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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매뉴얼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참가업체가 준비

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효과적으로

준비하여 박람회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침서입니다.



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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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제박람회는 상품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만나는 장터이며 끊임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제교역의 장이다. 즉 박람회는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약속된 장소’이며 동시에 수많은

잠재 구매자(Potential Buyer)를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

의 마케팅 수단’이다. 이러한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경우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많은 바이어를 만나고 자사 상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일 수 있

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바이어를 찾아다니며

한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전통적인 판매방식의 경우 소요경비가

U$1,140인 반면에 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비

는 U$705로 조사되었고 시간상에 있어서도 많이 절감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상품 소개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 최종 구매를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 정보교환 및 수집에 가장 효과적인 장소, 바이어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박람회를 꼽았다. 이처럼 국제박람회는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인

것이다.

2. 다수의 유력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다

제품을 생산하여 팔고자하는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신상품을 발굴하여 자

신의 비즈니스를 번창시키고자 하는 구매자에게도 국제박람회는 매력

적인 장소인 것이다. 바이어의 관심을 끄는 유망 상품을 전시할 경우

바이어의 집중적인 상담 요청을 받으며 수출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가

능성도 높아진다. 유명 박람회에 수많은 바이어가 앞 다투어 찾아오는 이

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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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며 자사 상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

려우며 자사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러나 국제박람회 참가는 경쟁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사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특히, 유망 신상품을 출품한 업체는 집중

적인 매스컴의 관심을 받게 되며 자연스럽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유명 국제박람회를 통해 품질을 인정받을

경우 관련업계 및 바이어에 상품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4. 자사 상품의 경쟁력을 확인 할 수 있다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업체들이 참가하는 국제박람회를 통해

경쟁제품의 품질, 가격, 포장디자인 등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여 자사 상품

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발굴할 수 있다. 또한 내방객들의

반응을 파악하여 ‘맛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즉 지역별, 인종별

맛의 차이를 확인하고 현지화가 가능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다. 지속적인 국제박람회 참가를 통해 제품 개발에 주력

하고 소비자 반응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사 상품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5. 신상품의 마켓 테스트가 가능하다

국제박람회를 찾아오는 바이어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신상품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참가업체들에게는 신규 유망상품을 바이어

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신상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고 가격결정, 맛에 대한 평가 등 국제

박람회는 신상품의 시장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이 되는

것이다. 또한 바이어들의 반응이 좋아 수출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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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절차

            1. 정보수집�분석 및 우수박람회 선정 (수시)

            2. 참가 박람회 확정 및 계획 수립 (6개월~1년전)

            3. 참가 신청 및 전시장 임차 계약 (6개월~1년전)

            4. 박람회별 참가계획 수립 (6개월~1년전)

            5.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하반기, 상반기 각 1회)

            6. 한국관 부스 설계 (3~4개월전)

            7. 전시품 운송준비 (3개월전)

            8.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2.5개월전)

            9. 전시품 선적 및 통관 (1~2개월전)

           10. 바이어 유치 등 사전홍보�마케팅 (1개월전)

           11. 운영요원 출장 (1~3일전)

           12. 한국관 설치�전시품 진열 (1일전)

           13. 박람회 개막�운영 (D-day)

           14. 성과측정 및 사후관리 (계속)



- 4 -

1. 정보수집․분석 및 우수박람회 선정 (수시)

박람회 주최자, 공사 해외조직망, 주재국 공관 등 해외 네트웍을 활용

하여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고 참가업체로부터 우수 박람회 추천을

받아 현지 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규 유망박람회를 발굴․

선정한다. 박람회의 성격, 전년도 참가자(Exhibitor), 관람객(Buyer), 참가

국가(Pavilion), 연계행사, 개최시기, 지명도, 전략시장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박람회 참가를 결정한다.

2. 참가 박람회 확정 및 계획 수립 (6개월～1년전)

일반적으로 박람회 참가 1년전에 수출시장 동향 분석, 전년도 참가결과

반영, 참가업체 수요조사 결과, 대정부 협의 등을 통해 당해 연도

참가 박람회를 확정하고 예산확보 및 국제박람회 참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성과제고를 위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김치․김밥요리

교실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세미나, 현지 유통망과

연계된 특별판촉행사 등을 동시에 개최하는 ‘통합마케팅’ 계획도 수립한다.

3. 참가 신청 및 전시장 임차 계약 (6개월～1년전)

참가가 확정된 박람회별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시면적에 대한

임차계약이 이루어진다. 특히, 박람회 주최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부스 위치를 확보하고 전시장 임차비도 송금한다.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박람회의 경우 유리한 부스위치 확보 경쟁이 치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연도 박람회 현장에서 차년도 박람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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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람회별 참가계획 수립 (6개월～1년전)

참가가 확정된 박람회 6개월전에 지역별 시장동향 분석, 전년도 참가

결과 Feed Back, 참가 규모에 맞는 참가업체 및 품목 선정방향 등

성과위주의 박람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점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참가업체 선정, 참가업체 지원조건, 한국관 장치, 홍보

활동, 예산편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박람회 운영계획을

확정한다

5.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하반기, 상반기 각1회)

매년 하반기(9~11월) 및 이듬해 상반기(3~4월)에 공사 인터넷 홈페이

지(www.at.or.kr)와 중앙일간지, 농수산전문지 등을 통해 참가업체 모

집공고문이 게시된다. 공사는 2013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

인 참가신청으로만 접수하고 있다.

참가신청 접수 마감후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참가업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박람회 참가 방향에 맞는 부류별(품목), 신규업체 등을 감

안하여 참가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참가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지

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참가품목 중심으로 참가업체를 엄선하고 신규업체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신규유망 참가업체에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한국관 부스 설계 (3～4개월전)

박람회 개최 3～4개월전에 박람회 규모에 맞게 한국관 부스 디자인을

확정하고 각종 홍보관도 설치한다. 특히, 참가 업체별 부스 형태 및 기본

비품 제공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여 참가업체 부스 홍보물 제작에 활용

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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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시품 운송준비 (3개월전)

참가업체별 전시품 운송업체를 선정하여 품목에 맞게 해상운송과 항

공운송으로 구분하고 선적일정, 준비서류, 포장요령 등 선적 준비와 현지

필수 표기사항 부착 등 전시품 준비를 시작한다. 특히, 전시품 준비의 경우

현지 운송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세심하게 체크하여야 하며 현

장에서 운영할 시음․시식용품, 각종 홍보물 및 판촉물도 준비하여야

한다.

8.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2.5개월전)

박람회 참가와 관련 성과제고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참가업체 준수

사항, 현지 시장동향 제공, 사전 홍보․마케팅 활동 등 박람회 운영에 대

한 종합적인 참가업체 설명회가 개최된다. 또한 참가업체별 부스 배정이

이루어지고 한국관 부스 디자인, 기본비품 설치내역, 업체(제품) 특성에

맞는 냉장(동)비품 설치 여부, 전력공급 등 비품 신청요령과 운영요원

출장(여행) 안내도 함께 한다.

