∙프랑코포니부처와 문화부의 지원 덕분에, 6
명의 퀘벡 예술가들이 내한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

15개의 행사 참여및 주관



4월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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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비욘드 리얼리티» 퀘벡작품 전시 

8월

제29회 아시테지 
코리아, 여름축제

11월

퀘벡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 연주회 

5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 퀘벡 포커스 » 

10월

인천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
퀘벡포커스 전시

2022년 3월

프렉티스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메타버스

9월

춘천인형극제

디지털 포럼: 토후 극장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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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아트 영화 공연예술
전주국제영화제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는 2021년 5월 개최된 
전주국제영화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 퀘벡 포커스 » 행사를 열 수 있었으며,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대표가 직접 소개한 퀘벡 
영화 역사와 산업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영화제 기간 동안 
온라인 상에서 시청 할 수있었으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 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퀘벡시티영화제 
프로그래밍 디렉터 로라 로하드(Laura Rohard) 
초청

• 레인 베르메트(Rhayne Vermette)의 『생땅느』, 
국제경쟁 부문에 선정

• 다이치 사이토(Daïchi Saïto)의 『지구지구지구』, 
단편영화 부문에 선정

• 드니 코테(Denis Côté)의 『공중보건』에 관한 
마스터 클래스

제24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서울세계무용축제는 매년 열리는 국제적 행사로, 
아시아 무용 시장의 주요 플랫폼 중의 하나이다. 
제24회에서는 시나르(CINARS) 공연예술마켓과 
협력하여 « 퀘벡 댄스 온라인 »이라는 퀘벡 
포커스행사를 진행하였다. 

본 온라인 행사는 디지털 플랫폼 SiDance 
ONLine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는 퀘벡 무용에 대한 이 동영상 
제작을 후원하였고, 서울세계무용축제 개막식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의 
30주년을 알리고 함께 축하할 수 있었다.

서울세계무용축제 

<퀘벡 댄스 온라인>에 소개된 작품:

• 호세 나바스(José Navas)/플랙(Flak) 무용단의 
『겨울나그네』

• 르 카레 데 롱브(Le Carré des Lombes)의 『
펼치다 |  7개의 관점』

• 다니엘 레베이예 댄스(Daniel Léveillé Danse)
의 『우리가 이미 했던 이 듀엣』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INSCAPE – 
Voyage to Hidden Landscape』 전시회,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일렉트라 몬트리올
(Elektra Montréal)과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인천 파라다이스 시티)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전시회입니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는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한국 최대 
아트테인먼트 리조트 중의 하나입니다.

일렉트라 몬트리올과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는 
퀘벡 예술가 허먼 콜겐(Herman Kolgen)의 
미디어 아트 독점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허먼 콜겐의 개인전이자 최대 규모였으며,  
8개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일렉트라의 아트 디렉터와 공동 제작된 것입니다. 
2021년 10월21일부터 24일까지 슈퍼위크 동안, 
일렉트라의 퀘벡 예술가들 4명도 이 전시회 행사 
때 아티스트들이 직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한국 외 7개 국가에서 기사와 보도가 100회 정도 
나갔으며, 2만7천 명 이상이 관람하였습니다. 위 
전시를 계기로 퀘벡과 새로운 여러 프로젝트가 
2022년부터 2024년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프랑코포니 행사 기간에, 
세바스티앙 필로트(Sébastien Pilote)의 
『빌어먹을 사춘기』(2018)가 프랑코포니 
영화 축제 기간에 상영되었습니다. 
한국 주재 프랑코포니 회원국 대사들이 
한국 대학을 방문하여 프랑스어 및 
프랑스어권 문화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쥬느비에브 대표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프랑코포니의 달

한국은 2016년부터 OIF의 참관국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위원회가 열렸으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프랑스어권국제기구(OIF)  
5년차 참관국 한국

한국퀘벡학회 행사후원, 2021년 
11월2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3회  
한국퀘벡학회 학술대회처럼 
퀘벡 문화와 프랑스어를 장려하는 행사 
및 활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퀘벡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위원회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3월18일에  
열린 평화를 위한 거리음악회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연대를 표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거리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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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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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인력 유치

    교육 협력을 위해 성균
관대학교와 MOU 체결

1

    주 홍콩 퀘벡정부 대표
부와 웨비나 개최

2

    서울 해외 유학∙이민  
국제박람회 참가

3

홍콩 주재 퀘벡정부 대표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웨비나는 퀘벡 

유학 및 취업 가능성을 주제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퀘벡에서 일하고 공부하기»,        

«퀘벡의 비디오게임 및 시각효과 

분야에서 일하기» 등 다수의 

웨비나가 열렸습니다. 



