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출장을 위한 첫 걸음

출장 가이드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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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cconsulting.co.kr

저희 ABC 컨설팅은 부동산 컨설팅 기업,
TG Verwaltung GmbH & Co.KG의 자회사로,
리로케이션, 비즈니스 출장서비스, 부동산 컨설팅,
조기 유학,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GREETING

저희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만의 역량과 경험 그리고 파트너쉽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저희 ABC가 고객의 성공
키워드가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독일에서의 새로운 도약,
ABC Consulting이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Daniel
Chang

기업 출장에 특화된 서비스, AB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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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BC Consulting
소개

ABC Consulting 기업 개요
ABC Consulting CI
ABC Consulting 사업 부문
ABC Consulting 조직도

고객의 성공적인 출장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경제 교류와 증진’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독일에 K-Business를 전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01 ABC Consulting 기업 개요
ABC컨설팅은 2012년 설립된 TG Verwaltung GmbH & Co.Kg의 자회사로서
구성원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독일 정착과
비즈니스를 돕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의 컨설팅 법인입니다.

2012
TG Relocation
Service 창업

2015

2016

법인공증 전문 법무법인,
Veidt Glott-Buerger
Lindner Notar-Rechtsanwalt 파트너쉽 협약

코엑스, 벡스코 ‘유학, 이민
박람회’ 참가

부동산 중개 법인, Immosearch GmbH
파트너쉽 협약

2018
부동산 전문 컨설팅 법인,
TG Verwaltung GmbH
& Co.KG 설립

2017

이민법 전문 법무법인, Michael A. Rechtsanwalt
파트너쉽 협약

기업 출장지원 서비스
사업부 신설

세무법인, Schmitt Steuerberater 파트너쉽 협약

2019
항공, 호텔 예약 전문 기업,
HR Kara GmbH 업무 협약

2020
자회사 ABC Consulting 설립
로케이션 영상 및 사진 촬영을
위한 미디어 사업부 신설

2021
조기유학 사업부 신설

독일 어학교육 전문기관,
Humboldt Institut 공식
에이전시 협약

해외근무 지원 서비스 기업,
소프트랜더스 독일 현지
파트너 협약

02 ABC Consulting CI

ABC 컨설팅 법인
[에이비씨;아베체]
알파벳의 첫 시작이자 가장 쉬운 알파벳인 ABC.
고객이 독일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첫걸음을 위해,
A부터 Z까지 차근차근히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
드리고자 하는 ABC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Academy.
Auslandsstudium(유학).
조기유학 컨설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빨강색은 열정과
결의를 상징합니다. 열정적인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ABC의 결의를 나타냅니다.

Business.
Besitz(부동산).

Conductor.
Coordination.

부동산/창업 컨설팅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파랑색은 이성과
창조성을 상징합니다.
냉철한판단으로블루오션을
찾아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유럽출장 지원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연두색은 편안함과
정신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고객의 편안한 출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BC의 각 알파벳은 저희의 주요 사업분야를 나타냅니다.
저희의 마음가짐을 3가지의 상징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03 ABC Consulting 사업 부문
개인고객 서비스

부동산

기업고객 서비스

리로케이션

조기유학

출장지원

촬영대행

• 투자 목적의 부동산 컨설팅

• 사전 답사 및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 Humboldt Institut 입학 수속