9. 전시품 선적 및 통관 (1～2개월전)

전시품 운송은 참가업체가 직접 선정한 운송업체의 선적일정에 맞추어

선적서류 준비, 전시품 집하, 선적, 현지통관 후 박람회장에서 참가업체

에게 인계되는 ‘Door to Door’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원활한 현지

통관을 위한 동․식물검역증, 원산지 증명서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제품과 냉장․냉동제품으로 구분하여 선적하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품목, 신선도 유지 등 특성을 감안하여

항공운송, 핸드캐리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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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바이어 유치 등 사전홍보․마케팅 (1개월전)

참가업체 개별 홍보활동 등 성과제고를 위한 현지 홍보활동을 펼친다.

개별 초청장 발송(DM) 등 참가업체 사전 홍보․마케팅 활동도 필요하

다. 기존 거래선 초청 행사나 현지 바이어와 공동으로 현장 프로모션을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지속 접촉한 바이어와 미팅 약속 등 철저한

사전 홍보가 성과를 높여준다.

11. 운영요원 출장 (1～3일전)

상담능력, 업무의 전문성, 언어구사능력 등을 감안하여 박람회 현장에

상주할 부스운영요원을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수출 가격표, 성분

분석표, 제조 공정도 등 바이어 상담자료, 홍보용 판촉물, 시음․시식용품

준비, 바이어 미팅 약속 등 철저한 준비 후 운영요원은 박람회 개막

1～3일전에 현지로 출발한다. 항공, 숙박, 통역 등은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시상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한국관 설치․전시품 진열 (1일전)

한국관 장치, 전시대, 냉장고 등 비품 설치가 완료된다. 전시품을

운송업체로부터 인계받아 업체별로 배정 받은 부스에 사전 준비된 홍보

물과 조화롭게 전시품을 장식하여야 한다. 바이어의 눈에 띄는 개성있는

장식이 요구된다. 현장 도착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한 비품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시품 인수시 선적 수량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시음․시식행사를 사전에 연습해 보는 것도 좋다.

13. 박람회 개막․운영 (D-day)

내방 바이어와 가장 중요한 수출상담이 이루어지고 자사 상품의

시음․시식행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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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운영요원은 자사 상품을 자신감 있게 현장에서 세일즈하여야 한다.

또한 타 경쟁상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사 상품의 개선점도 발굴

할 수 있다. 상담 바이어의 품목 관심도, 요구사항 등을 주의 깊게 파악

하고 유망 바이어를 선별하여 샘플 발송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14. 성과측정 및 사후관리 (계속)

참가결과에 대한 성과측정 및 Feed Back을 통해 차년도 사업 반영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한다. 또한 참가업체 설문조사, 효과적인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세미나, 수출성공 사례 발표 등 참가업체 시장개척능력

향상을 유도하여 수출상담이 실제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참가업체는 방문객 성향, 등급별 분류, 개선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

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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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요령

                  1. 박람회 참가 목표설정

                  2. 부스형태 및 부스 선정

                  3. 비품선정 및 신청

                  4. 부스 장치디자인 준비

                  5. 전시품 준비 및 선적

                  6. 사전홍보�마케팅 활동

                  7. 효과적인 현장 운영�상담요령

                  8. 사후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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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참가 목표 설정

■ 자사 상품 수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전 세계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는 수많은 상품들을 전시하고 바이어를

찾고 있다. 과연 자사 상품을 전시할 경우 관심을 갖는 바이어는

얼마나 될 것이며 수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 먼저 자사 상품은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식문화에 얼마나 가까운

가를 조사해야 한다. 실례로 한국의 대표 상품인 ‘김치’는 일본이

식문화가 거의 비슷하고 실제로 김치를 먹고 있어 수출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 김치의 가장 큰 수출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본의 김치시장에서 보듯이 어떤 상품을 수출

한다는 것은 실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시장을 찾아 직접

소비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 이러한 현지 시장 진출이 가능한 지역의 시장상황, 경쟁제품, 소비자

취향, 가격구조, 틈새시장 공략 가능성, 자사 상품의 진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샘플 송부를 통해

바이어 및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고 현지 유통망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목표

시장을 정하여야 한다.

■ 철저한 자사 상품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 목표 시장이 결정되면 자사 상품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자사 상품

특징, 장점, 가격,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경쟁상품에 대해

확실한 우위점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또한 자사 상품은 소비자 구매형태에 적합한가 ? 포장형태 및 규격,

맛, 가격조건, 구매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선호

하는 상품은 곧 바이어가 선호하는 상품 및 조건임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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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 후 자사 상품이 어느 시장을 공략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 경쟁제품의 위치가 확고하다면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하여 틈새시장에 어울리는 자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 만일, 귀사의 상품이 현지시장에 진출하여 판매가 되고 있다면

현지시장 판매동향(증가 혹은 감소), 소비자 구매형태, 소비자 불만

요소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속한 대응

으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다.

■ 어떤 상품으로 누구를 공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목표 시장이 결정되고 자사 상품의 분석이 끝났다면 누구에게 상품을

팔 것인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세워야 한다. 자사의

상품 중 목표시장에 어떤 제품을 선정하여 전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만일 신상품이나 혹은 신규로 수출시장 개척을 원한다면 자사 상품 중

목표시장에 가장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공략

대상으로 현지 전문바이어를 정하고 자사 상품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전문 바이어를 대상으로 자사 상품의 특징에 대해 세일

즈하여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

◦ 만일 현재 소량 수출이 되고 있으며 기존 거래선이 있는 경우 내방

하는 현지 유통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동으로 상품을

알리는 공동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현지 유통

망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수출증대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기존 거래

선과 파트너 쉽(Partnership)이 형성되어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 박람회를 세밀하게 분석․검토한다

◦ 이제 철저한 분석으로 목표시장이 결정되었다면 어떤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박람회는 종합

박람회와 전문박람회로 구분되며 내방객의 형태에 따라 바이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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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와 소비자전문박람회로 나눌 수 있다.

◦ 박람회에 전시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 종합박람회와 전문박람회로

구별된다. 여기에서는 식품분야에 국한하여 구분해 보기로 한다. 모든

식품분야 및 관련 산업을 포함하여 전시하는 형태를 '종합박람회'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참가하는 국제식품박람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 전체를 총괄하는 바이어가 내방하는 경우가 많고 대형

유통망의 매니저 등 유통업체의 내방 또한 활발하다. 반대로 식품 중

유기농제품이나 건강식품, 식품 첨가물 등 특정제품에 국한, 세분화하여

전시하는 박람회를 ‘전문박람회’라 한다. 전문박람회에 내방하는 바이

어는 관련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문 바이어이다.

◦ 내방객 성격에 따라 바이어만 입장이 가능한 바이어전문박람회

(Trade Show)와 일반 소비자가 내방하고 판매가 가능한 소비자전문

박람회(Public Show)로 구분된다. 바이어 전문박람회는 식품을 취

급하는 바이어만 입장이 허용되며 수출상담 위주로 운영된다. 반면

에 소비자박람회는 바이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내방이 가능하

다. 소비자 박람회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주로 내방하여 바이어와의

상담활동은 미약하지만 판매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사 상품

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지 기존 거래선과의 공동

프로모션은 자사 상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홍보 수

단이 될 수도 있다.

