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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NA 센터 소개

①한국과베트남·캄보디아 · 아시아등해외기업들간상호사업교류및투자활성화지원

②해외산업·투자·창업관련정보제공/기업간사업매칭

③구인·구직일자리매칭및창업컨설팅지원

④주재원·CEO 등비즈니스전문가양성교육 (한국외국어대-한국경제TV)

⑤해외시찰단. 부동산투자여행, 산업·부동산·투자·창업세미나/박람회개최

2. 5, 2020 한경TV-베트남 건설협회 사업협력 협약 체결

2. 5, 2020 한경TV-주 베트남 한국 상공인 연합회 뉴스 정보 서비스(코참 데일리) 본계약 체결

12. 9, 2019 한경TV-해외건설협회 ‘2020 베트남 투자시장 전망 세미나’

11. 29, 2019 베트남 람동성장 배 한-베 기업인 친선 골프대회 in 달랏

7. 17, 2019 「하루 만에 끝내는 베트남 대박투자」 출간기념 세미나

5. 30, 2019 베트남 자동차·화장품 포럼 in 하노이

3. 26, 2019 베트남 람동성(달랏시) 투자 컨퍼런스 in 서울

2. 27, 2019 2019 캄보디아 투자 대전망 컨퍼런스

12. 13, 2018 2019 베트남 투자시장 대전망 세미나

11. 29, 2018 한경TV-베트남 기획투자부(MPI) 투자청(FIA) 업무협약

9. 6, 2018 한경TV-호찌민시 무역투자청(ITPC) 업무협약

7. 3, 2018 한경TV-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정책과 한·인도 협력의 미래’ 세미나

5. 25, 2018 한경TV-달랏시, 스마트시티 개발 업무협약

5. 14, 2018 한경TV-대한상공회의소 ‘2018 베트남 투자전략 세미나’

2. 28, 2018 베트남 시찰단 1기 등 현지 시찰단 과정 시작

2. 3, 2018 한경TV-외대 베트남어 교육과정 1기 시작

1. 30, 2018 한경TV-외대 베트남 비즈 최고위과정 1기 시작

12. 18, 2017 한경TV-외대, 아세안 교육 업무협약

11. 23, 2017 공식 출범 및 베트남 세미나 개최

연 혁

한경 K-VINA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글로벌진출·투자파트너, K-VINA

협력기관



K-VINA 홈페이지/모바일 광고효과

K-VINA홈페이지 www.kvina.co.kr

클럽, 광고주
가입및결제

배너
위치선정

배너광고기획
디자인시안제작

노출 최적화/
파격적인 미디어

홍보 지원

절 차

1. 해외 투자·고액자산가등 타겟 대상 마케팅 홍보

해외 투자·자산가·해외사업기업·골프여행등관심자층에대한확실한타겟마케팅효과

잠재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해 높은 홍보 성과 도출

2. 베트남·동남아·미국등 타겟 지역 마케팅 홍보

타겟 관심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명확한 타겟 마켓팅 효과

기업 브랜드 각인 및 홍보 효과 /한국 및 베트남 공기관 등과 정보 연계 홍보

3. 다양한 영역 및 맞춤형 원스톱 채널홍보 가능

각종 온라인 매체, SNS 등 센터 내 모든 수단과 툴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 지원

모바일과 PC환경 통합 광고 진행 가능

4. 합리적 비용 지출로파격적종합 서비스

해외 진출·투자 관련 무료 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

한경 미디어의 방송·세미나·교육 등 다양한 해외투자 진출 홍보 서비스



K-VINA 클럽 제공서비스 안내

K-VINA 개인클럽 K-VINA 기업클럽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

02-2039-2004

+ K-VINA 클럽 공통 서비스

E-book 
E-news letter
코참데일리

세미나
특별 이벤트 행사

무료 초대

서면 연12회
(대면 4회) 

기초 컨설팅 무료

구인·구직, 인력파견·송출매칭서비스 /              K-VINA 교육및시찰단서비스할인

홈페이지 롤링 배너 광고
(1.상단 롤링, 2.메인 롤링 배너 각 1개월 이상(총 2개월) - 800만원 ↑)

중·하단 배너 및 모바일 배너 광고
(3.중간, 4.하단, 5.펼침 배너 3개월 이상 - 900만원 ↑)

배너 광고 디자인 무료 서비스

한국경제TV 기사 연 3회 이상 송출

방송심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일 경우 방송 지원

회원 DB 및 이메일,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해외진출·투자 관련 무료 상담 및 각종 매물정보 제공

K-VINA 주관 해외시찰단 또는 골프투자여행 무료 참가 기회(연 1회 1인 제공)

+기업간 사업매칭 서비스

+현지 산업단지 및 기관 정보제공

+기업·CEO·상품 홍보지원

홈페이지롤링배너광고각 1개월 +2개월더!
홈페이지중·하단배너및모바일배너 +3개월더!

5개월배너광고서비스 + 5개월서비스더!

개별배너(1개월) 광고서비스 + 1개월서비스더!



광고 위치별 단가표

홈페이지 개별 광고 단가표

1

2

3

4

5

상단 롤링 배너1

Size

Type

Price

1200 or 550

JPEG/PNG

300만원

메인 롤링 배너2

Size

Type

Price

725 * 425

JPEG/PNG

500만원

중간 배너3

Size

Type

Price

355 * 205

JPEG/PNG/GIF

300만원

하단 배너4

Size

Type

Price

522 * 104

JPEG/PNG

300만원+모바일

펼침 배너5

Size

Type

Price

236 * 62

JPEG/PNG

300만원+모바일

모바일 광고 단가표

하단 배너1

Size

Type

Price

600 * 255

JPEG/PNG

홈페이지 단가 참고

펼침 배너2

Size

Type

Price

265 * 65

JPEG/PNG

홈페이지 단가 참고

1

2

★개별배너(1개월)  광고시, 추가제공서비스
한국경제TV 온라인기사 1회무료송출
각종 SNS 매체를활용한 홍보지원
해외진출·투자관련무료상담및각종매물정보 제공
*개별배너의경우, 디자인비용추가 (20만원)

*모든 요금은 부가세별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