• 유럽 전 지역 방송사 촬영 대행

• 상가, 사무실 부동산 중개

• 부동산 중개 서비스

• 파트너쉽 김나지움 입학 알선

• 출장, 연수, 박람회, 방송촬영 등
출장가이드 서비스

• 주택 임대 및 매매 중개

• 차량 매매, 리스, 렌트 컨설팅

• 공항 픽업 및 에스코트

• 호텔, 항공권 예약

• 다큐멘터리, 광고, 인터뷰 등 영상

• 사업체 인수 및 수익 분석

• 각종 보험 계약 컨설팅

• 임시 숙소 섭외

• 비즈니스 전문 가이드 제공

• 현지 자료 제공과 어드바이스

• 창업 지원 서비스

• 유치원 및 학교 입학 수속

• 진학 학교 정보 제공

• 의전 차량 및 운전 기사 제공

• 특수한 전문가 또는 촬영지 섭외

• 유학생을 위한 아파트 등 소개

• 전화, 인터넷 등 생활 편의 지원

• 심층적인 진학 컨설팅

• 전문 통역과 협상 업무 지원

• 드론 영상 제작

• 단기 계약의 임시 주거지 중개

• 비자 또는 블루카드 신청 대행

• 미성년자 가디언 서비스

• 비즈니스 미팅 주선, 방문지 섭외

• 화상 회의 또는 웨비나 송출

• 영상을 통한 부동산 매물 중개

•24/7 비상 서비스

• 방학 중 돌보미 서비스

• 자료 조사, 계약서 검토 등 컨설팅

• 출장 및 연수 영상 촬영

• VIP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 전문적인 영상 및 사진 촬영

04 ABC Consulting 조직도
ABC컨설팅은 4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한 ONE-STOP SOLUTION을 제공합니다.

대표이사

사업부

담당자

리로케이션

조기유학

Daniel Chang

출장 서비스

해외 촬영

부동산
Daniel Chang

Kelly Kim

조현석

곽현우

창업 컨설팅
조시경

김민진

파트너쉽
HR 여행사

Richiard Joe

정착 서비스
Kelly Kim

II. ABC 출장가이드
Business Model

ABC 출장가이드의 주요 고객
ABC 출장가이드의 가치
ABC 출장가이드의 기업 운영 구조

고객의 성공적인 출장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경제 교류와 증진’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독일에 K-Business를 전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01 ABC 출장가이드의 주요 고객
ABC Consulting은 해외 출장이 필요한 고객 뿐만 아니라, 원청 기업, 공공 기관,
국내의 아웃바운드 여행사 등 고객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 출장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편리성
• 출장 중 안전 확보 및 심리적 안정
• 언어적 애로사항 해결

독일 출장 고객

• 협상, 미팅에 대한 부담감 해소
• 적합한 스케쥴 관리로 효율성 제고

편리성
경제성
전문성

• 자료 조사, 계약서 번역 등 컨설팅 제공
• 파트너쉽 로펌을 통한 법률(허가) 컨설팅
• 통합 출장관리 솔루션 제공

적합성

출장 목표
초과 달성

01 ABC 출장가이드의 주요 고객
ABC Consulting은 해외 출장이 필요한 고객 뿐만 아니라, 원청 기업, 공공 기관,
국내의 아웃바운드 여행사 등 고객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 파견 담당직원의 업무 편리성
• 임직원의 안전 확보
• 클라이언트(바이어) 및 공급자 발굴 기회

원청 기업

• 출장의 예산과 목적에 적합한 맞춤 견적
• 대형 여행사 대비 약 30%의 비용 절감

편리성
경제성
전문성

• 시장 동향 파악 및 비즈니스 자료 확보
• 독일 현지 기업의 노하우 및 지식 활용
• 수출입 업무 등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적합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출장 성과 극대화

01 ABC 출장가이드의 주요 고객
ABC Consulting은 해외 출장이 필요한 고객 뿐만 아니라, 원청 기업, 공공 기관,
국내의 아웃바운드 여행사 등 고객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 담당직원의 업무 편리성
• 전담 직원(OP) 배정
• 유럽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한 교섭력 확보

국내 여행사

• 독일 컨설팅 법인 보장하는 업무 신뢰성
•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과 견적

편리성
경제성
전문성

• 여행사 보험 가입 및 로펌을 통한 책임 보증
• 하청 구조 개선으로 업무 단순화, 경제성 확보

적합성

고객 로열티 제고
리스크 헷지

02 ABC 출장가이드의 가치

출장자 뿐만 아니라 파견 업무 담당자
까지 편리한 One Stop Service

경제성
전문성

현지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의 노하우와
파트너쉽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국내 여행사를 통한 출장 대비
약 20%의 비용 절감

편리성
적합성

고객의 예산과 출장 목적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02 ABC 출장가이드의 가치
With