◦ 상기에서 언급한 박람회를 중심으로 자사 상품의 성격, 참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참가 박람회를 선정하여야 한다. 우선 참가 지역별

박람회 리스트를 확보한 후 박람회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박람회 성격과 내방객 수, 참가업체 및 국가관의 규모, 개최지역

시장특성, 박람회의 전문성, 연계행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특히 내방객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내방객의 성격이

결국은 그 박람회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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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일 현지 기존거래선과 공동 프로모션을 원한다면 현지 의견을

묻는 것도 방법이며 박람회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전년도

박람회 개최 실적도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 공사 참가박람회 이외의 박람회 참가를 원할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개별박람회’를 활용하여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다.

■ 참가 박람회를 선정하고 나면 확실한 목표를 세운다

◦ 자사 상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참가 대상 박람회를 선정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어떤 신상품,

기존상품, 개량된 상품을 전시할 것이며 현장 반응조사, 정보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거래처나 바이어를 몇 명이나 초청할 것

이며 상품 인지도는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 주요 고객과의

접촉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처 방법은? 부스를 방문하는 바이어 중

몇 명을 실제 계약으로 성사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바이어 몇 명을

유망고객으로 확보하여 언제까지 몇 명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다’ 정도로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또한 목표들은 가능하면 수치화하면 좋다. 사전 철저한 목표 수립이

박람회 참가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신중한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2. 부스형태 및 부스 선정

■ (개별) 유리한 부스 위치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박람회의 경우는 유리한 부스 위치 확보

경쟁이 치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연도 박람회 현장에서 차년도

박람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박람회 주최측은 참가

횟수가 많거나 임차 규모가 큰 업체에 우선권을 주며 잔여 면적의

경우에도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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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부스 위치 선정시 중요한 기준은 근접성과 관람객의 동선이다

◦ 부스 위치 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관람객의 동선

(Flow of Traffic)이다. 전시장 도면을 토대로 주 관람객이 입장

하는 출입문 혹은 등록대를 중심으로 관람객 유입이 많은 지역에

근접한 부스가 관람객으로부터 관심을 끌기에 좋다.

◦ 일반적으로 전시장은 중앙에 넓은 통로를 만들어 전시장 전체로

통할 수 있는 주 통로(Trim Aisle)를 만든다. 주 통로를 중심으로

마주보는 양쪽 면이 관람객 유인 효과가 좋다.

◦ 일부 박람회의 경우 전시장 내부에 특별 이벤트 개최를 위한 특설

무대를 만드는데 관람객 유인효과가 좋은 장소 중 하나이다.

◦ 여러개 홀로 구성되어 있는 전시장의 경우 내부 각 홀의 연결지점

이나 층계 앞 등이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 공사 참가형태는 대규모의 국가관으로 구성되며 국가관 면적을 일정

규모로 분할 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전체

부스 형태는 Island Booth로 부스 분할시 코너부스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또한 주 통로, 관람객 출입구 등 동선과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 보아 신중하게 부스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개별) 이런 부스 위치는 유의해야 한다

◦ 휴식공간, 화장실 앞쪽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전시 화물을 반입․

반출하는 입구 근처는 눈에 잘 뛸 수는 있으나 수시로 전시품 반입이

이루어지므로 관람객의 유입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 전시 도면상의 점선이나 약간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보통 천정

높이가 낮은 지역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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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 부스는 통일감있는 한국적 이미지를 적용한다

◦ 한국관 장치 구조는 인포메이션(목재구조)과 수출업체관(Octanorm

조립부스)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수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 수출업체관은 3×3M의 기본 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내대(Info

Counter), 전시대(Showcase), 진열대, 상담테이블, 조명, 의자, 쓰레

기통, 선반을 기본비품으로 제공하나 참가업체별로 필요한 추가

비품은 참가업체가 별도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참가업체의 경우 자체 부스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관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자체적으로 부스를 꾸밀 수도 있다.

◦ 박람회별로 부스규격이 동일하여 한번 제작한 홍보물을 재차 활용

할 수 있고 업체 자체적으로 상품 이미지에 맞는 표준화 된 부스

디스플레이 도면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부스 뒷면에 쉽게 설치하고 이동이 자유로우며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패널 - 일명 ‘Sky Line’도 좋은 방법이다.

3. 비품선정 및 신청

■ 전시품 특성에 맞는 추가 비품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한국관 부스 에 기본적인 전시 비품은 제공된다. 따라서 참가 업체

들은 기본 비품이외에 참가 업체별로 제품 특성에 맞는 추가 비품을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한다. 냉장․냉동을 요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

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고(냉동고)를 추가로 임차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이때 부스 규격과 전시대 규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

격의 냉장고(냉동고)를 임차하여야 하며, 24시간용 추가 전력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통상 박람회별로 주최측에서는 냉장 비품 임대를

하고 있으며 비품의 사양, 임대료가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장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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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임대신청을 하면 된다.

◦ 부스내에서 자사 상품의 요리 시연을 할 경우에는 싱크대 및 급․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정확하게 설치 지점을 지정하여

신청서에 작성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싱크대를 설치할

경우 위생․청결을 위하여 칸막이로 막아 관람객의 시선을 피한다.

◦ 음료 및 차류의 경우 냉장 Dispenser기를 임차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냉․온수기도 임차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별도의 온수 장치를

준비할 필요없이 냉․온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자사 상품의 홍보 계획에 따라 영상물 방영을 원할시 TV & VTR을

임차하여 홍보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 박람회 개막 전일 현장 방문시 운영요원은 비품의 정확한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미비 되었거나 파손 또는 고장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비품도 반드시 필요하다

◦ 대부분의 참가 업체들은 자사 상품의 홍보를 위한 행사용 팜플렛을

신규로 제작하여 전시장에 비치해 놓는다. 이 경우 대부분의 관람객은

전시대 위에 놓여진 행사용 팜플렛을 손에 쥐기 위해 상당히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팜플렛만 보기 좋게 꽂아 놓는 ‘팜플렛 꽂이’를 별도로

임차 후 전시 공간에 어울리는 자리에 가지런히 놓아두면 귀사의

팜플렛은 바이어의 손에 쉽게 전달될 수 있다. 간단한 비품 하나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박람회 참가 시 사전 홍보․마케팅을 통해 기존 거래선이나 지속적

으로 접촉하던 바이어를 부스에 초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바이어가

전시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긴 줄을 서서 등록을 해야하는 등 상당히

번거롭다. 만일 가능하다면 참가업체에게 주어지는 뱃지를 하나 정

도 준비하여 입구에서 기다린다면 바이어는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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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사현황, 제품특징, 시장현황, 가격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한 후 ‘파워포인트(Power Point)’ 프로그램과 노트북을 활용하여 바이어를

대상으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하는 것도 바이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 주요 필요 비품 리스트를 체크해 본다

구 분 비 품 비 고
 안내대( I nfo Counter )
 전시대( S how case, Dawn L ight )
 상담 테이블  부스 표준모델에

