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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와이즈

Global Business Partner

글로벌 비즈니스를 돕는
에코와이즈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Wise Solution by Wise People.
Helping your business to achieve global success.

ECOWISE Global은 한국(본사)를 기점으로 필리핀(마닐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태국(방콕),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하노이) 등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가 높으며,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에코와이즈 글로벌은 한국 본사와 동남아시아 지사,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에코와이즈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Korea

Philippines

Malaysia

Thailand

|
Indonesi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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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와이즈

Global Business Partner

주요 회사 연혁
2014

• 필리핀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 수행

(주)에코와이즈는 국내 주요기관과 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을 받았고,

현재도 여러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 전문 상사단 선정 (서울산업진흥원)
• 조달청 우수제품협회 필리핀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진행
• 신재생 에너지 기업 필리핀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진행 (에너지 관리공단)
•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진행 (에너지 관리공단)
• PhilBizEzer(필리핀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런칭
• MyBizEzer(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런칭

중소기업청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

• KOTRA 해외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지원 사업 수행
• 한국전자전 동남아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컨설팅 수행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 진흥회,KEA)

2013

• 조달청 우수제품협회 태국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진행
• 필리핀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 수행
• 조달청 우수제품협회 필리핀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진행

조달청

동남아 시장 개척단 및 비즈니스
매칭 사업

정부조달 우수제품 협회

동남아 시장 개척단 및 비즈니스
매칭 사업

• 중기청 동남아 해외 민간 네트워크 선정

2012

• 필리핀 아테네오데 마날라 대학교(ADMU)와 MOU 체결
• 필리핀 환경오염 관리협회(PCAPI)와 MOU 체결
• 2012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GWP) 선정

ASEIC

ASEM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

• 중기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 중기청 우수 녹색 경영 컨설팅사 선정

KEA

한국 전자전 동남아 바이어
발굴 및 매칭사업

SBA

서울시 전문 상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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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와이즈

Global Business Partner

(주)에코와이즈 글로벌은

좋은 제품과 기술을 가지고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One-Stop Service를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 분야
해외 시장 조사
• 타겟 국가 시장 조사 및 분석
• 해외 심층 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검증
• 바이어와 업무 미팅, 계약 지원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 업종별 해외 전시회 발굴
• 전시회 참가 행사 주관 및 바이어 상담회
• 국내외 기관, 기업간 전략적 MOU체결 지원
• 전시 국가 업종별 주요 기업 방문

해외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 현지 사무실 및 숙소 지원
• 회계, 법률 서비스 제공

현지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통한 마케팅
• 오프라인 전시장을 통한 마케팅

수출 무역 대행 사업
• 해외 오픈 마켓 판매 대행
• 수출 무역 대행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 글로벌 웹표준 홈페이지 제작
• 다국어 브로슈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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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와이즈

Global Business Partner

해외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마케팅

타겟 시장에 진출하기 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
타겟 국가와 타겟 아이템에 대한

•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 현지에서 바이어 발굴
• 현지의 네트워크와 고객 DB를 바탕으로 최적의 바이어

중요 항목별 시장조사를 통해
최적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발굴 (정부기관, 컨설팅사와 연계)
• 바이어 관련 정보 리포팅 (바이어 검증)
•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장 마련
• 판매자와 구매자의 커뮤니케이션 가능

• 타겟 국가의 기본적인 시장 조사 및 분석
• 해외 심층 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수립

|

5개국 해외 네트워크 및 리서치 파트너

|

필리핀

시장조사 의뢰

수혜
중소기업
최적의 맞춤형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전시회 참가를 중심으로
국제 교류회를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개별 참가 지원보다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결과를 창출해 드립니다.
• 업종별 해외 전시회 발굴
• 전시회 참가 행사 주관 및 바이어 상담회
• 국내 지원 기관과 전시 국가 업종별 협회 등과 MOU 체결
• 전시 국가 업종별 주요 기업 방문 등

• 글로벌 시장현황 및 타겟시장 분석

• 전반적인 무역, 유통 등 법적인 문제 분석

• 경쟁사 가격, 점유율, 유통구조 조사

• 해당 시장 진출 전략 분석

• 소비자 구매 가격대 및 품질 포인트 조사

• 잠재 바이어 리스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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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와이즈

Global Business Partner

해외 비즈니스 지원

현지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 현지 사무공간, 숙소 지원서비스, 회의 및 미팅 공간 제공

(주)에코와이즈 글로벌에서는

• 통역/번역, 현지 미팅 및 방문 주선
• 현지 회계, 법률, 인사, 노무 서비스 지원

|

PhilBizEzer : 필리핀 비즈니스 지원

|

www.philbizezer.com

해외 지사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 현지 쇼핑몰에 입점하여 온라인 마케팅 및
판매 실시
• 현지 직원이 상담 및 홍보 활동 직접 진행
• 현지 사무실 전시공간(show room)에
제품전시 및 안내
• 화상회의 및 미팅을 통한 제품 홍보

|

MyBizEzer :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지원

|

www.mybizezer.com

수출 무역 대행 사업
• 현지 agent, dealer, distributor 연결
• 직접 현지에서 제품 수입 후 판매
• 현지 인증, 등록, 통관, 세금 등의 문제 컨설팅

직접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모든 수출 업무를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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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와이즈

|

Global Business Partner

글로벌 웹 표준 홈페이지 개발

|

|

글로벌 브로슈어 제작

|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잘 정비된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마케팅은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 홈페이지들은 웹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작되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잘 보이지
만 해외 웹 브라우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브라우저 등에서는 화면
이 깨지거나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슈어나 카탈로그는 고객이 기업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기업과 제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제작
되어야 합니다.

워드프레스 웹표준 홈페이지의 효과

글로벌 트랜드에 맞춘 브로슈어 제작

•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워드프레스 플랫폼으로 웹표준 100% 준수하는 홈페이지 제작

• 전문적이며 글로벌 감각을 갖춘 디자이너를 통해 직접 디자인합니다.

• 최신 개발언어인 HTML5로 제작하여 모바일 기기와 최적의 호환성 보장

• 외국에서 선호하는 디자인, 폰트, 칼라를 분석하여 디자인 개발을 진행합니다.

• 그래픽 강력지원으로 이미지 용량으로 인한 홈페이지 오픈 지연 예방

• 외국어 번역의 국제화 감각 및 최적의 감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반응형 홈페이지의 개발
• 모니터 창 크기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컨텐츠 정렬시켜 줌
• 스마트폰 등에서 별도의 모바일 웹페이지보다 훨씬 편리한 검색 제공

검색엔진 최적화 웹 페이지의 개발(SEO)
• 홈페이지 개발 초기부터 SEO를 적용하여 웹페이지 개발
• 구글등 검색엔진에서 키워드 검색시 노출순위 상승 보장

Chrome
Internet
Explorer
Firefox
Mobile
browsers
Safari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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