Without ABC
스케쥴
관리

스케쥴
관리

항공
예약

항공
예약

호텔
예약

호텔
예약

렌터카
서비스

Client

렌터카
서비스

Client
가이드
섭외

자료
조사

미팅
섭외

가이드
섭외

자료
조사

미팅
섭외

출장 예정인 임직원 또는 파견 담당자는
추가적인 업무와 복잡성에 의해, 업무 효율성
하락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ABC의 서비스는
업무 일원화와 검증된 파트너쉽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 및 구매 교섭력
확보로 고객의 비용을 절감시켜드릴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 마인드로 예산을
상회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03 ABC 출장가이드의 기업 운영구조
해외 출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 파트너쉽 서비스와 법적 책임까지 ABC Consulting이 보장합니다.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ABC Consulting(이하 ABC)은 부동산 컨설팅 법인, TG Verwaltung GmbH & Co.KG(이하 TG)의 자회사 입니다.
ABC는 서비스 계약, 제공 등의 고객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모기업 TG는 고객과의 정산, 파트너쉽 관리, 법적 책임 보장, 세무 관리 등
ABC의 Control Tower 역할을 담당합니다.

Client
기업, 공공기관, 여행사, 방송사 등 고객사

업무 보고, 파트너쉽 서비스 요청
ABCConsulting
기업, 공공기관, 여행사, 방송사 등 고객사

서비스 모니터링 및 관리

TGVerwaltung
GmbH & Co.KG
기업, 공공기관, 여행사, 방송사 등 고객사

III. ABC 출장가이드
상세 서비스 안내

ABC 출장가이드의 서비스 안내
ABC 출장가이드의 서비스 예시
ABC 출장가이드의 실적

고객의 성공적인 출장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경제 교류와 증진’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독일에 K-Business를 전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01 ABC 출장가이드의 서비스 안내
• 저희 ABC컨설팅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 또는
벤치마킹, 연수, 바이어 발굴 등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럽의 동향 파악과 벤치마킹, 비즈니스 협상, 법률 등 복잡한
문제들을 저희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ABC컨설팅은 수년간의 현지 비즈니스 경험과 독일 각지의
유능한 인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출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장 동향 조사, 수출입 업무 컨설팅,
비즈니스 미팅 주선 등 One Stop Business Service를 제공하여
K-Business의 교두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 ABC Consulting의 서비스 안내
제공 서비스
• 출장, 박람회, 연수, 방송촬영 등 코디네이션 서비스
• 호텔 및 항공권 할인 예약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전 지역 출장 전문
• 전문 비즈니스 가이드 제공
• 비즈니스 통역과 협상 업무 지원
• 의전 차량 및 운전 기사 제공
• 임원 및 고위 관계자 수행 비서 업무
• VIP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 비즈니스 미팅 주선 또는 방문지 섭외 지원

최소의 비용으로,
검증된 업체와 파트너쉽,
검증된 전문 인력 Pool,
ABC만의 Know-How를 경험하십시오.

• 클라이언트(바이어) 및 공급자 발굴
• 유럽 시장 동향 조사, 서류 업무, 자료 조사, 계약서 검토 등 비즈니스 컨설팅
• 파트너쉽 로펌을 통한 현지 법률 상담

02 ABC 서비스 예시: 출장
비즈니스 출장에 특화된 전문 가이드와
ABC만의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 출장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출장관리 뿐만 아니라 확실한 객실 예약 보장과 합리적인 요금으로,
고객님께서 업무에만 역량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
•
•
•
•

기업체 유럽 출장 & 해외연수
선진기업 벤치마킹
공무 출장 지원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해외 연수
비즈니스 미팅 지원 서비스
박람회 참가 지원 서비스
이벤트, 행사 주최 등 전반적인 MICE업무

고객님의 비즈니스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했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비즈니스 가이드가
전문 분야 통역 뿐만 아니라, 자료 조사, 시장 동향 파악 등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한 것 같은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ABC Consulting의 다양한 서비스로 귀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시 내 공업 단지의
안전 시설과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TUV를 방문했습니다.
전문 분야라 통역이 어려웠을 텐데, 한국
과 독일에서 화공학을 전공한 가이드가
제공되어 원활한 질의가 가능했습니다.”
- 산업안전관리보건공단