기본비품  의 자  포함 기본제공
 조명 및 전기 콘센트
 선 반
 쓰레기통
 냉장고, 냉동고  냉장, 냉동제품
 24시간 전력         “
 급�배수 및 싱크대  요리 시연부스

추가비품  디스펜서기( Dispenser)  음료수, 차류
 냉�온수기  차류
 T V  &  V T R ( DVD)  영상물 방영
 전자레인지  간편 조리식품
 팜플렛꽂이  팜플렛 비치
 배지  박람회장 출입
 노트북  프레젠테이션

운영비품  핸드폰  비상 연락망 유지
 명함꽂이  명함 수집
 디지털 카메라  정보 수록
 상담일지  상담내용 기록

4. 부스 장치디자인 준비

■ 'Package' 부스와 면적 임차를 통한 부스 디자인으로 구분된다

◦ 일반적으로 박람회 참가 면적만 임차 후 별도 부스 장치디자인을

적용하여 부스를 꾸미는 경우와 주최측에서 기본 장치를 포함하여

임차 면적을 파는 이른바 'Package' 부스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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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부스는 주최측에서 공식업체로 지정한 장치업체를 통해

기본 비품을 포함한 Standard Booth를 구성하여 면적과 함께 제공

한다. 면적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장치업체를 선정하여

자사의 기업 이미지에 맞게 부스 장치디자인을 하게 된다.

◦ 참가업체가 개별적으로 박람회를 참가할시에는 면적만 임차하기 보

다는 'Package' 부스를 임차해서 참가하는 것이 간편하고 효과적이

며 비용측면에서도 경제적이다. 또한 공사 참가 국제박람회의 경우

면적 임차 후 한국관 부스 모델을 적용한 장치에 참가업체별로 배정

된 개별 독립부스 또는 공동관내 참가업체별 부스를 활용하여 자사 및

상품 이미지에 맞게 부스를 디자인하면 된다.

■ 부스 디자인은 바이어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 바이어가 느낀 첫 인상은 대체로 오래간다. 귀사 부스의 첫인상이

바이어에게 뭔가 신선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준다면 바이어는 자

연스럽게 부스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 바이어가 박람회장에 내방하여 최초로 접하는 3개 요소는 부스디자인,

전시품, 상담요원이며 이중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스 디

자인이다. 또한 전시품 중 가장 중요한 메인 제품을 집중적으로 부

각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즉 화려한 부스디자인에 의해 중

요한 전시품 부각 효과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 부스 디자인은 전시품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참가업체가 부스 디자인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경쟁 부스보다 독특한

부스를 설치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관람객의 시선을 끄는데 있다. 또한

바이어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전시품에 고정되어야 한다. 즉 부스

디자인은 전시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

◦ 부스 내부에 사용되는 칼라는 전시품의 색상과 잘 어울리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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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화려한 칼라에 의해 중요한 전시 상품보다

부스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 부스 디자인을 결정할시 전시

상품과 부스 도면 칼라를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중간 색상을 선택할시 고려할 사항은 분위기가 어두운 것보다는

가급적 밝은 칼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조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시품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이며 패널을 만들시에는 작은 사진을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는 뒷

벽면 전체를 장식할 수 있는 대형 이미지 패널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패널에 쓰여지는 문구는 많은 문구보다는 간결한 문구만

삽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간단 명료한 메시지가 더 강력하다.

■ 부스 디자인은 방문객의 동선 유입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한다

◦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부스로 유입될 수 있는 동선을 구축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특히 전시품을 벽면 뒷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대한 전시품을 방문객과 가깝게

대면할 수 있도록 전방에 배치하도록 한다. 부스는 항상 아늑하고

최대한 청결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자나 비품으로

인하여 방문객과 부스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 홍보물과 공간활용을 통해 부스를 돋보이게 한다

◦ 포스터, 대형 이미지 배너 등을 제작하여 전시관과 조화롭게 부스를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전시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일부 참가업체의 경우 너무 많은 포스터와 배너를

설치하여 공간 활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홍보물로 가득 채워 놓기도

한다. 공간 활용의 의미는 적절한 여백을 살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백활용이 뛰어난 부스는 세련된 느낌을 준다.

◦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 브랜드 로고를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멀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부착한다. 이 경우는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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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 관람객들은 동적인 매체나 체험 전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대형

배너나 이미지를 실시간 움직이는 도구를 사용하여 설치해 본다.

최근 실사 출력물에 의한 동적인 배너들의 등장으로 한 단계 높은

전시기법들이 선보이고 있다.

■ 전시품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도구를 사용한다

◦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전시품을

전시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소형 초가집이나 원두막에 전시품을

놓아둔다면 독특한 전시기법으로 관심을 끌 수 있다. 전통인형이나

탈, 열쇠고리 등을 이용한 홍보는 한국 전통문화와 상품이 조화를 이룬

훌륭한 전시 기법이 될 수 있다. 자사 상품의 특징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소재를 찾아 상품의 특징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전시기법을

개발해 사용해 보기 바란다. 기존 전시대에서 탈피하여 오픈된 공간에

전통소재를 활용한 전시품의 진열은 부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5. 전시품 준비 및 선적

■ 전시품은 현지 시장여건에 맞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국제박람회 참가 지역의 시장상황과 고객의 수요, 바이어 반응,

상품의 특징을 감안하여 현지 여건에 가장 맞는 품목을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또한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현지인이 선호하

는 맛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한 신규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국제박람회 참가를 통해 현지 반응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제품

개선점을 발굴할 수 있다. 또한 경쟁제품, 가격 조건, 마케팅 기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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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신규 상품보다는 유사 상품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전시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 훼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바이어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 있다

■ 주력 상품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 상품을 전시하기보다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주력상품 위주로 전시하여야 한다. 주력 상품 위주로 전시함으로써

전문기업이라는 이미지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전시관을 방문한 전문

바이어와 집중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현지 실정에

맞는 규격화된 소포장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현지 필수 표기사항 등을

잘 표시하여야 한다.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을 현지 기준으로 정확

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철저히 현지화 된 포장의 주력 상품을 본

바이어는 즉시 상품을 수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 안전한 운송과 관리를 위해 전시품 포장은 중요하다

◦ 전시품을 일반제품, 냉장제품, 냉동제품으로 분리하여 구분 포장하고

안전한 운송 및 선도 관리를 위해 포장박스의 일정부분에 보관 온도를

표기한다. 가급적이면 취급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눈에

띄기 쉽게 크게 표시한다.

◦ 전시품과 시음․시식용품, 홍보물을 별도로 포장한다. 박람회 현장

에서 전시품을 인수한 후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가 쉽고 포장

별로 전시품 리스트를 작성, 부착시 내용물 확인도 편리하다.

◦ 현장 시음․시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음․시식용품을 사전에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간혹 일부 참가업체의 경우 전시품과 시음․ 시식

용품의 구분없이 전시품을 활용하여 시음․시식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부스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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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품의 내용물 확인과 수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일괄적으로 선적

수량과 박스 번호를 기입한 ‘Shipping Mark'를 부착하는게 좋다.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 총 10박스 중 5번째 박스 - 5/10)

◦ 일반제품은 일반 Carton Box를 사용하고 파손에 대비하여 단단히

포장하여야 한다. 회사 로고가 인쇄된 박스 테잎을 이용한다면 현장

에서 쉽게 자사 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 만일 운송중에 제품의 파손이 우려된다면 Wooden Box나 Plastic

Box를 이용하여야 한다.

