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법
성공사례속 해외시장 길이 보인다

머리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62년 국가무역진흥기관
으로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수출과 국내외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속에서 해외시장의 정보를 생생히
전달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글로벌 협력을 원하는 국내외
업체들간 만남을 주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 등으로 당장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돌파구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KOTRA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출과 현지진출에 성공
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모아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업체들은 KOTRA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활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단 한번의 바이어와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KOTRA 해외 무역관인 비즈니스센타와 협력을 통
해 지속적으로 바이어와의 소통을 이끌어 나가야 수출에 성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자료가 완성되고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본사 및 국내외 무역관 직원과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 자료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10월
KOTRA 전략마케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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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법

지사화 사업을 통화 성공사례
상명이엔텍-진화하는 해외마케팅 서비스-고효율 에너지 절약상품
다솔인터내셔날-중소의료용품업체의 미국시장 진출기
동미전자-선택과 집중으로 호주변압기 시장 진출
삼성산업-시장은 공들인 만큼 결실로 보답
유니트러스트-놀이터도 수출합니다
태호기계-인도에서 중국산 가격경쟁력 극복, 품질로 기계판매
포큐텍-만나 주지도 않는 바이어와 공감대를 형성
하나로테크주식회사-수출시장 다변화 KOTRA 서비스 적격
한국씰텍-평소의 바이어 관리로 신규 거래확보
A사-기술영업이 KOTRA 마케팅과 결합
I사-지사화, 언어와 지리적 장벽을 훌쩍 넘어
J사-전략시장 집중공략으로 세계적 유통업체에 납품
K사-지사다운 지사화
K사-지사화업체는 KOTRA 보증브랜드
S사-고객관점에서 출발하는 작은 발걸음
S사-과감한 도전이 이루어낸 시장선점
S사- win-win 전략이란 이런 것
✽지사화 사업 이용안내

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진화하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 - 고효율 에너지 절약제품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주)상명이엔텍
⃞ 주 소 : 전북 익산시
⃞ 품 목 : 보일러용 연소촉진제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5. KOTRA 지원 내역
•지사화사업 지원(2006.11-현재)
- 마닐라 KBC의 필리핀 화력발전소 시장현황 정보
수집 제공
- 마닐라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화력발전소

•2006.11〜현재 지사화 사업(마닐라KBC)

방문상담 추진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지사화사

•2007.07 전북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

업 가입
- 마닐라 KBC의 수차례 방문과 끈질긴 노력에 힘입

2. 성공 사례
⃞ 금

액 : 800만불(연간 80만불)

⃞ 계약시점 : 2008년 2월
⃞ 바이어명 : G사
⃞ 국

가 : 필리핀

어 대형 화력발전소(필리핀 4대 화력발전소 중의
하나)인 Global Power Business사 발굴 및 상명
이엔텍 보일러 연소촉진제 소개
- 동남아 시개단(2007.7월)에서 만난 이후 보다 심도
있는 상담 추진을 위해 5차례 바이어 사무실 방문
- 현재 석탄보일러 운전상의 문제점 진단, 이에 적
합한 제품(촉매제) 디자인 설계, 실험 방법, 6%이

3. 성공사례 의미
KOTRA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 제품의 우수성을 앞
세워 진입장벽이 높은 필리핀 4대 화력발전소 중의 하
나인 대형 발전소에 10년간 장기공급 계약체결 도출

4. 진출시 기업 상황
필리핀 석탄보일러 및 화력발전소 시장에 대한 정보 보
유 전무10명에 불과한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해외마
케팅 역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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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연료절감 가능, 슬러지 제거, 보일러 효율성 향
상 방법 등 협의

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 2007. 11월부터 2008. 1월까지 제품 테스팅을 통
한 연료절감 여부 확인

텍의 연소촉진제가 이에 부합한 제품으로 실험결과
입증

- 2008. 2월 보일러 슬러지 제거 및 연료 6% 절감

•마닐라 KBC의 적격바이어 발굴과 헌신적인 지원,

이 가능함이 최종 검증되자 획기적 상품으로 인

그리고 KOTRA 소개에 따른 바이어의 우리기업에

식, 바이어의 수입확정

대한 높은 신뢰와 공신력이 주효

•시장개척단 참가지원(2007.07)
- 전북동남아 시개단에 참가하여 호텔 상담장에서
지사화사업을 통해 발굴된 G사와 최초 상담 추진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2008.11월 미국 화력발전협회 초청에 따라 300개 기
업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예정

6. 성공 내역(성과)
•2008. 2월 10년간 800만불(연간 80만불) 공급계약
체결
•2008. 3월 1차로 48만불 물량 선적 완료

-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계기 마련

9. 시사점
•시장개척단-지사화의 마케팅 Tool이지만 한국 제품
의 우수성을 믿고 수도 마닐라에서 200km 이상 떨

7. 성공 요인
•Global Power사측의 보일러 가동율 저하, 일산화탄
소 다량 방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던중 상명이엔

어진 곳에 위치한 전력회사를 KBC 직원들이 수차례
에 걸쳐 방문하고 실제 테스트기간에도 수시로 접촉
하여 진행사항을 파악하는 등 KOTRA 서비스의 진
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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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의료용품업체의 북미시장 진출기
1. 기업 개요
⃞ 기업명 : 다솔인터내셔날

6. 성공 내역
•2004년부터 지사화사업을 시작하여 유망 바이어를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 품 목 : 일회용 료용품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4~2007년 지사화사업 참가(워싱턴KBC)
•2008미동부의료기기전 참가
•2008플로리다국제의료박람회

2. 성공 사례
⃞ 금

액 : $163,560

⃞ 계약시점 : 2008.3
⃞ 바이어명 : S사
⃞ 국

가 : 미국

3. 성공사례 의미
중소기업의 틈새시장 공략의 성공

4. 진출시 기업 상황
제품의 실용도 및 가격적인 측면은 경쟁력이 있었으나
종업원 12명의 소규모 영세 업체의 해외마케팅 인력의
부재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

5. KOTRA 지원 내역
•바이어 및 시장 정보 제공
•전시지원 출장(뉴욕, 조지아, 플로리다)
•세일즈 출장 대행 및 지원 동행
•미국 지사 설립 사항 정보 제공

10 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발굴
- 2005년 P사를 시작으로 2007년 S사, 2008년
다른 S사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업체들과 약 49만
불 정도의 수출 성약

7. 성공 요인
•제품의 합리성 및 경제성
- 사용이 편리하고 비용효율적인 제품
•다양한 마케팅 수단의 활용
- 지사화사업을 비롯하여 신규바이어 발굴 및 기존
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관계 유지 위해 다
양한 해외전시회에 참여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기존 바이어 외에 신규바이어 발굴 및 북미지역 전체
로 시장 진출 확대
- 미국시장의 다변화와 바이어 요구사항에 즉각 대
응 위해 미국지사 설립 고려

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선택과 집중으로 호주 변압기시장 진출
1. 기업 개요
⃞ 기업명 :동미전기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 품 목 : 일반 변압기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8년 9월 현재 지사화 사업 (시드니 KBC)

2. 성공 사례
⃞ 금

액 : US$55만불

⃞ 계약시점 : 2008년6월-8월
⃞ 바이어명 : A사, E사, P사
⃞ 국

가 : 호주

3. 성공사례 의미
선택과 집중 즉, 변압기 시장을 용량별로 세분화하여
비교우위 가능한 용량의 변압기 시장에 집중

4. 진출시 기업 상황
호주의 변압기 시장은 ABB나 Wilson 등 기존업체들
이 중국이나 태국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들여오고 있어
서 가격 및 인지도 면에서 동미에게 매우 불리.
일반 변압기 제조업체중 한국에서는 선두업체의 하나
로 제품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 해외시장에 대한 정
보 및 영업력 부족으로 마케팅 활동 한계

5. KOTRA 지원 내역
•지사화 사업지원 (2006년1월-현재)
•호주의 변압기시장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

불
• 2년차 US$25만불, 3년차 US$55만불 등 지속적으
로 오더 수주액 증가
• 2009년도는 200만불 이상 수주가능 확약 (E사)

