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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사이트는 한국 본사와 동남아시아 지사,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마케팅,

온라인 사업, 해외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는 컨설팅 그룹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801호

TEL  02-462-5025

FAX  02-644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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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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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글로벌 네트워크 & 솔루션 주요 사업
 Global Networks & Solutions Main Business

글로벌인사이트는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글로벌인사이트는 글로벌 마케팅 및 온라인 판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코아플라자 말레이시아

· 코아플라자 필리핀· 코아플라자 싱가포르

· 코아플라자 태국

· 코아플라자 베트남 · 한필무역박람회

· 한태무역박람회

· 코아플라자 (한아시아 온라인 직판물)

사업 협력
글로벌인사이트는 국내 주요기관과 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받았고,

현재도 여러 사업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바이어조사

고객이 요구하는 맞춤형 시장조사를 한국과 현지 직원이 함께 진행합니다.

① 해외시장조사

② 해외시장 타당성 검토

③ 바이어발굴, 매칭

④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1

해외수출

판매지원

기존 해외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아시아 온라인 판매 직판몰을 운영합니다.

① 해외 온라인 판매 지원

② 해외 물류 창고 운영

③ 해외 결제 대행

④ 해외포장/배송지원

⑤ 해외 CS센터 운영

2

해외홍보

마케팅

해외에서 기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① 해외 전시회 지원

② 온라인 / 오프라인 마케팅

③ 홍보물 / 홈페이지 제작

3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현지에서 업무연락, 고객응대, 통번역, 차량렌트 등이 필요하시다면 해외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① 해외 연락 사무소

② 통번역

③ 차량렌트/픽업

4

Global Business Partner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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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해외시장 & 바이어조사 해외수출 & 판매지원
Overseas Market & Buyer Survey Overseas Export & Sales Support

해외진출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앞서 현지시장의 수요조사, 시장조사, 시장진출 타당성 검토, 바이어 발굴 등이 필요합니다.

글로벌인사이트는한국 본사와 동남아시아 지사,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해외 수출 및 판매에는 해외배송, 해외결제, CS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 현지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하고 현지에 맞는 배송과 결제서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 판매 이후에 고객의 서비스 응대를 위한 CS센터도 필요합니다.

글로벌인사이트는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지사를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글로벌인사이트

해외사업팀

02-462-5025

글로벌인사이트

해외사업팀

02-462-5025

Global Business Partner

⑤ 해외CS센터
운영

③ 해외결제
대행

① 해외온라인
판매지원

④ 해외포장/
배송지원

③ 바이어발굴, 매칭① 해외시장조사 ④ 시장개척단 파견지원② 해외시장 타당성 검토 ② 해외물류
창고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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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6해외홍보마케팅 해외비즈니스 & 출장지원
Overseas Information Marketing Global Business & Travel Support

아무리 좋은 제품과 기술이 있더라도,

수출대상국 현지에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글로벌인사이트는

현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해외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현지출장을 가면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고, 미팅장소 확인, 이동수단 결정 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글로벌인사이트는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글로벌인사이트

해외사업팀

02-462-5025

글로벌인사이트

해외사업팀

02-462-5025

Global Business Partner

②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② 통번역③ 홍보물/홈페이지 제작 ③ 차량렌트/픽업① 해외전시회지원 ① 해외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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