02 ABC 서비스 예시: 박람회, 메쎄
박람회 관람을 위한 출장 뿐 아니라
참가 기업을 위한 솔루션까지 ABC가 함께합니다.
체계적인 출장관리 뿐만 아니라 확실한 객실 예약 보장과 합리적인 요금으로,
고객님께서 업무에만 역량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1:1 맨투맨 비즈니스 가이드 서비스
• 공동구매 형식의 단체 코디네이션 서비스 상품
• 고객의 예산과 일정에 맞춘 합리적인 요금
• 현지 시장 트렌드와 괄목할 만한 부스 브리핑
• 비즈니스 서류 업무, 계약서 번역 및 검토
• 수출입 관련 법률 조언 등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 고객 간 Business RelaHonship 주선
해당 박람회/메쎄에 특화되어 있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비즈니스 가이드가
전문 분야 통역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트렌드 브리핑, 박람회 참가 기업과
계약 추진 등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좀 더 저렴한 대형 트럭용 부품을 수입
하기 위해 Automechanika 메쎄를 참관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에게 여러 사정을
설명했더니, 오히려 이탈리아의 재생 부품
공장을 소개 시켜주어, 창고에 쌓여 있던
중고 부품들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박람회를 관람하는 것이 아닌, 출장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실 수 있도록!
ABC Consulting이 귀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유럽 트럭 브랜드 수리 공업사

02 ABC 서비스 예시: VIP의전
고객님의 수준에 맞춘 서비스와 컨시어지,
그리고 합리적인 요금까지. 역시 ABC 컨설팅입니다.
체계적인 출장관리 뿐만 아니라 확실한 객실 예약 보장과 합리적인 요금으로,
고객님께서 업무에만 역량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수준 높은 맞춤형 서비스
• 1:1 밀착형 의전 전문 가이드
• 고객 취향에 맞춘 고급 차량 선택 가능
• 고객의 수준에 맞춘 호텔, 레스토랑 컨설팅 및 예약 보장
•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 VIP 쇼핑 인프라 네트워크 (부커러, 루이뷔통 등)
• 비밀 유지 서약 서비스 선진기업 벤치마킹
VIP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ABC Consulting이 검증한 의전 전문가가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VIP관련 인프라 네트워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뿐만 아니라 출장 기간 내내,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후 6시 미팅이라 오전 회의 후 호텔
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전날 과로하여 늦잠
을 자게 되었는데, 가이드가 적절한 시간에
깨워주었고, 이미 직원 분들께 양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에 레드불,
커피, 피로회복제 등을 구비해 놓아 도움
이 되었습니다.”
- VIP

02 ABC 서비스 예시: 방송촬영 코디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유럽 로케이션 촬영.
촬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ABC가 도와드립니다.
체계적인 출장관리 뿐만 아니라 확실한 객실 예약 보장과 합리적인 요금으로,
고객님께서 업무에만 역량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한국 방송사, 영상 제작, 웨딩 촬영 업체 대상
• 유럽 로케이션 촬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 해외 촬영에 대한 로케이션 선정
• 연예인 및 스태프를 위한 전문 코디네이션
• 현지 스텝 구성
• 해외모델 섭외
• 전문 방송 장비 렌탈
• 촬영 허가, 드론 비행 허가 등 법률 업무 대행
• ATA 까르네(A.T.A. Carnet) 발급 및 통관 대행
• 현지만의 정보 제공과 인터뷰 섭외
• MV 촬영 감독, 해외 방송사 PD 출신의 가이드 보유
• 방송 특성에 맞는 촬영지 및 배경 컨설팅
저희 ABC Consulting은 미디어 사업부를 설립하여, 유럽 방송 촬영대행,
영상 및 사진 제작 등 미디어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Know-How와 ABC 출장가이드의 서비스를 융합하여,
고객님의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만 알고 있는 정보와 레스토랑을
제공받아, 촬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MV 촬영감독 출신 가이드 분이
계셔서 원하는 배경의 촬영지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MBC

03 ABC 출장가이드의 실적
ABC 코디네이션과 함께한 분들

파트너사

유럽 출장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Know-How,
저희 ABC Consulting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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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bc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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