◦ 냉동․냉장제품은 스치로폼에 3일정도 보냉이 가능한 Dry Ice를

넣는게 안전하며 신선농산물은 부패방지를 위한 통풍구용 천공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한다.

◦ 전시품을 집하지에 운송할 때도 파손 및 선도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전시품 선적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 선적되는 모든 전시품은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되고 식품 위생상 안전하다는 것을 제조자가

증명하는 서류이다. 영문으로 성분내역과 제조과정을 회사 Letter지에

인쇄 후 대표자가 사인을 하면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전시품의 위생

증명서(Health Certificate, 식약청 발행)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동․식물 방역법 상 검사 대상품목은 동․식물 검역증명서 또는 수산물

검역증명서를 요구하고,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상공

회의소 발급)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전시품 운송시 제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는 Invoice와 Packing

List이며 최근에는 두 서류를 혼합한 ‘Combined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양식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 Combined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Case No : Box Number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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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of Goods : 상품명 기재

․ Dimensions(L×W×H) : Box 가로×세로×높이 기재(용적)

․ Quantity : Box 수량기재

․ Net Weight : 순 중량 기재

․ Gross Weight : 총 중량 기재

․ Unit(CIF Value) : FOB 가격

․ Total(CIF Value) : 수량×단가를 US$로 기재

․ Return : 반송 / Consumed : 현장 소비

․ Sold : 판매 / Giveaway : 증정

․ Total Pieces : Box 수량 합계

․ Total CBM : 총 용적(Dimensions)

․ Total Weight : 총 중량 합계

․ Total Value : 금액 합계

■ 안전한 전시품 운송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전시품 운송방법은 내륙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형태로

진행된다.

◦ 공사 박람회의 경우 공사가 제공하는 박람회 전문 운송사 리스트를

활용하는 등으로 개별적으로 운송사를 선정하여 선적일정에 맞추어

선적서류 준비, 전시품 집하, 선적, 현지 통관 후 박람회장에서 참가

업체에게 인계되는 Door to Door 방식으로 진행한다.

◦ 전시품 운송 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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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시품 준비
 ◦  참가업체 전시품 준비

 ◦  선적서류 준비, 전시품 포장

 

 ② 내륙운송�집하
 ◦  운송업체 내륙운송 및 일괄 집하

 ◦  콘테이너 작업 완료

 ③ 국내통관�선적
 ◦  수출통관(면장 발급) , 부두 인계

 ◦  부산항(인천공항)  출항

 ④ 현지부두 도착
 ◦  목적지 항구(공항)  도착

 ◦  공식 운송업체 현지통관 진행

 ⑤ 현지통관�운송
 ◦  통관완료 및 전시품 인수(보관)

 ◦  박람회장 운송

 ⑥ 박람회장 반입
 ◦  박람회장 반입

 ◦  한국관(참가업체)  배달

 ⑦ 전시품 인수
 ◦  참가업체 물품 인수

 ◦  전시품 확인

전시품 운송관련 주요 용어

■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 육․해․공의 일괄(inter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체제로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컨테이너를

중도에서 개폐하는 일이 없이 이른바 Door to Door Service가 되는

화물을 뜻한다.

◦ 컨테이너 전체를 1개 화주(업체)의 물품만 싣는 것을 말한다.

■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 컨테이너 1대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의 화물을 말하며, Container Freight Station(CFS)에서 FCL 작업을

하게 된다.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업체)의 물품을 모아서 싣는 것을 말한다.

◦ 개별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할 경우 주로 LCL cargo 형태로전시품을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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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의 종류

①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 : 온도 조절을 요하지 않는 일반 상품을

수송하기 위한 표준 컨테이너로서 일반 가공식품이 주로 이 컨테이너에

의해 수송된다.

②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 육류․생선․과일․채소 등 냉동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냉동기가 달린 컨테이너로서 -28℃에서 +60℃

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③ 오픈 톱 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 Pipe류 등 장척물과 중량품․

기계류 등을 수송하기 위한 지붕없는 개방식의 컨테이너로서 크레인에

의해 컨테이너 위쪽으로부터 하역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나,

덮었을 경우 드라이 컨테이너처럼 문을 통한 하역도 가능하다.

④ 플랫트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 승용차․기계류 등의 중량

화물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로서 천정과 벽이 없어 측면으로부터

하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⑤ 펜 컨테이너(pen container) : live stock container라고도 하며, 소나 말과

같은 동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컨테이너로서 통풍과 먹이를

주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⑥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 유류, 약품 및 식료 등의 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만든 특수 컨테이너이다.

■ 주요 컨테이너 재원

구 분 길이 폭 높이 실 중 량 실 용 적

 20F t  Dry 6.09M 2.43M 2.58M 1 7.5～1 8.0T on 23～25CBM

 40F t  Dry 1 2.1 9M 2.43M 2.58M 20～22T on 48～50CBM

 20F t Reefer 6.09M 2.43M 2.58M 1 7.5～1 8.0T on 20～22CBM

 40F t Reefer
 ( High Cubic) 1 2.1 9M 2.43M 2.89M 20～22T on 49～50CBM

■ 전시품의 용적(CBM-Cubic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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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화물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하여 화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를 1CBM이라

한다. 포장을 한 상태에서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여 CBM을 구하면

된다. 즉, 박스의 크기가 가로 0.7m , 세로 0.9m, 높이 1.4m일 경우

0.7×0.9×1.4 = 0.88CBM이 된다. 이 같은 포장이 5개일 경우 0.88 X

5 = 4.4CBM이 된다.

단, 무게가 1M/T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M/T을 1CBM으로 환산하게 된다.

■ 주요 운송관련 용어

◦ Air Cargo : 항공화물

◦ Air Way Bill(AWB) : 항공화물 운송장

◦ Bill of Lading(B/L) : 선하증권

◦ Bonded Area : 보세구역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BTN) : 보세창고(인도조건)거래

◦ Charter : 용선

◦ Consignee : 하수인, 수하인

◦ Consignor : 위탁자

◦ Consolidation : 혼적, 혼재

◦ Container Yard(CY) : 야적장

◦ Customs Clearace : 통관

◦ Customs Duty : 관세

◦ Customs Warehouse : 보세창고

◦ Estimated Time of Arrival(ETA) : 예상 도착일

◦ Estimated Time of Departure(ETD) : 예상 출항일

◦ Export permit(E/P) : 수출 신고필증(면장)

◦ Liner : 정기선, Tramper : 부정기선

◦ Notify Party(Address) : 화물도착 통지서 = 착화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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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nds(Lbs) : 파운드(무게의 단위)

◦ Shipping Date(S/D) : 선적일

◦ Shipped B/L : 선적 선하증권

◦ Shipper = Consignor : 선적인

◦ Short Ton(S/T)=American Ton : 미국톤(2,000lbs=908kg)

◦ Trans-Shipment : 환적

6. 사전홍보․마케팅 활동

■ 사전 홍보․마케팅 활동은 박람회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 국제박람회가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가 만나

거래를 하던 전통적인 방식의 박람회에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구매자

(Buyer)를 유치하는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경쟁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 또한 수많은 부스 중 자사의 부스를 방문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내방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람회 자체에 대해 주최자가

홍보하지만 박람회에 참가하는 참가업체의 홍보는 참가업체 스스로가

하여야 한다.