7. 성공 요인
• 시장분석을 통한 비교우위 제품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 호주 로컬제품에게는 품질 및 인지도에서, 인도
및 중국 제품에게는 가격에서 밀리는 상황에 봉착
하였으나,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통하여 품질대비
가격이 우수한 용량의 제품을 발굴하여 집중적으
로 공략한 것이 주효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 비교 우위를 가진 제품군에 집중하여 경쟁이 상대적
으로 덜 치열한 3MVA 용량 이상의 변압기 시장 집
중공략
• P사와 협력 하여, 호주 생산 업자가 하나뿐임에도
제대로 진출을 못하였던 Cast Resin 변압기의 신규
시장 개척
• 호주업체와의 Partnership 강화
- E사와 공동으로 호주 최대 전력청 중 하나인
Country Energy사의 연간 프로젝트에 공동
Vendor로 참여 하는 등 호주 업체와의 긴밀한
Partnership 강화
• 호주 AS(Australian Standard)뿐만 아니라 에너

•접촉 가능한 변압기 바이어 방문 및 유무선 접촉 병행

지 효율을 규정하는 MEPS(Minimum Energy

•관심 바이어와의 꾸준한 접촉으로 입찰정보 초기 발굴

Performance Standard) 규정에 대한 숙지

6. 성공 내역
• 2006년 1월 지사화 사업 가입 이후, 1년차 US$5만

- 특히, MEPS의 경우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의 경
우 요구사항이 까다로워 질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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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시장은 공들인 만큼 결실로 보답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삼성산업
⃞ 주 소 : 경북 포항시
⃞ 품 목 : 블록 성형용 철받침, 철재 경량 팔레트

독려 및 관련 바이어를 한국의 행사가 있을 때 집중
방한 지원 및 한국에서도 면담 성사
• 국내기업의 선적 착오 등 실수 시에는 현지에서 무
역관이 바이어와 접촉하여 문제 해결

6. 성공 내역
2007년까지는 초기 물량으로 연간 10 - 20만불 정도를
무역관의 지원하여 수출이 가능하였지만 2008년 2월
이후 바이어로부터 본격적인 신뢰를 얻기 시작하여 금
년 9월 현재 3개의 바이어로부터 총 2백만불 이상의 수
주를 달성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5년 이후 지사화 사업(쿠웨이트 KBC)

2. 성공 사례
⃞ 금

액 : US$ 2,029,788

⃞ 계약시점 : 2008. 2. 12 - 7. 6 (총 6건)
⃞ 바이어명 : N사 등 3개 바이어
⃞ 국

가 : 쿠웨이트

3. 성공사례 의미
다년간 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시장에서 안정적이
고 본격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 사업 기반을 탄탄히 함

4. 진출시 기업 상황

다양한 제품 사진

7. 성공 요인
• 제품의 우수한 품질
- 포스코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포스코의 경제적인 가격관리로 중
국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 조건을 구비
• 무역관의 철저한 지원
- 품질과 가격 조건을 갖추고 쿠웨이트 현지에서
KOTRA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바이어와 긴밀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였지만 해외 판로 개척과 바이어

관계 유지를 통해 수출기업과 무역관이 서로 협

접근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중동시장의 독특

조가 잘 이루어진 결

한 상관습으로 인해 무역관 의존도가 높은 편

5. KOTRA 지원 내역
• 2005년 이후 연간 3 -4회의 현지 출장시 무역관에
서 해당 유력 바이어를 섭외하여 면담 성사
• 바이어와 무역관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용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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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사업 추진방향
현재 수입 중인 바이어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경쟁국의
도전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유지가 관건
새로운 제품 및 모델을 개발함은 물론 인근 지역 등으
로 시장 다변화 방안 강구

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놀이터도 수출합니다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유니트러스트

5. KOTRA 지원 내역
• 지속적인 바이어 발굴과 기존의 바이어 관리를 통해

⃞ 주 소 : 전북 익산시

제품의 인지도 및 경쟁을 유발하여 올바른 제품 가

⃞ 품 목 :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교부(학습용),

격대로 공급이 가능케 중간 교두보 역할 수행

어린이 놀이방 매트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6년 세일즈 출장 서비스
•2007년 11월 지사화 서비스(마닐라 KBC)
•2008년 9월 시장개척단 참여

2. 성공 사례
⃞ 금

액 : 10만불

⃞ 계약시점 : 2007
⃞ 바이어명 : M, C, J, S 4개사
⃞ 국

가 : 필리핀

3. 성공사례 의미
• 거래 금액면에서는 타기업과 비교시 성공이라 할 수
없지만 현 시장에서 유아 문화 콘텐츠의 중심으로
활약
- 필리핀외 베트남, 호주, 싱가포르 등에 수출중
• 전략적 사업 계획을 통한 활발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업체 및 제품 인지도 향상

4. 진출시 기업 상황
동사 대표 최영승은 순수한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으
로 어린이 놀이터 장비 및 조경시설물을 제조 생산, 판

• 4회에 걸친 필리핀 출장 지원 및 사전 예약, 현장 답
사, 시장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업무 협조

6. 성공 내역
• Pangpanga시의 휴게소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 제품 특성상, 별도의 쇼룸 (Showroom) 없이도
마케팅 가능 즉, 1대만 설치되면 이후 충분한 마
케팅 샘플로 가치 있음

7. 성공 요인
• 매분기 새로운 사업 전략 수립 또는 보안을 통해 급
변하는 시장에서 빠르게 대처
• 바이어와의 유대관계를 위해 1주 2~3회에 걸친 업
무 연락으로 시장 확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 S사의 경우 유니트러스트제품(8개) 입찰에 참가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지원과 추가 프로젝트 발굴
• J사도 현지 아파트 시공업체인 ALI사가 발주하는
어린이 놀이터 설비에 대해 입찰 참여 준비중
• M사의 경우, 현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추진중
• 신규제품군인 IQ-KEY (어린이 학습용 완구)등 은
현지 홈쇼핑사와 프로젝트 진행

매하고 있는 회사인 유니온랜드(주)의 해외영업부에 근
무하다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같은 틈새시장에
수출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
2006년 2월 유니온랜드(주)에서 퇴사 후 별도 법인을 설
립하여 필리핀, 베트남시장 독점 판매 영업

마닐라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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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중국산 가격 경쟁력 극복, 품질로 기계판매
1. 기업 개요

3. 성공사례 의미

⃞ 기업명 : 태호 기계

한국 양말기계 업체의 내수시장 한계로 해외수출을 시

⃞ 주 소 : 대구 서구 중리동

작, KOTRA 지사업사업을 통해 바이어를 소개받아 신

⃞ 품 목 : Socks Knitting Machine (DL-700, 자

뢰 구축, 품질의 우수성으로 가격 경쟁력 극복하면서

동 양말 편직기)

대량 계약 체결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년 3월 1일 지사화 사업 참가(첸나이)
•2008년 1월 18-21 Garment Technology
EXPO 2008 전시회 참가

4. 진출시 기업 상황
아직까지 해외 마케팅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신규시장
진출시 항상 따라 붙는 낮은 인지도, 애프터서비스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쟁국가인 이태리

2. 성공 사례
⃞ 금

및 중국산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초기마케팅하기 어려

액 : 백만불

웠던 상황

⃞ 계약시점 : 2007.12-2008.9
⃞ 바이어명 : Sri Alamelu Ammal Mills India
pvt. Ltd.

⃞ 국

가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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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TRA 지원 내역
⃞ 전시회 지원 및 상담 지원

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Garment Technology EXPO 2008 참가

•첫 번째 Sri Alamelu Ammal Mills India pvt.

