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서비스 및 회원가입 안내

-센터 구조-

한국 정부

무역단체

베트남 정부

건설단체

경제단체
경제연구원

정보취합·취재·연구분석

산업·금융·증권·부동산 전문 기자 및 전문가 출연진
베트남 주재원 출신 전문위원(경제ㆍ경영ㆍ건축ㆍ부동산 석박사)
베트남 변호사ㆍ회계사 ㆍ건축사
베트남어·비즈 전공 대학교수 및 연구원

맞춤형 정보
(전문 컨설팅, 교육)
개인·법인 회원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1. 베트남 현지 M&A 최신 매물 정보 제공
기업, 공장, 빌딩, 호텔, 리조트, 상가, 토지, 부동산 등

2. 중기·소상공인 제품 베트남 초기 진출 지원
현지 시장 조사 및 개척
바이어 발굴 및 연결
베트남 기업 파트너 추천
현지 마케팅 및 영업 지원

3. 중기·소상공인 베트남 투자 진출
유망사업 추천 및 정보 제공

4. 베트남 현지 사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법률, 인허가, 세무, 회계, 노무, 인사관리 등

5. 베트남 부동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우량 매물정보 및 매입ㆍ매각대행

6. 베트남 주식
투자 우량 종목 추천 및 주식 ㆍ펀드 투자 안내

7. 기초 컨설팅 및 대면 상담 무료
기초 컨설팅 연 12회 (이메일, 카톡) 또는 1대1 대면 상담 연 4회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8. 구인ㆍ구직 및 인력파견, 일자리ㆍ사업 매칭

9. 베트남 현지 유학 및 교육 정보 제공
10. 베트남 현지 생활 및 정착 정보 제공
11. 베트남어·주재원·CEO 최고경영자 교육
회원 가입 시 20% 할인

12. 베트남 산업ㆍ부동산ㆍ주식 투자 시찰단
회원 가입 시 20% 할인

13. 베트남 경제ㆍ산업ㆍ금융ㆍ부동산 자료 제공
회원가입 시 e-book, 월별 e-news letter, 수시 필요정보 제공

14. 산업·투자 ·창업 세미나
분기별 / 기타 특별 이벤트
★ 서비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확대 예정

–회원혜택-

개인·법인 회원 공통
1. 베트남 정보 e-book, 월별 e-news letter, 수시정보
2. 세미나·특별 이벤트 행사 무료 참석
3. 연12회(이메일) 또는 대면상담 연4회 컨설팅 무료

※현지조사 필요한 심화컨설팅·연구용역은 별도 실비 책정

4. 구인·구직·인력파견·송출 매칭 서비스
5. 교육과정(과정 중 1개)·시찰단 1회 20% 할인

법인·프리미엄 회원 공통
1. 기업·CEO·상품 홍보지원
2. 기업간 사업매칭 서비스
3. 현지 산업단지·기관 정보제공

프리미엄 회원만의 혜택
1.
2.
3.
4.

영상 등 특별 홍보지원
CEO 포럼 및 해외시찰단 별도 구성 운영
센터 홈페이지 배너·행사장 현수막 광고
각종 후원 로고 ※ 별도 특별 서비스는 상담 후 결정

–서비스 가격-

비회원 이용료
*
*
*
*
*
*
*

베트남 정보 e-book: 11만원
세미나 참가료: 3만3천원
시찰단 참가비: 214만5천원
비즈 전문가 과정: 429만원(2개월/ 주 2회)
CEO 최고위 과정: 880만원(4개월/ 해외연수 포함)
비즈베트남어 과정: 165만원 (14주 / 매주 토요일)
심화컨설팅·연구용역·매입대행: 별도 가격 책정

연회원 이용료(20% 할인 적용)
* 시찰단 참가비: 171만6천원(1회 한정)
3개 과정 중 택일, 추가시 정상가격

*
*
*
*

비즈 전문가 과정: 343만2천원(2개월 / 주 2회)
CEO 최고위 과정: 704만원(4개월 / 해외연수 포함)
비즈베트남어 과정: 132만원(14주 / 매주 토요일)
심화컨설팅·연구용역·매입대행: 회원 우대 실비 책정

※ 모든 서비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회원가입-

연회원 가입 비용
개인

100만원(VAT 포함)
법인

250만원(VAT 포함)

프리미엄

1,000만원~(VAT 포함)

(개별 상담 후 최종 가입비 확정)

Early Bird 혜택
* K-VINA 비즈센터 센터 오픈 및 황금개티 무술
년 새해맞이 기념 특가 20% 지원(설 연휴 전까지)

혜택가 : 개인 80만원 / 법인 200만원

(VAT 포함)

–협력기관-

협력기관

–문의-

연락처

전화

이메일

02-2039-2004

(센터 강남지점)

kvina@wowtv.c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KVINA biz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