■ 사전 홍보․마케팅 활동이 부진한 이유를 점검해 본다

◦ 박람회 성패를 좌우하는 사전 홍보․마케팅 활동이 부진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참가업체들의 인식 부족이 원인이다. 다시 말해, 단지 박람회를

참가하면 바이어 상담을 통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박람회를 통해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바이어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고르는 일이다. 사전에 자사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살피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질 높은

바이어를 찾아내는 것이 거래 성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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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거래선에 개별초청장 등 DM발송이 가장 효과적이다

◦ DM(Direct Mail)은 참가업체들이 꼭해야할 효과적인 홍보도구이다.

DM을 통해서 박람회 참가업체와 상품에 대해 기존 거래선, 바이어,

잠재 바이어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확보된 시장정보 및

바이어 리스트를 토대로 박람회 주최측에서 발행한 ‘공식 초청장’,

‘무료 입장권’, 전시품목의 특징 등을 송부하여 바이어의 관심을 유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식 초청장’, ‘무료 입장권’은 박람회 주최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DM 발송시 반드시 참가업체 부스위치가 명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초청장’, ‘무료 입장권’ 등에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

로고와 부스위치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자체 제작한 초청장의

경우 ‘See us at 부스번호’라고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면 효과

적이다. 이러한 초대장은 늦지 않게 미리 보내야 한다.

◦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초청장’이나 판촉물, 박람회 참가와 관련된

홍보용 인쇄물 등을 발송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e-mail 전송 등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 주요 전시상품, 각 상품별 특징, 부스위치 등을 포함한 간단한

이메일 전용 'NEWS LETTER'를 만든다.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활용

가치도 높다. 현재 인터넷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이다. 기존 거래처, 신규 바이어,

잠재 바이어 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 바이어를 구분 관리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 참가업체에 따라서는 기존 바이어, 거래 중단된 바이어, 지속 접촉

바이어, 신규 바이어, 잠재 바이어 등이 존재한다. 바이어를 구분관리

하고 초청장 발송, 수시 전화연락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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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측 공식 디렉토리와 현지 광고도 활용한다

◦ 박람회장 내방객 모두에게 배포되는 박람회 주최측에서 발간한 공식

디렉토리는 참가업체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내방객에게는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전문 바이어의 경우 디렉토리를 토대로

방문할 업체를 찾기도 하고 자료로 보관하기도 한다. 디렉토리 내의

일부면을 활용하여 자사 부스 및 상품의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

효과가 현장에서 곧바로 발휘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디렉토리 게재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개

별적으로 박람회를 참가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주최측에서 제

공하는 ‘박람회 매뉴얼’을 활용하면 된다.

◦ 현지 전문 무역잡지, 관련업계 전문지 등에 광고를 하는 것도 효과가 높다.

■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홍보 판촉물을 준비한다

◦ 자사 상품이나 회사 이미지를 알리고 방문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판촉물은 훌륭한 광고매체이자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판촉물은

가능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사

상품과 부합하는 종류의 판촉물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이

주류인 경우 ‘Opener'가 적격이다. 자사 브랜드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인쇄할 경우 홍보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 Press Center 등 언론매체를 적극 이용한다

◦ 박람회 참가 계획과 전시 상품의 특징을 기술한 간단한 보도자료를

만든다. 우선적으로 박람회 주최측에서 취재 기자들을 위해 마련한

Press Center나 Business Center에 홍보용 팜프렛과 함께 비치해

취재 자료로 제공한다. 또한 박람회 주최측 Preview에 게재를 요청

하거나 취재 기자를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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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효과적인 현장 운영․상담요령

■ 부스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똑같아야 한다

◦ 박람회 개막전일 대부분의 참가업체들은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부스

장식을 하게되고 박람회 개막 당일 부스 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하며 밝은

표정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러나 2～3일차에 접어들면 부스 관리가

허술해지기 쉽다. 바이어는 박람회 기간 중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2～3번씩 부스를 방문하므로 관리가

부실한 부스를 볼 경우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 부스 운영요원은 매일 개장시간 이전에 부스에 나와 부스를 정리

정돈하고 흐트러진 전시품을 바로 세우고 바이어를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즉, 관람객이 내방하였을 때는 언제나 첫날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전 홍보․마케팅 대상자를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사전 홍보․마케팅을 통해 초청한 바이어가 부스에 내방할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부스 운영요원은 마케팅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한 후 가급적 바이어의 'Full Name'과 회사명을 말하며 반갑게

맞아 주어야 한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이어에게는

깊은 감명을 줄 수도 있으며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 특히, 기존 거래선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참가

업체들의 경우 박람회 참가시 ‘자신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신규 바이어를 찾느냐’며 불쾌해하는 바이어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기존 거래처에 대해 지역별 거래조건 등

충분히 협의하거나 혹은 기존 거래처와 공동으로 ‘상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현장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방법이다.

■ 적격한 부스 운영요원을 선발, 파견하여야 한다

◦ 누구를 박람회 현장에 파견하여야 할지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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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 파견하여야 한다.

첫 인상이 좋고 사교성이 뛰어나며 현지 수출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학능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 현장 파견 운영요원은 예산을 감안하되 1인 보다는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것이 좋고 전시품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겸비

하여야 한다. 특히, 운영요원 파견은 Business를 위한 파견이지 절대

위로성 출장에 가까운 파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현장 파견요원은 명함, 상담자료, 초청 대상자, 홍보자료, 전시품

선적서류, 기타 관련 서류 등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부스 운영요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세일즈 요원’이다

◦ 현장에 파견된 운영요원은 부스를 책임지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 부스 운용요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박람회 시작 30분전에 내방객 맞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비즈니스 정장 등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 주변 부스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항상 웃는 표정을 지어야한다.

․ 부스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뱃지(Badge)는 잘 보이도록 한다.

․ 명함, 펜, 메모지, 음료수 등 원활한 바이어 상담 준비를 한다.

․ 방문객의 완전한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소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부스는 비우지 말아야 하며 전시회가 완전히 종료 후 뒷정리를 한다.

․ 부스에 앉고, 읽고, 담배 피우고, 먹고 마시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 부스 동료들과 모여서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부스에 방문객이 있을 때는 절대 전화 통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 현장 운영요원은 철저한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 현장 파견 운영요원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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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요원 출장일정을 확정하고 지정 여행사를 통해 호텔 및 항공

예약, 여권, 비자 신청을 한다.