(2008.01)

Ltd. 사와의 계약은 통관절차 상의 문제로 전시회 동

- 첸나이 무역관과 대구 경북 무역관 지원으로 전

안 창고에 묶여 있던 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

시회 참가

•2008년 5월 30대( USD

- KOTRA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신뢰 있는 업체

30만 ), 8월 40대(USD 40

라는 점을 강조하여, 바이어로부터의 관심 유도

만) 수출

- 단순 전시 참가가 아닌 KOTRA에서 관련 바이

•총 공급계약은 200대로 현

어 등에게 동사의 전시회 참가사실을 알리고 초

재 인도 공장에 80대의 기

청장을 발송하는 외, 홍보자료 등을 사전 배포

계가 셋업 되었으며 나머지

하여 업계의 관심을 극대화

기계들은 올해 말 까지 선

- 전시기간중 원활한 상담과 지원을 위해 첸나이 무

적 완료 예정

역관 지사화 담당자 전시회 파견 공동상담 지원

•현재 인도 시장을 점유하고

- 특히 인도시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진 태호

있는 중국 제품과의 치열한

기계의 주력 모델 Socks Knitting Machine

경합 끝에, 오랜 경험을 통

DL - 700의 전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기술력을

한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

어필

만을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 간편하고 편리한 작동 매뉴얼을 준비, 양말 제
직기술을 잘 알지 못하면서 기술자들을 다루어
야 하는 바이어들이나 양말제조를 처음 시작하
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호응(현지 양말기계 관
련 기술자 거의 없음)

7. 성공 요인
•기술자가 아니어도 간단한 작동 매뉴얼로 손쉽게 다
룰 수 있는 제품공급
•인도와 한국과의 거리적, 문화적 차이가 부각 되지

⃞ 지사화 사업 지원 ( 2007.03 ~ 현재 )

않도록 신속히 대응

•바이어 및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태호
기계에 소개하여 바이의 관심사항을 파악. 공동으
로 바이어 지원 시스템 구축
•매주 2회이상 바이어를 접촉하여 관심사항과 요청
사항을 파악, 태호기계에 전달하여 개선
•지사화사업 참가업체로 KOTRA 무역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고, 업체의 전시회 참가지원
등의 노력으로 수출 성공

8. 시사점
•일회성 계약이 아닌 지속적인 납품 계약으로 섬유산
업의 메카인 코임바 토루(Coimbatore) 지역에 가장
큰 공장의 납품 거래처가 되었으며 향후 다른 업체와
의 거래에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
•각 산업별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 되어 있는 인도 시
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도 섬유 조합 단체 등에 홍

6. 성공 내역

보를 통한 마케팅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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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주지도 않는 바이어와 공감대를 형성
1. 기업 개요
⃞ 기업명 : 포큐텍(주)

송민석 사장이 직접 영업과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바이어들에게 어필이 높은 편

⃞ 주 소 : 인천 남구
⃞ 품 목 : HYDRAULIC HAMMER & BREAKER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지사화 가입 (2006년 9월 1일 ~ 현재)
•거래선 발굴

5. KOTRA 지원 내역
• 현지 시장동향, 경쟁업체 및 주요 타겟 바이어에 대
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포큐텍이 취해야할 로드맵
제시

2. 성공 사례
⃞ 금

액 : 138,409 USD

⃞ 계약시점 : 2008년 7월
⃞ 바이어명 : T사, T사
⃞ 국

가 :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 건설시장 호전과 외국산 의존도가 높아 시장개
척 여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크로아티아 건
설시장은 기존 업체끼리 친밀한 상호관계를 유
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제품 판매는 무리
- 포큐텍과 함께 품질, 가격 네트워크 등을 차분히
준비시켜 바이어를 조금씩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수립

3. 성공사례 의미

- 지사화 가입 후 포큐텍 송민석 사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현지 업체

꾸준한 준비, 다양한 업체 Needs 만족을 위한 노력

를 방문하여 제품 홍보에 혼신을 다하였으며, 현

유럽의 텃새, 저가제품과 경쟁을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지 업체 방문 거절도 여러 번 있었거니와 제품

진출 성공

테스트 의뢰조차 힘든 상황도 발생
- KBC를 통해 이미 현지의 상관계를 잘 알고 있어

4. 진출시 기업 상황

신규 제품이 기존의 제품을 치고 들어가기란 쉽
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유럽 제품의 텃새, 값

시장개척단, 전시회, 지사화 등 KOTRA 서비스를 적극

싼 중국, 터키산 제품과 차별화 하기 위해 송민

활용하여 여러 나라에 걸쳐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석 사장과 KBC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가격 변

2007년 백만불 수출에 성공하였고 이에 대한 자신감으

동 등을 꾸준히 업체에 전달하여 연결고리를 확

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장개척 활동을 배가

실히 만듦

제품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고 해외 바이어를 오래 만나온

16 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사화 가입 2년이 되어서야
JCB 공식 딜러이자, 크로아티아 건설 장비 최대
지원 업체로 손꼽히는 T사와 2008년 9월 포큐

7. 성공 요인
•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 및 업체 특성 파악

텍 PBS 80 (Hydrulic Hammer/Breaker)이

- 제품의 특성상 제품을 현지에서 테스트를 해야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본격

할 경우 계약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인

적으로 크로아티아 시장에 물꼬를 터는 계기가

내과 자신감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마케팅 전

마련됨

략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성공

- 그동안 세르비아에서 신규바이어를 추가하여 본
격적인 동유럽 수출 길의 문턱에 도달

- KBC와 업체에서 끊임없이 현지 타겟 바이어들
과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접촉하면서 서로의 이
해를 좁혀갈 수 있었던 것이 주효

6. 성공 내역
• 2007.06 T사 46,107 USD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 2008.01 B사 24,838 USD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명성

• 2008.04 T사 (데모 요청) 4,179 USD

이 높은 바이어로부터 신뢰와 제품 만족을 얻었기 때문

• 2008.07 T사 56,704 USD

에 앞으로 좀 더 긴밀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모든 것들

• 2008.07 T사 74,205 USD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신뢰받는 협력업체로 거

• 2008.09 T 7,500 USD 이상 세르비아

듭나기 위해 경주할 것

• 2008.09 T사 테스트 통과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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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 다변화, KOTRA 서비스 적격
1. 기업 개요
⃞ 기업명 : 하나로테크주식회사 (HANARO TECH
CO., LTD.)

⃞ 주 소 : 경남 창원시
⃞ 품 목 : 건설중장비 부품(Construction
Equipment Parts), 자동차 부품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10 AAPEX 2007 Las Vegas 참가
•2008.03 창원시 중남미시개단 참가

프라, 네트웍 부족으로 해외마케팅 활동 한계

5. KOTRA 지원 내역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AAPEX 2007 Las Vegas 참가(2007. 10)
-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시장 박람회에 자체 개발
중인 Turbo Charger를 가지고 독립 부스 개설
하여 바이어 상담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시회 참가(2008. 04)
- 2007년에 이어 창원에서 개최된 Global

•2008.04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시회 참가

TransporTech 참가하여 제품 전시 및 바이어

•2008.04 진주시 중동시개단 참가

와 상담회를 통하여 바이어들의 제품에 대한 높

•2008.09 지사화 사업(나고야, 모스크바 KBC)

은 호응도에 따라 해외시장 마케팅 본격 추진

•2008.10 진주시 수출상담회 참가

2. 성공 사례
⃞ 금

액 : 500 만불

⃞ 계약시점 : 2007년 3월
⃞ 바이어명 : V사, F사, Y사
⃞ 국

가 : 중국, 일본, 독일, 미국

3. 성공사례 의미
건설중장비 부품 전문생산 노하우로 해외 중장비 메이
커에 OEM 수출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여
건 확보

4. 진출시 기업 상황
•ISO9001(품질), ISO14001(환경), ISO18001(안전보
건) 인증서 취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
업 인증서 취득ㅇ 각종 인증서 및 특허를 취득하여
혁신적인 부품 생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부족 및 바이어 발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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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중남미 3개국 시장개척단 참가(2008. 03)
•중남미 시장의 공업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르헨
티나, 브라질, 칠레 3개국 바이어들과 상담회를 통
하여 시장 조사는 물론 유력 바이어를 발굴하여
상호 비즈니스 협력 방안 모색함과 동시에 중남미
시장 수출 판로 구축

⃞ 진주시 중동 3개국 시장개척단 참가(2008. 04)
•중동의 건설시장 성장에 편승하여 두바이, 리야드,
카이로 바이어들과 상담회를 통하여 시장 조사는
물론 유력 바이어를 발굴하여 상호 비즈니스 협력
방안 모색함과 동시에 중동시장 수출 판로구축
-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을 인정받아 유력 바이어들의
높은 많은 관심 유도
- 바이어 호응을 바탕으로 행사주관 무역관과 지
사화 사업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 모색중

⃞ 진주시 수출상담회 참가(2008. 10)
•진주시 주관 수출 확대를 위한 상담회에 해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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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실시하여 바이어와 신

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자

뢰관계 구축은 물론 수출 성과 거양

사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

- 2008년에는 러시아 바이어 4명을 초청 수출상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할 기반 마련

