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신청 및 문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710호(여의도동 금산빌딩)

Tel. 02-783-8261  Fax. 02-784-6810  E-mail. info@ktfairs.com

C홀

2019.11.2 (토) ▶ 3 (일)

제2전시장 5홀

2019.10.31 (목)  

문의 Tel. 02-783-8261 / Fax. 02-784-6810 / E-mail. info@ktfairs.com

www.uhak2min.com

서울부산

해외 유학·어학연수 박람회
2019 추계

KOREA STUDY ABROAD FAIR 2019 FALL

한국전람㈜는 1988년 창립된 이래 국내·외에서 B2B 및 B2C 전시회의 주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는 전시회로는 해외 유학·어학연수 박람회, 해외 이민·투자 박람회, 금속산업대전(국제 파스너&와이

어 산업전, 국제 다이캐스팅 산업전, 국제 자동차 및 기계부품 산업전, 국제 프레스&단조 산업전, 국제 튜브&파이프 산업전, 국제 

금속 도금&도장 산업전, 3D 기술 산업전, 국제 알루미늄 산업전, 국제 레이저 및 용접 산업전, 국제 펌프 기술 산업전, 국제 공구 

산업전, 국제 뿌리 산업전) 그리고 코리아 컴포짓 쇼(국제 첨단신소재 산업전)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베트남의 VIETSHIP, NEVA(러시아조선산업전), 대련의 SHIPTEC CHINA, 북경의 CIOOE+CIPPE+CM Beijing등 

해외 전시회의 한국관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각 국 대사관, 문화원, 교육진흥원, 관광청
장학제도, 비자상담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원, 전문교육기관, 

유학컨설팅

해외 유학 및 어학 분야

국내 외국어 연수기관, 교육기관 및 학원분야

해외 중·고등학교, 국제학교, 조기유학 컨설팅, 

방학캠프 프로그램 등

조기유학 및 공립, 사립 교환학생분야

사이버 어학교육, 영어교육, 어학기, 온라인 

화상영어 등

스마트 어학교육분야

해외취업, 직업교육, 인턴쉽, 워킹홀리데이, 

국비지원연수 등

해외 취업 및 직업교육분야

TOEFL, SAT, IELTS, OPIc, TOEIC(Speaking), 
G-TELP, HSK, JPT등 각종 어학시험

은행, 보험, 금융 서비스, 국제전화, 

의료 서비스, 운송 등

관련 서비스 분야

진로, 직업학교, 취업컨설팅, 국영문 자소서 및 영

어면접스피치 컨설팅, 연사 초청 강연

Study & Career Fair

www.uhak2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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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 수가 25만명에 육박하며 유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국내 유학 시장의 흐름에 힘입어, 국내 
최대‘해외 유학 · 어학연수 박람회’가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관람 포인트는 신뢰성 있는 
정보입니다.‘해외 유학 · 어학연수 박람회’는 국내에서 28년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 나라의 대
사관, 관광청 등의 후원을 받으며 공신력을 키워 왔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박람회를 신뢰하고 여기에서 받은 상담을 바탕으로 유학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박람회 참가업체의 재참가율이 80%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 · 어학연수 박람회’를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교육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대의 유학정
보 교류의 장을 개최합니다. 본 박람회를 통해 귀사의 효과적인 홍보와 더불어 유학 관련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모시는 글

유럽 국가관에 대한
관람객 관심도 대폭 증가

 
유럽국가 한국 유학생 2만명 돌파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유럽연합교육박
람회를 개최합니다. 관람객들이 유럽 
유학의 현장감 넘치는 정보를 보다 효
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박람회입니다.

영어권국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유
학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영어습득의 의지를 가진 
관람객을 만나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
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에서 만나는
다양한 단위의 관람객

의사,요리,와인,호텔경영, 항공,간호
사 등 전문직업유학과 미술, 디자인, 영
화 등의 예술유학, 석박사 프로그램과 
편입학 정보,워킹홀리데이와 해외 인

턴쉽·취업분야 등 여러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연령대와 단위의 관람객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십시오.

본 전시회의 기대 효과

세미나 안내
각 학교의 프로그램 및 업체들간의 상호의견 교류와 실질적인 광고효과를 위해 전시 기간 중 개최됩니다. 

(단, 전시참가업체에 한함)

일시 부산 2019. 10. 31(목)
서울 2019. 11. 2(토) ~ 3(일)

장소 부산 벡스코(BEXCO)  제 2전시장 5홀 내 세미나실  
서울 코엑스(COEX)  C홀 내 세미나실

내용 학교소개 및 커리큘럼 소개, 진학지도, 유학 및 해외취업안내

참가비 (부가세 별도) 시간당(50분 기준) 500,000원 / US$500 (A/V시설포함, 노트북미포함)

제49회 2019/추계

해외 유학·어학연수 박람회

전시회 개요
. 명          칭
. 기간 및 장소

. 주          최

. 홈 페 이 지

. 문          의

. 후원 및 협찬

  (예정) 

: 제 49회 해외 유학·어학연수 박람회 2019 추계 

:  부산 : 2019. 10. 31(목)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5홀

  서울 : 2019. 11. 2(토) ~ 3(일)  코엑스(COEX) C홀

: 한국전람(주)

: www.uhak2min.com

: Tel. (02)783-8261 / Fax. (02)784-6810 / E-mail. info@ktfairs.com

: 

동시개최안내

본 박람회 내 미국유학박람회 및 유럽연합교육박람회가 동시개최되며, 대사관 및 문화원등을 포함한 현지 국가의 

학교들이 대규모 공동관으로 참가하여 관람객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고 알맞은 유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국가관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The Organizer of USA Pavilion 

Homepage:  www.aief-usa.org

E-mail:  info@aief-usa.org

Tel:  951-638-3239

Address:   40485 Murrieta Hot Springs Road, 
                        B4-186, Murrieta, CA USA 92563

-The Organizer of Study in Europe

E-mail:  ktf@ktfairs.com

Tel:  +82-2-783-8261

참가신청안내

서울행사

·기본부스 : 2,200,000원│ US $ 2,750/9㎡ (면적+기본장치 제공)
·독립부스 : 1,900,000원│ US $ 2,420/9㎡ (전시면적만 제공, 최소 2부스)

부산행사

·기본부스 : 1,200,000원│ US $ 1,100/6㎡ (면적+기본장치 제공)

참가비납부

계약금 50% 납부 (참가신청 후 7일이내), 잔액 납부(19.8.31까지)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256-890002-22404

·예금주 : 한국전람(주)

부스배정 기준

·신청접수순(참가비 납입순) 신청규모 및 출품 품목을 감안하여 배정

기본부스모형

· 참가사 간판(국, 영문)       
· 바닥 파이텍스 카페트      
· 휴지통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 스포트라이트 2개
· 안내책상 1개 및 상담용 원형테이블 1개(서울)
· 안내책상 1개 및 상담용 사각테이블 1개(부산)         

· 좌, 우, 뒷면 벽체시공
· 전기소케트 1개(13Amp)
· 쇼가이드북에 참가업체 소개  
· 의자 3개

기본부스 포함사항

■ 서울행사(3mх3m) ■ 부산행사(3mх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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