․전시품 선적현황, 전시품 리스트, 상품의 주요 특징 등 상담 자료를

준비하고 전시품 통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사전 홍보․마케팅 대상자를 확정하고 미팅 약속 체크 등 현지 방문자

및 상담 일정을 확인한다.

․통역, 뱃지(Badge), 비품 등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통역요원을

고용할 경우 자사 상품의 특징 등 통역요원 교육 자료를 만들어

부스 현장에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만일 운영요원이 2명 이상의 팀으로 구성되었다면 직원간의 업무

분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할 제품들을 잘 검토하고 세일즈

방안에 대해서 준비한다. 가능하다면 표준화된 세일즈 매뉴얼을

만들어 팀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수 있다.

․명함, 선적서류, 홍보물,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ISO 및 HACCP 등

국제 인증서류, 상담일지 등 현지 상담 자료를 점검하고 준비한다.

․시음․시식행사시 필요한 도구, 샘플 등을 점검․확인한다.

․수출 관련부서, 운영요원 합동 세미나 등 효과적인 수출상담 기법에

대해 연구하거나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현장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파악하여 예산 계획을 세우고

환전, 카드 사용 등 자금 운용 계획도 세워야 한다.

■ 효과적인 ‘상담기법’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 수출상담은 참가업체가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이다.

상담자의 직위나 의사결정권 여부, 혹은 경쟁자, 단순 유통업자

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바이어를 가장한 현지 경쟁업자가

정보획득을 주목적으로 방문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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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운영요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 상품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바이어의 의견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지시장의

판매 현장에 있는 바이어의 의견은 살아있는 정보인 것이다.

◦ 자사 상품을 설명할 때에는 상품의 특징, 장점 등을 자신감 있게

설명하여야 하며 가급적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특히,

자사 상품을 설명할 때는 ISO, HACCP와 같은 국제 인증서류나

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 샘플, 팜프렛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바이어가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상담일지를 만들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바이어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 고객별 요구 사항에 대해 최대한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 고객 상담일지 견본

 no.  ○○○○○ 박람회  Date   .   . 

�성명 : �상담수량 :

�직책 : �상담가격 :

�회사 : �구매시기 :

�주소 : �후속조치 :

�전화 : �상담내용 :

�팩스 :

�이메일 :

�관심제품 :

�상담자 :

■ 효과적인 시음․시식 행사는 최고의 현장 홍보활동이다

< 시식용품은 위생적이고 안전하여야 한다 >

◦ 품목에 따라 적정량을 산정하여 준비하되 최고의 품질을 엄선한다.

◦ 현장에서 취급하기 쉽게 단위별(500g, 1kg등)로 소포장하여 준비하고

가급적 개인 시식이 가능하도록 낱개로 소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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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위주의 낱개 소포장을 준비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일회용 스푼,

젓가락 등 시식도구를 함께 포장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 단위별(500g, 1kg등)로 소포장할 시 개봉부위를 깔끔하게 실링 처리하여

청결감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20kg, 30kg단위의 비위생적인 대용량 벌크포장은 피해야 한다.

< 시식도구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 시식도구는 품목에 따라 준비하되 철저하게 개인용으로 준비한다.

◦ 열기구 사용시 소화기 설치 등 주최측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쑤시개, 두루마리 화장지 등 비위생적인 도구 사용은 피한다.

◦ 해외 현지에서 시식도구 준비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국내에서 철저히 준비한다.

◦ 주요 준비 도구는 1회용(1인용) 접시, 컵, 포크, 스푼, 장갑(비닐), 티슈,

냅킨, 물, 쓰레기통, 쓰레기봉투, 물 끓이는 전기포트, 전기쿠커, 냄비,

식도, 오프너, 쟁반, 앞치마 등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다.

< 시음․시식대는 별도로 설치한다 >

◦ 전시대와는 별도로 분리된 시음․시식대와 홍보물 비치대를 설치하여

상품의 포장, 상품의 맛, 홍보물이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시각, 미각을

자극하여 최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식 동선을 확보한다.

8. 사후평가․관리

■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박람회 참가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박람회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박람회를 준비해야 한다. 박람회

참가 결과를 평가해보고 사후관리를 준비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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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첫 단계는 박람회 사전준비, 현장운영, 상담결과 등을

토대로 성과를 얻은 박람회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 상품에 대한 반응과 문제점, 개선점을 도출해 내고 바이어 의견

반영, 경쟁 제품의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 박람회 성격, 바이어 상담결과, 관람객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표 수립시 세웠던 계획과 비교를 통해 성과를 측정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담결과와 내방객 수, 확보된 바이어리스트의 수준 등을

계량화하여 핵심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참가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박람회 선정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관람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주요 관심사, 상품

반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해 재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다음 박람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박람회 참가 성과분석을 토대로 자사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목표 수립을 통해 다음해 박람회 참가

전략을 수립한다. 철저한 준비가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 박람회를 통해 연결된 바이어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바이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바이어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 바이어 상담일지를 토대로 바이어 정보를 정리한 후 일정한 기준을

세워 바이어를 등급별로 분류한다. 바이어 상담 시 상품에 대한 반응,

적극성, 신뢰도를 중심으로 일정한 등급을 주어 분류한다. 특히, 바이어의

역할이 구매 의사결정에 얼만큼 작용을 하는지 여부를 세심히 관찰

하여야 한다. 이는 구매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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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면 최우선적으로 접촉하여야 한다.

◦ 바이어 등급별 구분이 이루어지면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바이어의 등급이

낮은 바이어라 할지라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자사

상품에 대해 반응을 보인 바이어들과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여야

한다. 계속적으로 박람회 참가시 초청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바이어에 대한 대응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상담 바이어들의 요구조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샘플

발송 등 자신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바이어들은 호의

적인 반응을 보인다. 바이어가 요청한 정보를 빨리 보내주면 바이어는

상품에 대한 반응을 빨리 보내 온다. 가장 유망한 바이어를 먼저 대응

하여야 시간이 단축되고 거래 성사는 쉬워진다.

◦ 바이어와 후속 조치가 빨라지고 거래 조건이 어느정도 확정되어져

바이어를 본사로 초청하여 제품 생산라인을 직접 보여준다면

바이어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상품의 특성과 장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대방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 그러나 성급한 거래 조건 확정 등 계약 체결은 금물이며 신용조사 등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인내를 가지고 바이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바이어와의 수출을 위한 세부 협상시 잦은 거래 조건의 변경요구,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 포장표기, 현지유통을 위한 제 규정의 충족 등

많은 요구조건 등을 접하게 되며 실제 수출로 연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절대 성급하게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의

인내가 필요하다.

◦ 한번 거래가 이루어져 수출이 시작되면 바이어와의 유대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한다. 바이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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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선적시기 등을 조정하고 신상품 개발 등 더욱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장기간의 거래로 인한 믿음으로 쌓인

신용은 결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 기록으로 남긴 자료는 회사의 큰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각종 상담기록 및 바이어 리스트를 DataBase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이후에 박람회를 담당하는 직원을 위한

훌륭한 교과서가 될 것이며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 DataBase화 된 각종 정보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는 산발적으로

바이어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여주고 낭비를 줄여줄 수 있다.