담회 실시 예정

⃞ 지사화 사업 지원(2007. 01 ~ 현재)
•2004년부터 해외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40개
KBC를 통하여 대륙별로 시장조사 및 분석을 마치
고 6개 무역관과 지사화 사업중

7. 성공 요인
•중장비 부품 전문생산 시스템 및 노하우 확보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여 고객이 원하는
품질, 납기, 원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생산라
인과 시스템 확보

- 2007년부터 일본지역 수출 확대를 위하여 나고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한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

야 KBC와 지사화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바이어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신용조사, 해외 시장개척단,

발굴 및 F사, Y사에 OEM 수출을 확대하고 있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수출상담회, 지사화 사업

으며 새로운 거래선 발굴을 위한 견적서 송부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사업 툴을 활용하여 적극

업무를 진행중

적 글로벌 마케팅 활동 전개

6. 성공 내역
•계약관련 주요내용
- 일본 나고야 KBC 지원으로 2007년 Y사, F사에
OEM 수출 계약
- 2008년 9월 현재까지 1억엔 이상 수출, 향후 지속
확대 예상
- 미국 시카고 KBC 지원으로 V사에 OEM 수출
- V사 미국 공장에 건설중장비 부품 공급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타켓시장 다변화 및 시장 확대
- 현재 공략중인 일본시장 이외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 확보
- 현재 계약된 바이어 이외 대형 글로벌 건설중장비
제조사와 공급계약 체결 및 기술 제휴중
•해외 조인트벤처 설립
-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

- V사 독일, 중국 공장에 굴삭기 부품 공급

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함으

- 2008년 9월 현재까지 250만불 이상 수출 하였으

로써 글로벌 마케팅 경영체계 구축

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 확대 및 수출지역
다변화 예상
•의 의
- 일회성 계약이 아닌 지속적 납품 계약으로 중국시
장과 일본시장은 물론 유럽시장과 북미시장에 수
출에 이어 중동시장, 아프리카시장, 남미시장, 오

•자사 브랜드 제품 개발
- 기존 제품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신규 자사 브랜
드 제품을 개발하여 거래선 다원화 및 신규 비즈
니스라인 구축
•글로벌마케팅 강화
- 글로벌마케팅 전담 인력을 충원하여 발굴 바이어

세아니아 시장도 진출할 수 있다는 자긍심 고취

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회사

- 지속적 연구 개발과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을 확

의 성장 모습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

보하여 국내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보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수출 경쟁력 극

의 의존도를 높여가는 계기 마련

대화

- 향후 기존의 OEM 비즈니스를 확대함은 물론 해
외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현지 생산시스템을 구

•향후 오사카, 모스크바, 자카르타, 시카고 KBC와 지
사화 사업을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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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의 바이어 관리로 신규 거래 확보
1. 기업 개요
⃞ 기업명 : 한국씰텍
⃞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 품 목 : 자동차용 Rubber Snubber 제품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6. 성공 내역
•자동차용 Rubber Snubber 제품 납품 계약 (연간
20만개, 6만불)
•G사와의 거래 시작으로 한국씰텍의 다른 고무 부품
(Seal 제품)에 대해서도 견적 기회

•2003 지사화 사업 시작 (디트로이트 KBC)
•2006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참가
•2006 GM-Korea Autoparts Plaza 참가

2. 성공 사례
⃞ 금

액 : 6만불

⃞ 계약시점 : 2007년 6월
⃞ 바이어명 : G 사
⃞ 국

가 : 미국

한국씰텍의 주요 생산 품목

3. 성공사례 의미
무역관의 바이어 관리를 통해 신속히 견적 기회를 포착
하고 처음 거래 액수는 크지 않지만 다른 제품에 대한
견적 기회를 가져옴으로 북미 수출에 연결고리 마련

4. 진출시 기업 상황

7. 성공 요인
•디트로이트 KBC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G사와의
관계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빠른 기회 포착
•고무제품 전문업체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안을

자동차 고무부품관련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미국, 중

제시해줌에 따라 G사에서 경쟁업체 물색과정 없이

국, 일본이 주요 시장으로 미국에는 KOTRA 지사화 부가

한국씰텍을 공급자로 선정하도록 유도

서비스인 세일즈랩을 통해 자동차용 고무 부품을 납품중

5. KOTRA 지원 내역
•2003년 디트로이트 KBC와 지사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A사와 고무 부품 거래 성약 후 납품시작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고객 서
비스 제공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지사화사업을 통해 G사와의 거래품목 다양화 추진

•2007년 KBC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G사에서 긴

•관리업체를 OEM 및 Tier 1업체들과의 행사 참가 추

급하게 디자인된 고무제품인 Snubber의 공급자를

진할 수 있는 채널로 확보하여 한국의 다른 업체들이

물색중 KBC에 입주한 한국씰텍을 소개하였고 이후

납품할 수 있는 기회 확충 (예: 디트로이트 자동차 부

거래성약을 통해 양산 시작

품박람회, Auto Parts Plaza, Conferen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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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업이 KOTRA마케팅과 결합
1. 기업 개요

5. KOTRA 지원 내역

⃞ 기업명 : A사

⃞ 지사화 사업 지원(2007.3~현재)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터키 종이컵 생산 업체들이 보내오는 인콰이어리에 의

⃞ 품 목 : 종이컵 성형기

존하던 기존 영업 방식에서 탈피, 적극적인 홍보 및 유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망바이어를 발굴을 위하여 KOTRA 지사화사업 활용

•2007.03 ~ 현재 지사화사업 (이스탄불 KBC)

6. 성공 내역
2. 성공 사례
⃞ 금

액 : USD 140,000

⃞ E 사와의 2대의 종이컵 성형기 계약 체결
(140,000 USD)

⃞ 계약시점 : 2008.4.
⃞ 바이어명 : E 사
⃞ 국

가 : 터키

3. 성공사례 의미
중소기업이라는 약점을 딛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고집
하는 터키 최대 종이컵 생산 업체에 제조기계 납품에
성공

4. 진출시 기업 상황

종이컵 성형기

- E 사는 터키 최대의 종이컵 생산 업체로서 기계 구

한국의 대표적인 종이컵 제조기계 업체로 이전부터 터

매 시 품질을 까다롭게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함.

키 업체들로부터 인콰이어리를 받았으나, 견적서 제공

- 지사화사업 가입 이후 업체와 무역관은 E사 사장

이후 교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현지 영업

과 잦은 교신을 가지며 E 사가 요구하는 제품 정

망 부재로 인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속도가 더디어 본

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밀착 지원을 수행,

격적인 진출이 어려웠던 상황

2008년 4월에 첫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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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화 가입이후 신규 바이어 발굴이 가속되자
터키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 업체 C 사
와 종이컵 인쇄기 계약 체결(40,000 USD)

⃞ 업체 담담자의 전문성
- A 사 해외영업 담당자가 기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을 보유하여 기술영업을 통해 바이어의 질문에 신
속하고 정확하게 답하는 모습에서 바이어들의 신
뢰 획득.

⃞ 무역관을 통한 현지 마케팅
- 지사화사업을 통하여“A 사의 터키 마케팅 통로는
무역관”이라는 인식을 바이어들에게 심어 신뢰도
상승에 기여
종이컵 인쇄기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 홍보 활동 강화

- 2008년 1월 KBC에서 발굴한 C사는 최근 시장 점

- 바이어 발굴이외에도 현지의 산업 잡지나 인터넷

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업체 A사 소개이후

경로를 통해 수출업체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

2008년 9월에 최종 구매 결정

함과 동시에 A/S 지원방안 강구되어야 함

- C사는 신규 투자를 통하여 생산확대 계획임에 따
라 2009년 성형기 등 추가 구매할 가능성 높음

⃞ 현지 방문 필요
- KBC에서 바이어를 발굴하여 국내업체를 소개하

7. 성공 요인
⃞ 품질
- A 사가 생산하는 종이컵 성형기 및 인쇄기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된 바 있으며 국제표준규격
에도 손색이 없는 품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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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에서 기계 계약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나 현지 출장 등
을 통하여 교신 중에 있는 바이어와의 친분 획득
관계 유지가 필요

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지사화, 언어와 지리적 장벽을 훌쩍 넘어
1. 기업 개요

‘I’
사의 경우도 헝가리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인‘A’
사

⃞ 기업명 : I사

전담 직원이 있었으나,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음. 이로 인해 계약은 이루어졌

