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비즈익시비션

수출바우처 공식 수행기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One-Stop 서비스







당사를 통한 해외전시 참가 누적 건수 1천건 이상(2007~)

전 세계 건축/인테리어·소비재·교육·물류·보안 등 다양한 B2B 무역박람회 한국 파트너

연 40회 전세계 걸쳐서 개최되는 건축/건설 무역박람회의 한국 공식 에이전트

수출바우처 공식 서비스 수행기관



헝가리 ITU 텔레콤 월드
(‘19년 창업진흥원 공동관)

미국 IBS 전시회
(KOTRA 한국관 - ‘16년부터 5회째 참가)

인도네시아 IMBEX 박람회
(‘18년 한국무역협회 한국관)

프랑스 파리 BATIMAT 전시회
(조달청, KOTRA 한국관 - ‘17년부터 2회째 참가)

싱가포르 BTA 전시회
(KOTRA, 무역협회 한국관 -‘15년부터 5회째 참가)

KOTRA, 무역협회, 조달청, 창업진흥원 등 한국관 운영 경험 다수



코리아빌드 국제관 주관

‘16년부터 7회 개최
연간 춘계 · 추계 진행

초등교육박람회 주최

‘15년부터 10회 개최
연간 춘계·추계 진행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주관

(2019, 전라북도)

한경 리얼티 엑스포 주관

(2018, 한국경제신문)

Russian Gastro Week 주관

(2018, 러시아수출센터)

18년간 다양한 국제 이벤트 주최 및 주관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바우처 세부사업 유형(15가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스타트업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브랜드 K기업 규제자유특구스마트 제조혁신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광주광역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행사대행 / 해외영업지원

GBE

수출바우처(Export Voucher)

사업이란?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원하는 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을 적극 장려하는

신개념 수출지원사업

바우처
지급

서비스 의뢰

서비스 제공

운영기관 참여기업



참가신청부터 참가비 납부 대행 등 각종
전시행정업무 One-Stop 처리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GBE만의 전시 노하우 전수 &
전시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 성공적인 전시 준비

블로그, 신문 기사 게재 등 On/off-Line을
두루 활용하는 다양한 홍보 서비스 제공

운송, 장치, 통역, 여행 서비스 주선 및 관리 통해
고객 업무부담 최소화

깔끔한 비용 정산을 통한 지원사업 마무리

품목, 시장성, 업계 동향 등 자세한 정보 분석에
기반한 고객 맞춤 전시회 추천

GBE는 국제 전시전문 기업으로서,  고객님의 마케팅 목표에

최적화된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함께 하겠습니다!



▶ 메뉴판 검색

‘글로벌비즈익시비션’ 

▶ 수행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문의 및 신청 단계 (1st Phase)

▶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

조사/추천 및 참가 가능여부 확인

▶ 필요한 서비스 세부내용 조율

(부스 위치, 장치, 운송 여부 등)

▶서비스 비용 견적 산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www.exportvoucher.com)     

▶ 수행기관(GBE): 협약서 발송 및 최종

견적서 업로드

▶ 참여기업: 협약서 및 견적 내용 확인

후 협약 체결



▶전시 참가 신청, 참가비 납부 대행

▶운송, 부스 장치, 통역, 항공 예약 등

전시 참가에 필요한 전 영역 서비스 관리

▶전시 참가 사전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 부스 배치, 비품 등 참가 신청 수발 및 관리

- 마케팅 지원(블로그, 신문기사 게재 등) 

- 주최측 커뮤니케이션, 현장 체크리스트 안내

▶ 사전 해외전시회 실전 교육

▶ 전시 현장, 사후 관리

서비스 진행 단계 (2nd Phase)

▶ 증빙서류 취합 및 정산 지원

▶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

▶ 서비스 만족도 평가

▶ 사후 관리 및 개선 분야 논의



- 2019 멕시코 국제 건축 박람회 [Expo Chiac 2019]

- 전시 기간 : 2019. 10. 15 – 10. 19 (5일간)

- 전시 장소 : Centro Citibanamex, 멕시코시티

- 전시회 성과 : 약 20,000달러 계약 추진

60,000달러 상담 액 발생

① 해외전시 참가 신청 및 납부 대행

② 참가업체 관리 및 비품 서비스 지원

③ 행사 준비 컨설팅 및 신청서류 수발

④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취합



- 2019 국제 맥주 및 기기설비산업전

[The Beer Expo Seoul 2019]

- 전시 기간 : 2019. 6. 20(목) – 22(토), 3일간

- 전시 장소 : COEX, 서울

- 전시회 성과 : 70개사 150여 상담, 1.5억원 계약 추진

① 참가업체 관리 및 서비스 지원

② 장치업체 주선 및 디자인 계획 검토

③ 장치 디자인 설치 및 홍보물 제작 지원

④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취합

GBE 수행 서비스 내역





글로벌비즈익시비션 글로벌전시팀

김수현 팀장 / 백윤한 매니저

Tel: 02-6671-0745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E동 208호

www.gbexhibition.com

Email: global@gbexhibi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