◦ 기록으로 남겨져 축적된 DataBase는 값비싼 무형의 자산이며 효과

적인 활용은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 가능하다면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사내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

하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것도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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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요 업무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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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업무 Check List

 

단    계 주요 Check 사항

▶ 상품에 대한 철저한 시장 조사는 하였는가 ?

▶ 상품의 특징과 현지 시장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는가 ?

▶ 어느 특정지역(시장)에 진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는가 ?

▶ 어떤 상품을 전시할 것인가를 결정하였는가 ?

참가 목표설정 ▶ 누구를 공략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는가 ?

▶ 지역별 박람회 성격, 내방객 성향 등을 파악하였는가 ?

▶ 박람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참가 박람회를 결정하였는가 ?

▶ 박람회 참가목표 및 연간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박람회 참가목표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

▶ 박람회 참가목표에 대해 직원들과 충분히 토론하였는가 ?

▶ 박람회에 참가할 적정한 부스 크기(수)는 결정하였는가 ?

▶ 전시장 전체 도면은 확보하였는가 ?

▶ 전시장 도면에 한국관(자사부스) 위치는 파악하였는가 ?

▶ 한국관(자사부스) 부스형태와 장․단점은 파악하였는가  ?

부스형태, 선정 ▶ 주요 동선, 출입구, 특설무대 등 중요 동선을 파악하였는가 ?

▶ 한국관(자사부스) 인근에 위치하는 업체는 파악하였는가 ?

▶ 부스 위치가 동선, 경쟁사 위치에 비해 유리한가 ?

▶ 부스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였는가 ?

▶ 한국관 부스 모델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

▶ 부스 타입(기본비품)은 충분히 숙지하였는가 ?

▶ 한국관 이미지의 자사부스에 대한 검토는 하였는가 ?



- 40 -

단    계 주요 Check 사항

▶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기본 비품을 확인하였는가 ?

▶ 기본 비품중 추가로 필요한 비품은 무엇인가 ?

▶ 냉장고, 냉․온수기 등 전시품 특성에 맞는 비품이 필요한가 ?

▶ 홍보물 상영을 위한 영상 장비를 활용할 것인가 ?

비품 선정, 신청 ▶ 부스에 필요한 전력 및 콘센트는 몇 개가 필요한가 ?

▶ 현장 운영계획에 맞는 운영비품 리스트는 만들었는가 ?

▶ 신청하고자 하는 비품의 사양 및 단가는 파악하였는가 ?

▶ 비품 신청기한을 확인하였는가 ?

▶ 비품신청서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 비품 신청비용은 예산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 전시품 특성에 맞는 부스 디자인 계획은 세웠는가 ?

▶ 동선으로부터 부스가 눈에 띌 수 있는 디자인인가 ?

▶ 경쟁사와 차별화가 가능한 부스 디자인인가 ?

▶ 색상, 홍보물 구성 등 전시품이 부각된 디자인인가  ?

부스 장치디자인 ▶ 조명, 패널, 대형 이미지 배너 구성은 적절한가 ?

▶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자연스러운 동선이 구성되었는가 ?

▶ 동적인 스탠드 배너 등 관람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가 ?

▶ 홍보물의 문구는 간단 명료하고 쉽게 눈에 띄는가 ?

▶ 전시품이 돋보이도록 초가집 등 보조도구는 준비하였는가 ?

▶ 홍보물, 보조도구 등 제작기한, 가격 등을 검토하였는가 ?

▶ 사전 제작 된 준비물은 전시품과 같이 선적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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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요 Check 사항

▶ 전시품은 시장분석에 따라 현지시장에 유망한 품목인가 ?

▶ 전시품은 규격별 소포장되고 유통기한은 충분한가 ?

▶ 포장디자인은 현지어로 되었고 표기사항은 잘 되었는가 ?

▶ 현지 운영계획에 따라 전시품 선적수량은 적정한가 ?

전시품 준비, 선적 ▶ 전시품, 홍보물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포장하였는가 ?

▶ 전시품은 박스, 우든, 플라스틱박스 등으로 단단히 포장되었는가 ?

▶ 냉장․냉동제품은 충분한 드라이아이스로 잘 포장되었는가 ?

▶ 성분분석표, Invoice 등 선적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하였는가 ?

▶ 전시품 운송업체, 선적일정, 집하 장소를 확인하였는가 ?

▶ 전시품은 집하 장소에 잘 배송 되었는가 ?

▶ 전시품 통관은 완료되었는가 ?

▶ 현지 시장정보는 확보되었는가 ?

▶ 기존거래선, 신규바이어 등 바이어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

▶ 초청대상자를 확정하고 초청장은 제작하였는가 ?

▶ 부스번호 표기 등 초청장 내용은 문제가 없는가 ?

사전홍보․마케팅 ▶ 주최측으로부터 초청장, 무료입장권은 확보하였는가 ?

▶ 초청장은 바이어에게 여유 있게 발송되었는가 ?

▶ 인터넷 ‘News Letter', 이메일 등은 잘 전송되었는가 ?

▶ 기한 내에 박람회 공식디렉토리 원고를 제출하였는가 ?

▶ 전문잡지, 디렉토리 등을 검토 후 광고계획을 세웠는가 ?

▶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계획은 세웠는가 ?

▶ 현지 Press Center 비치용 보도자료, 홍보물은 준비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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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요 Check 사항

▶ 현장 운영요원의 업무분장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였는가 ?

▶ 출장일정, 항공권, 복장, 현지운영 예산은 확인하였는가 ?

▶ 명함, 상담자료, 초청자 명단, 선적서류 등은 준비하였는가 ?

▶ 통역, 시음․시식도구, 상담일지 등은 잘 준비되었는가 ?

효과적인 현장 ▶ 부스 현장에서 비품작동 등 철저히 점검하였는가 ?

운영, 상담요령 ▶ 사전에 현장에서 시음․시식행사를 시연해 보았는가 ?

▶ 부스는 항상 청결하고 내방객에 아늑한 분위기를 주는가 ?

▶ ISO, HACCP 등 국제인증서류로 바이어에 신뢰를 주었는가 ?

▶ 초청자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고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였는가 ?

▶ 자사 상품 특징을 설명해 바이어가 호감을 갖도록 하였는가 ?

▶ 바이어 성향, 내방 조건을 상담일지에 잘 기록하였는가 ?

▶ 성과를 분석하고 규모 확대, 차 년도 참가 여부를 결정하였는가 ?

▶ 상담결과, 바이어 성향, 박람회 성격을 잘 정리 분석하였는가 ?

▶ 바이어 리스트를 정리하고 등급별로 구분하였는가 ?

▶ 바이어 관심사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는가 ?

사후평가․관리 ▶ 귀국후 7일 이내에 바이어에 감사 편지를 보냈는가 ?

▶ 유망 바이어를 가려내 샘플송부 등 신속히 대응하였는가 ?

▶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를 위해 Mailing List를 구축하였는가 ?

▶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가 ?

▶ 바이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는가 ?

▶ 사진, 정보수집, 상담일지 등 모든 자료를 기록으로 남겼는가 ?

▶ 박람회 참가결과를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있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