⃞ 품 목 : Water Temp Control Assembly

으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두 회사 모두 어려움을 겪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2008.09 현재 지사화 사업(부다페스트 KBC)

5. KOTRA 지원 내역
2. 성공 사례
⃞ 금

액 : 2백만불(2008년 예상)

⃞ 계약시점 : 2007년

⃞ 상시 공장 방문 및 협조 체계 구축
•품질 문제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원
- 초기 납품시 제품에서 종종 품질 문제가 발생

⃞ 바이어명 : A사

함. 바이어의 연락을 받아 KBC에서는 체적인

⃞ 국

상확을 파악하기 위하여‘A’
사의 Gyor공장을

가 : 헝가리

방문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신속한 대처를

3. 성공사례 의미
유럽과의 거리 및 시차, 언어 등으로 인한 한국 중소기
업의 해외 마케팅 한계점을 지사화 사업으로 보완하여
수출확대 기여

취할 수 있도록 지원

⃞ 연락체계 확립
•부다페스트 KBC의 지사화 전담 요원과‘A’
사의
품질 및 구매부서 담당자, ’
I’
사의 품질부 및 해외
영업부 등 3자간에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체계

4. 진출시 기업 상황

를 확립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계 확립(컨퍼런스 콜 등)

뛰어난 제품 품질로 인하여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현지에 상주할 수 있는 인
력은 없었음.

⃞ 언어 문제 해결
•
‘I’
사는 ’
A’
사의 본사와 계약을 맺었으며,‘A’
사

헝가리 현지 공장에서는 독일어 및 헝가리어를 사용하

의 헝가리 공장에 납품을 시작하였으나, 헝가리

여 업무를 진행하는 관계로 담당직원들의 경우 영어 구

공장의 담당자들은 업무 진행에 있어 독일어와 헝

사율이 떨어짐.

가리를 사용함으로 인해 ’
I’
사는 애로사항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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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지사화 전담요원의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

7. 향후 사업 추진방향
⃞ 지속적인 지원체계 유지

6. 성공 내역
⃞ 신뢰도 상승
•KOTRA라는 공기업의 이미지,‘I’
사의 우수한 품
질로 인하여 해당 바이어의 신뢰도가 상승

⃞ 원활한 제품 공급으로 인한 공급량 확대
•지사화 사업을 시작한 2007년 3월 이후 약 100만
불이었던 공급량이 상호간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2008년에는 약 200~250만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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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지원에 두 업체 모두 상당한 만족을
하고 있지만 한국 수출업체의 보다 다각적인 고객
만족 서비스 필요

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전략시장 집중공략으로 세계적 유통업체에 납품
1. 기업 개요
⃞ 기업명 : J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 품 목 : 코인티슈, 밀폐용기

5. KOTRA 지원 내역
⃞ 시장 및 바이조사 실시
• 2006년 5월, 2008년 8월 홍콩지역에 시장 및 바
이어 조사 실시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6년, 2008년 시장 및 바이어 조사
•2006.05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 해외 시장개척단 참가
• 2006년 6월 중국 IT.CT 시장개척단 참가

•2006.11 홍콩미용박람회 참가
•2008.00 현재 지사화 사업(홍콩 KBC)

⃞ 전시회 참가 지원
• 홍콩미용박람회(2006.11) : 홍콩무역관 지원의

2. 성공 사례
⃞ 금

액 : 수출액 : 연 50만불 내외

박람회로 홍콩시장 개최행사 최초 참가

⃞ 지사화 사업 지원(2006.6~현재)

⃞ 수출국가 : 멕시코, 캐나다, 독일, 미국, 홍콩 등

• 홍콩 주요 체인 스토어와의 계약체결 및 수출추진

⃞ 바이어명 : 미국(Q사), 캐나다(W사) 등

• 시개단, 박람회 등을 통하여 발굴된 홍콩 소재 바
이어 관리로 미국, 캐나다, 독일, 멕시코 등지로

3. 성공사례 의미
한 개 지역(홍콩)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개척을 통한
글로벌 유력바이어 및 유통기업 납품성공

수출 중

6. 성공 내역
⃞ 계약관련 주요내용

4. 진출시 기업 상황
설립 초기 열성적인 시장개척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TV 홈쇼핑업체인 Q
사, 캐나다 바이어를 통하여 세계적인 유통업체
W사 등과 계약 체결

개척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해외

- 또한 홍콩 유수 체인스토어인 J사, P사등과도 계

마케팅 활동 한계.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지자체에

약이 체결되어 기존 J사의 제품을 포함하여 국내

서 지원하는 통상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여타 업체의 제품도 홍콩시장 납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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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컨테이너 베이스로 10여개 납품 중이며 향후
최대 연간 40컨테이너로 확대 예정

7. 성공 요인
•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공격적인 사전 현지마

⃞ 의 의
- 회사 초창기에 해외시장개척 노하우가 부족한 시

케팅 및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 시장진출을 위하여
지사화사업 가입

기에 효과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KOTRA

- 조사대행,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등 다양한

를 접촉, 조사대행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인 사업추

KOTRA 해외마케팅 사업 툴을 활용, 공격적 마케

진하여 소기의 성과 달성

팅 활동 전개

- 세계적 유통업체가 집결된 홍콩을 통해 세계시장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바이어관리 및 시장개척을

을 공략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타겟 바이어를 집중

위하여 지사화사업을 가입하여 지속적인 홍콩시

적으로 공략하면서 비록 계약에 이러기까지 3년

장 진출 교두보 마련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전세
계로 수출하는 계기 마련
- 홍콩 KBC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신규 바이어발굴 및 기존 바이어 관리에 효과적으
로 활용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 타켓시장 다변화 및 시장확대
- 현재 공략중인 홍콩시장 이외에도 2009년도에는
중동 및 CIS지역으로 진출할 계획
- 시장 다변화시에는 이전보다 훨씬 계약에 이르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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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다운 지사화
1. 기업 개요

4. 진출시 기업 상황

⃞ 기업명 : K사

소량 다품종 군에 속하는 제품으로 해외 고객사들의 다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한 제품사용 환경의 파악과 시장 정보의 수집, 잠재

⃞ 품 목 : 도료 제조용 원료 및 첨가제

바이어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쳐 수출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을 추진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

•2006, 2007, 2008년 지사화사업 (광저우 KBC)
•2008년 서유럽 시장개척단

5. KOTRA 지원 내역
•상시적인 시장조사를 통한 잠재 바이어의 발굴

•2008년 동유럽 시장 개척단
•2008년 시장조사 및 해외출장 지원

•샘플제공과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출장 동행과 통역지원
•정기적인 출장시 동행 지원
•주간 마케팅 결과 및 바이어 동향 보고서 제출

RHEOTHIX SG-720

RHEOTHIX SG-510

6. 성공 내역
•10개 신규 바이어 발굴(주기적으로 주문을 확보 할
수 있는 업체 기준)
•대중 수출실적 : 2006년 1,409,960 USD, 2007년

RHEOTHIX SG-540

2. 성공 사례
⃞ 금

RHEOTHIX SG-520

액:

⃞ 계약시점 : 2006년 2월 - 현재
⃞ 바이어명 : C사, W사, D사, S사 등
⃞ 국

가 : 중국(광동, 상해지역)

3. 성공사례 의미
K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전형적인 소량 다품종 군에 속
하는 제품으로 바이어의 발굴과 판촉에 고도의 전문성
을 요구하고,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해외시장 진출 애로
KOTRA의 지사화 사업을 활용 성공적인 시장 진출은
물론 지속적이고 안정적 주문 확보
현재는 KOTRA 광저우 KBC의 적극적인 협조로

1,720,580 USD, 2008년(추정) : 2,084,992 USD

7. 성공 요인
•KOTRA 지사의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 (바이어 발굴,
출장 동행 등)
•고객의 상이한 품질 요구와 사용 환경에 대응하는 수
준의 오더 개발 및 테스트 추진
•경쟁사 동향의 밀착 파악과 가격 정책의 유연성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중국 북부 지역에 대한 마케팅 강화로 수출량 증대
•지사화 이외 KOTRA 사업 추가 참여(China Coat
전시회 등)를 통한 시장 확대
•주기적인 방문과 경쟁사 활동의 분석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기존 바이어의 이탈방지

Customer Service와 업체별 물량증대 유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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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화업체는 KOTRA 보증브랜드
1. 기업 개요
⃞ 기업명 : K사

4. 진출시 기업 현황
•K사는 한국에서 LG, 애경 등 화장품회사에 샴푸, 린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스, 헤어케어 제품용 계면활성제, 플리머, 방부제, 수

⃞ 품 목 : 샴푸.린스 원료, 메니큐어등 화장품 원료

지 등을 공급하면서 화장품 원료분야 전문기업으로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

•2005년 9월 ~ 2008년 10월 지사화사업(뉴욕
KBC)
•2005년 7월 ~ 2009년 6월 지사화 사업(암스텔담
KBC)

2. 성공 사례
⃞ 금

액 : 50만불

⃞ 상담시점 : 2007년도 12월

•그러나 해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으며, 2005
년도 미국 시장 개척당시 에이젼트를 통해 소량 공급
중이었음.