퀘벡 제품 홍보
30주년을 맞이하여,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는 한국의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30개의 퀘벡 제품 홍보를 진행하였다.

30주년을 맞은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1991년 문을 연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는 2021년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련의 행사와 간행물을 통해 이 뜻깊은 해를 축하

하였습니다.



Stratégie territoriale pour l’Indo-Pacifique présentée par le 
ministr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de la Francophonie et 
entre autres par nos représentants à l’étranger. Le Québec y 
investit 15,2 M$, dont 5 M$ additionnels, pour y accroître son 
positionnement, avec la Corée du Sud comme l’un de piliers 
de cette stratégie. 

BALADO AVEC PÉNÉLOPE MCQUADE 

SUR LA KOREAN WAVE (HAL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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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및 커뮤니케이션

퀘벡 신문 《레자페르(Les Affaires)》의 
팟캐스트, 〈발라도(Balado)〉
환태평양을 향한 접근: 아시아를 향한 입구인 미국

팟캐스트 발라도는,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원하는 퀘벡 기

업들을 향해, 한국, 일본, 싱가폴, 미국 서부에 주재한  

퀘벡정부 대표부가 환태평양에 대한 접근방식과 풍부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해외 전략 소개

퀘벡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입지 강화를 위해 이  

지역에 1520만 달러(추가경정예산 5백만 달러 포함)를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해외 전략에 있어 지리학적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는 2021년 3월 “네오리얼리티”  

한국 전국순회공연을 한 스티브 바라캇을 위해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여러 차례 대규모로 진행하였습니

다. 스티브 바라캇이 퀘벡시티 아시아 홍보대사로 임명된  

만큼, 이 역할을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스티브 바라캇과의 인터뷰

이 라디오 방송에서는 퀘벡과 한국이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볼 목적으로, 주몬트리올 총영사관의 직원이자 몬트

리올에 거주하는 윤지원, 《퀘벡-한국(Québec-Corée)》 

블로그 운영자 상드린 마르티네즈(Sandrine Martinez),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대표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페넬로페 맥퀘이드와의 “한류”에 대한 토론

EV매거진

퀘벡의 사진이 국제전기차엑스포 소식지 《EV
매거진》 최근호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및 조립과 함께 퀘벡의 
녹색혁명과 전기차 시대로의 방향전환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연예술에 관한 기사

공연전문 모바일매거진 《굿스테이지》에 
퀘벡문화, 퀘벡공연예술, 30주년을 맞이한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에 관한 주느비에브 롤랑 대표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 되었습니다.

링크드인 계정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는 방문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링크드인에 계정을 오픈하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개설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해외 전략의 틀 
안에서, AL 마켓팅과 함께, 퀘벡 여행에 
관한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했으며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Tel: +82 2 3703 7700
Fax: +82 2 732 5175
E-mail: qc.seoul@mri.gouv.qc.ca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5층, 
우편번호: 03152

2021년 초, 함께 일하는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앤드류 임(임용우, 연구 및 혁신담당 상무관), 유충렬(상무부 대표),  
쥬느비에브 롤랑(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대표), 조성은(행정 보좌관), 이윤희(문화-교육협력담당 상무관)

케빈 조(조승현)

2021년 11월,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상무관으로 신임

2022년 2월,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내 
FDI담당 상무관으로 선임

2021년 4월,한국기업의 대(對) 퀘벡 직
접투자 유치 업무를 위해 주한퀘벡투자
공사 대표로 선임 

케빈 드루앙 고은미

대표부 팀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