5. KOTRA 지원 내역
•바이어 발굴, F/Up 및 성약실현
- 미 다국적 화장품 기업(J사) 임원과의 미팅 주선

⃞ 바이어명 : J 사(화장품다국적기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개별마케팅을 통해서는 거래

⃞ 국

선 구축이 매우 어려운 다국적 기업과의 직거래

가 : 미국

실현

3. 성공사례 의미

•출장 지원 : 5회

KOTRA 지사화사업 참여 이전 직거래 없이 현지 에이

- K사의 해외 영업팀장은 매년 1~2 차례 현지 출장

전트를 통한 소량 수출에 머물렀으나 지사화사업 참가

이 있는데 출장시 뉴욕KBC 지사화(물류)사업 담

를 통해 기존 거래기업과 직거래를 실현함은 물론

당자는 사전 바이어 미팅일정 주선, 물류기업과의

2007년 말, 화장품 분야의 세계적 다국적기업(J사) 본

협의기회 조정 등 상담 기초사항은 물론 공항 픽

사와 수출계약 성공(50만불)

업, 이동 등에서 풀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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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 KBC 물류사업 담당자와 지사화기업간 긴밀한

•현재 K사는 전세계 매니큐어 시장의 시장지배적 기

의사교환 및 협의가 지사화 사업성공의 요인으로

업인 A사에 다양한 종류의 Resin 등 기초 원료를 공

작용

동개발, 공급중이며, KOTRA 미국 물류센터(뉴저지,
시카고, 캘리포니아)에 일정 재고를 보유, 현지 수요

6. 성공 내역

에 기민하게 대응

•거래가 성사된 미국의 다국적 기업 J사는 화장품 분

•뉴욕KBC 물류사업 담당자는 A사 구매담당 임원이

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다국적기업으로 동사와의

한국산 차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정기적으로 한국

거래 성약은 곧 최고 기술 수준 인증뿐 아니라 지속

차를 보내주었는데 이를 통해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적이고 안정적인 오더로 이어질 수 있어 제 3국 기업

형성되어 가격 인상이나 오더량 상향 조정을 의뢰할

은 물론 미국 현지기업도 동사와의 거래선 구축에 사

때에도 상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해줄 정도로 우호

활을 걸고 있는 상황

적인 관계를 유지

- 미국의 대형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금년중 K사는 KOTRA 뉴욕KBC 공동물류사업 참여

한 한국 중소 기업으로 부터 원료를 소싱한다는

에 힘입어 작년에 이어 약 300만불 이상의 대미수출

것이 매우 risky하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주저하는

실현 예상

것이 일반적 관행
•KOTRA 지사화사업 참가이후 신규 바이어의 발굴

7. 시사점

제공은 물론, 바이어와의 상담시 코트라 물류사업 담

KOTRA 지사화 사업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바이어의

당자가 동행, 지원함으로써 KOTRA와 한국 정부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현지 마케팅 사례

보장하는 업체라는 신뢰를 심어 준 점이 단독 추진시
2년간 만나 주지도 않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상담기
회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007년 12월 50만
불의 첫 주문을 받는 쾌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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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점에서 출발하는 작은 발걸음
1. 기업 개요
⃞ 기업명 : J사
⃞ 주 소 : 경기 시흥시
⃞ 품 목 : 축냉탑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모 우유공장 네슬레 (NESTLE)사 입찰에 낙찰됨을 근
거로 이제는 산티아고만이 아닌 칠레 여러 지방에‘J’
사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 마련

4. 진출시 기업 상황
‘J’
사는 ´91.2월 냉동설비업 제조를 목적으로 현 대표

•2006년 10월 경기도 시장개척단 참가

이사에 의해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여 ´99.9월 법인전

•2006년 11월 ~ 현재 지사화 사업(산티아고 KBC)

환 후 사업중인 2007년말 기준 총자산 2,835백만원,

2. 성공 사례
⃞ 금

액 : US$ 570,000

⃞ 계약시점 : 2008년 9월
⃞ 바이어명 : S사
⃞ 국

가 : 칠레

3. 성공사례 의미
‘J’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차량 엔진에 의한 방
식이 아닌 일반전기로 냉동기를 가동하여 냉을 축적시
키는 냉동탑을 제작한 기술혁신 기업으로 그 동안 내수
시장에 중점을 두다가 최근 해외 시장으로 시야를 넓히
게 되었음.
칠레는 육류, 과일, 수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있는 상황으로 냉동 및 냉장차 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으나 J사에게 익숙치 못한 남미 해외시장 첫 걸음은
낯선 문화와 언어 장벽이 예상외로 크게 작용
‘J’
에게 있어 지사화 사업은 정말 해외지사와 같은 역
할을 수행하여 거래성사 단계까지의 마케팅을 지원
칠레시장에서는 이미 J사가 개발한 전기충전방식 냉동
탑이 수년 전에 수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태리산이

상시종업원 20명 규모의 중소기업
동사는 자기 사업장에 기계식 프레스, 유압프레스, 절
단기, 절곡기 등을 갖추고 삼영종합기기, 삼영콜드테
크, 선경폴리우레탄 등으로부터 콤푸레샤를 비롯한 냉
동기부품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 프레스, 용접 등의 공
정을 거쳐 식품보관용 냉동장치를 제작
한국에서는 (주)롯데리아를 비롯한 식품제조 및 보관업
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03년2,151백만원,
2004년 1,424백만원, 2005년 1,529 백만원, 2006년
3,223 백만원의 매출 시현

5. KOTRA 지원 내역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
‘J’
사 제품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S’
사 고객관리
•마케팅 지원을 위해‘J’
사의 카탈로그 스페인어로 번역
•
‘S’
사의 제품 문의사항 전달 및 방문상담 지원
•
‘S’
사의 한국 방문 지원
•또 다른 바이어인‘S’
사 입찰에 응모중

6. 성공 내역
‘J’
사가 칠레시장을 접하게 된 것은 2006년 말 시장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으나‘J’
사의 제품이 칠레로 진

척단 일원으로 방문하면서부터 시작

출되면서 새로운 브랜드가 창출 되었고 또한 칠레 대규

당시 칠레시장에서는 이미 J사가 개발한 전기충전방식

30 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지사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이태리산 냉동탑이 수년 전부터 수입되어 거의 독점을

확하게 파악한 후‘J’
사를 통해 답변을 제공해 줌으로

하고 있었음

써 바이어의 불만과 의문을 해소

‘J’
사는 이미 경쟁 이태리사 제품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후 4개월즘 지났을 때‘E’
사로부터 새로운 오더를

기술, 가격 경쟁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획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E’
사의 모든 문의를 직

칠레시장 진출 기대

접‘J’
사에 전달. 이과정에서 한국과 칠레의 13시차에

‘J’
사는 시장개척단 사업이 끝나자마자 지사화 업체로

도 불구하고 매일 전화상으로 E사의 문의를 즉시 즉시

가입하여 KBC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답변해 줌으로써 동 바이어와 약 USD$ 60,000의 추

시장개척단에서 상담한 많은 바이어들이‘J’
사와 거래

가 성약을 거양

를 위해 관심을 표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기업과

‘E’
사는‘J’
사의 제품 품질과 디자인 및 기술력에 크게

10여 년을 넘게 거래해 온‘E’
사가 적극적으로 네고를

만족하여 현재 지속적인 오더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진행하게 되었고 J사는 최초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출증가가 기대

기존 수출가격보다 약간 낮게 오파하여 동 바이어와 네

최근‘J’
사는 NESTLE사 입찰 프로젝트에 참가, 낙찰자

고 3개월 단기간에 10만불 수출 성약을 거양

로 선정됨에 따라 약 USD$300,000의 추가 오더가 확정

‘J’
사는 바이어와의 장기적인 동반자 신뢰구축을 위해

되자 2008년도 수출실적이 2007년에 비해 약 3배로 증가

무엇보다 고객관점에 기준을 두고 기술지원 서비스 및
부품을 지원 해 주시기로 하였으며 또한 제품이 칠레에
도착되는 시점에 맞추어‘J’
사 이사님이 직접 칠레를
방문하여 바이어의 제품조립과 사용에 대해 자문서비
스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
‘J’
사는 E사가 원하는 제품 사양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전달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
상을 확고하게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됨
첫 오더 제품이 칠레에 도착하였을 때 바이어가 전혀 신경
쓰지도 못한 제품 조립을 위해 사용되는 공기구와 교체부
품을‘E’
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 E사는 다시 한번 좋은
파트너라는 인상을 가지게되어 더욱 신뢰가 쌓이게 됨
어쩌면‘J’
사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
까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상품을
구매하는 바이어의 관점에 맞추어 우수한 품질, 서비스
및 제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7. 성공 요인
J사의 칠레시장진출에 무역관의 노력도 많았지만, 무엇
보다도 고객에 향한 진성냉기산업(주)의 끊임없는 관심
과 열정, 정성 어린 격려와 배려 그리고 장기적인 동반
자 관계구축을 위해 바이어가 만족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 바로 성공적인 결과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성공을 향해 내딧는 작은 발걸음

현재‘J’
사의 바이어‘S’
사는 올해 안으로 남미 페루에

제품 조립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2주일에 한번씩 바이

냉동 및 냉장탑의 조립공장을 세울 계획

어에게 연락하여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바이어들은‘J’
사의 물품이 페루지역에도 공급될 수 있도

‘E’
사의 기술적인 문의는 직접 바이어를 방문하여 제

록 협조하고 있으며, 칠레 자유무역지대 이끼께

품 교육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바이어의 문의사항를 정

(IQUIQUE)를 통해 중남미 인근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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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도전이 이루어 낸 시장선점
획

1. 기업 개요
⃞ 기업명 : S사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 품 목 : LED형광등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8.09 현재 지사화 사업(오사카)

2. 성공 사례
⃞ 금

액 : 약 1백만불

⃞ 계약시점 : 2008년 8월
⃞ 바이어명 : C사
⃞ 국

가 : 일본

3. 성공사례 의미
타겟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 벤쳐기업 특유의 빠
른 판단이 일궈낸 성공 사례

디자인 한정 독점판매계약 체결 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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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홍보용 팜플렛(C사 제작)

4. 진출시 기업 상황

제품 사진

•의의
- LED형광등 시장은 일본에서도 시장 형성이 되지

해외영업인력의 부재로 인해 해외수출경험이 전무

않아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리스크를 두려워 하
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 개발에 착수한 S사의 판

5. KOTRA 지원 내역
⃞ 지사화 사업 지원(2007.10~현재)
•바이어인 R사와 LED모듈 관련 제품 총대리점 계

단은 시장선점이라는 결과 도출
-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며, 일본만이 아
닌 북미, 유럽까지 수출 다변화 예정

약체결
•바이어인 K사와 기밀유지계약 체결
- 현재 K사 측에서 신제품개발을 목적으로 K사
소속 기술자를 S사에 파견 예정. 기술협의 후,
생산부문을 S사에서 담당 할 예정
•바이어인 C사와 LED형광등 디자인한정 독점판매
계약체결

7. 성공 요인
•빠른 제품개발
- S사의 기존주력제품인 LED모듈은 저가격 대만
산에 밀려 시장성이 거의 없었으나, 지사화사업
담당자가 발굴 한 일본 업체의 제안으로 한 달만
에 LED형광등을 개발, 해당 디자인 한(限)해 독

6. 성공 내역

점계약 체결

•계약관련 주요내용
- C사에서 제안 한 연간 10만~15만개(약 100만 달
러) 납품계획을 토대로 첫 샘플 주문량 250개(약
2만 달러)를 C사에 납품하고, 추후 C사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납품하기로 합의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타켓시장 다변화 및 시장확대 지원
- 타겟시장 별 바이어 발굴
-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일본 내 시장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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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 전략이란 이런 것
- 일본 국내시장은 친 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있

1. 기업 개요

어 S사의 LED 형광등이 시장에 유통 됐을 경우

⃞ 기업명 : S사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계획된 홍보활동
- C사의 주요 고객은 일본의 관공서인 만큼 이 곳에
우선적으로 납품하여, S사만의 브랜드를 구축 후

⃞ 품 목 : 신발끈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5월 ~ 현재 지사화 사업 (브뤼셀 KBC)

그 납품 실적을 이용해 홍보활동 전개

2. 성공 사례
9. 시사점
•기술력과 제품개발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하는 기업

⃞ 금

액 : 약 US$ 270,000

⃞ 계약시점 : 2008년 상반기

중 상당수가 해외 마케팅 및 상담 노하우 부족으로

⃞ 바이어명 : H사

바이어에 끌려갈 수 있음.

⃞ 국

가 : 네덜란드

- 이러한 기업들이 수출자문단 등을 통해 수출절차
등 제반 지식 부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확대 필요

3. 성공사례 의미

- 중소기업들의 자금부족으로 마케팅의 일원인 해

한때 한국이 강세였던 신발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

외 홍보를 하기 어려우므로, 해외 홍보활동비 지

국, 베트남 등지로 관련회사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대표

원 제도 필요

적인 사양 산업으로 인식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격 바이어의 발굴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

4. 진출시 기업 상황
S사는 사장님과 직원 한 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
으로 사장님이 신발 및 신발 끈 산업에서 오랜 비즈니
스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제품의 품질은 우수했지만 해외
영업인력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업무를 추
진하기에는 회사의 재정여건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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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끈 샘플 사진

5. KOTRA 지원 내역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월 1,000 pairs 단위의 소량 주
문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월 평균 200,000 pairs 단

통역 없이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두 업체 사이에

위의 신발 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

서 최초 샘플 및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선적에 이르기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과 지속적인 시장확대

까지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수 차례씩 이메일과

에 힘입어 2008년말에는 월 평균 1,000,000 pairs 이

전화통화로 양측의 거래조건을 조정

상으로 수입량을 늘릴 계획

바이어가 시간에 쫓기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협상을 할

H사는 그 동안 신발에만 적용되던 브랜드 개념을 신 끈

때는 컨퍼런스 콜을 이용하여 바이어와 국내업체를 동

에 새롭게 적용시켜 성공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새로

시에 연결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를 최대한 줄이

운 브랜드에 걸 맞는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 및 샘플제

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귀가 멍할 정도까지 수화

작단계부터 S사와 긴밀히 협조한 끝에 얻은 결과

기를 붙들고 회의
필요한 경우 바이어 회사에 국내업체를 대신해 방문함
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요안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7. 성공 요인
무엇보다 한국업체의 수출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
같은 성과를 내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

6. 성공 내역

현재 EU 시장은 국가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지리적
으로 근접해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필요로 할 때 원하

H사는 스케이트 보드를 비롯한 스포츠 용품 및 스포츠

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 보유로 인한 비

패션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전문 Distributor로서 한국

용지출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높이며, 나아가 소비자들

의 신발과 신 끈 및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S사와 몇 년

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

전부터 거래중.

H사 역시 고객들이 원할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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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의 확실한 지원군, 지사화사업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노하우와 시간 및 인력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시장 조사부터 적정 바이어
발굴은 물론 수출상담과 사후 관리, 성약까지 알아서 처리해주는 해외지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사화사업은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수출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는 지사화 전담직원이 별도로 있어 1명당 5-10개의 업체를 맡아서 수출기업과 매일
매일 연락을 취하면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이 수출성약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외‘세일즈랩(Sales Rep) 서비스’
(1인사 전담지원),‘My
Office 서비스
‘(직원을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파견 근무), ’
주문형 프로젝트
‘ 등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
다.
지사화사업은 고객과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1년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최적의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의뢰해 현지 시장에 대해 세밀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처 : 정책사업팀 (전화 02-3460-7374)

‘07년중 해외무역관 전담직원 197명이 총 1,600개사 지원하였으며, ’
08년 8월말 현재 198명이
1,608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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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성공사례속 길이 보인다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광통신부품 3총사의 인도시장 진출
골든테크-중국산 저가제품 따돌린 한국 미용기기
비피더스-국산 유산균 미국 및 중국시장에 안착-미국편
비피더스-국산 유산균 미국 및 중국시장에 안착-중국편
실리텍스-특수원단으로 세계를 제패
에이아이랩-한국 중소 의료기기업체, 지멘스 히타치와 경쟁
우성진공-한국산 가격, 디자인, 품질 모두 원더풀
티씨티-시장개척단 연간 3회 이상 이용
C사-터키시장, 두드리면 열린다
F사-중남미 시장에 한국 IT 사업을!
K사-친환경 칼슘비료 기업의 유럽시장 도전
N사-시장개척단, 철저한 사전준비가 성공 지름길
✽시장개척단사업 이용안내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광통신부품 3총사의 인도시장 진출
1. 기업 개요

이 성장단계에 있는 인도시장을 개척하여 향후 시장선

⃞ 기업명 : 글로벌광통신, 웨이브시스컴,

점 효과 기대

지론테크놀로지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 품 목 : 광통신부품

4. 진출시 기업 상황

(Optical Hub for Communication

웨이브시스컴, 글로벌광통신, 지론테크놀로지 등 3사

System, Distribution Cable for Out-

는 광통신부품 제조업체로서 안정적인 내수를 바탕으

door, Lighting System)

로 수출 비중을 확대코자 노력하는 중견기업이며, 지역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전략산업진흥사업(광주 광산업)의 일환으로 KOTRA와

•2007년 11월, 광주시 인도시개단 (뭄바이 KBC)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추진하는 시장개척단, 해외시장

•2007년 11월, 해외시장조사대행 (뭄바이, 뉴델리

조사, 수출상담회 등의 해외마케팅 사업에 적극 참여

KBC)
•2007년 9월, 국제광산업전시회 수출상담회
•2006년 12월 - 현재, 지사화사업

5. KOTRA 지원 내역
⃞ 3개사 KOTRA 사업이용 내역 (2007년)

2. 성공 사례
⃞ 금

액 : 4천만불

⃞ 계약시점 : 2007년 11월

업체명

조사대행

지론테크놀러지

13

웨이브시스컴

11

글로벌광통신

6

지사화

출장지원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기타사업 사업이용횟수
6

1

1

21

3

16

6
1

6

17

⃞ 바이어명 : ClearVision Cable TV & Satellite
Equipments, IndiaKor Co., Ltd.
WRV LLC

⃞ 국

가 : 인도

⃞ 광주시 인도 시장개척단(
‘07.11.19~27)
•광통신 부품 3개사는 광통신부품의 특성상 공동상
담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광주전
남KBC에서 매년 2회 추진하는 광산업 IT벨트시

3. 성공사례 의미
미국 등 경쟁이 치열한 주력시장에서 탈피, 광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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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단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왔으며, 2007년에는 6
월 대양주 시개단, 11월 인도시개단에 참가
•11월 인도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뭄바이, 뉴델리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에서 수출상담을 진행한 결과, 뭄바이에서 웨이브
시스컴 15백만불, 글로벌광통신 15백만불, 지론테
크놀러지 10백만불 등 총 40백만불 규모의 장기

7. 성공 요인
⃞ 신흥시장 개척 목적의 시장개척단 파견

공급계약 체결함

향후 시장규모 확대가 기대되는 인도 시장을 선정,

- 동 계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KOTRA 해외

시장개척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시장선점 효

KBC에서는 바이어를 지속 관리하면서 A/S 실시

⃞ 국제광산업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
‘07.9.5)
•지론테크놀로지 등 3총사는 수출상담회 참가하여

과 기대

⃞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개
단 구성
3개사 (웨이브시스컴, 글로벌광통신, 지론테크놀로

3명의 바이어를 접촉

지) 제품의 상호 보완관계가 바이어의 구매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 통합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업체를 포함하
국제광산업전시회에 동시에 개최된 수출상담회

여 시개단 구성시 높은 성과 기대
광통신 부품업체, LED업체 위주로 시개단이 구성되
었고, 다양한 광통신 부품을 통합하여 하나의 솔루

6. 성공 내역

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업체는 시장개척단에 참

11월 인도 시장개척단에 참가, 뭄바이에서 웨이브시스

가하지 않았지만 추후 포함

컴 15백만불, 글로벌광통신 15백만불, 지론테크놀러

시개단 상담결과 상당수의 해외 바이어들은 개별 부

지 10백만불 등 총 40백만불 규모의 장기 공급계약을

품 수입보다는 완결된 솔루션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

체결

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품업체와 솔루션 업체가
공동으로 파견되는 것이 성과확대에 바람직

※ 장기 공급계약서 (웨이브시스컴, 글로벌광통신, 지론테크놀로지)

39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중국산 저가제품 따돌린 한국 미용기기
1. 기업 개요
⃞ 기업명 : 골든테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5. KOTRA 지원 내역
⃞ 조사대행 실시
•2007년 6월 조사대행 실시

⃞ 품 목 : 미용기기(헤어 아이롱)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5. 05. 시개단 참가
•2007. 07 해외시장조사대행
•2007. 07 시개단 참가

⃞ 2차례 시개단 지원
•2005년 참가(2005.5)
- 상담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호응 받았으나 현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과 상이하여 큰 성과 없
었음

2. 성공 사례
⃞ 금

액 : US$ 22,645

•2007년 참가(2007.7)
- 페루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상담 당일
US$ 22,645 계약

⃞ 계약시점 : 2007년 11월
⃞ 바이어명 : Mr. Jorge Chuy
⃞ 국

가 : 페루

⃞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개단 상담 이후 성약까지 지속적인 Follow-Up
과 After Service 지원

3. 성공 사례 의미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페루 시장에 우수 품질의 한국산
미용기기(고데기)가 저가 중국산을 따돌리고 납품 계약
체결

6. 성공 내역
•골든테크사는 2005년 한국 시장에서 호응도 높은 품
목을 가지고 페루 시장을 방문 하였으나 현지 바이어
들의 관심 저조

4. 진출시 기업 상황
종업원 30명의 미용기기 제조 전문업체였으며,

•보다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통하여 페루 여성들의
헤어 특성과 굵기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현지에 적합
한 제품을 생산 2차 방문

KOTRA 시장개척단 연간 4회 이상, 각종 시장조사, 전

•시장개척단으로 참가하면서 KBC를 통해 사전에 관

시회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해 미국과 유럽

심 업체들에게 카타로그를 전달하였고 현지 업체로

에 수출중이었으나 중남미 시장은 수출 전무

부터 관심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40 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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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와 바이어는 사전 상호 교신을 통하여 상담
일 상담 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상담 시간을

8. 시사점
제품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현지 시장 특성을 고

단축과 함께 상담 만족도 향상
•상담 이후, 한국업체와 페루 바이어는 리마 KBC

려하여 현지에 적합한 품목을 개발하여야 마케팅이 주효

A/S를 통하여 수차례 재교신하였고 거래 채결

7. 성공 요인
•리마 KBC를 통한 사전 시장조사와 함께 현지 업체에
카타로그를 전달 함으로 상담 관심 품목을 채택
•상담회 전 교신을 통하여 상담일 샘플 판매 가능성
타진하여 바이어 관심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샘플준비
•페루 여성들의 머릿결에 맞는 제품과 현지 바이어의
제품 직접 디자인,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오퍼하여
성약 가능
제품 선적서류

바이어 디자인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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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더스 국산 유산균 중국과 미국시장에 안착-미국편
1. 기업 개요
⃞ 기업명 : 비피도(BIFIDO)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 품 목 : 발효 홍삼, 비피더스 유산균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12 강원 농수산물시개단

수출 상담을 진행,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시개단
파견 후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양
- 9월말 현재까지 6천만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으
며 금년말 1억원 정도추가 수출예정
•바이어측의 신속한 제품공급 요청에 따라 현재 생산
설비 증설중임에 따라 수출증가세 지속 기대

•2008.03 강원 유럽시개단
•2008.04 강원 의료기기 북미시개단
•2008.08 춘천 바이오페스티발 수출상담회
•2008.09 강원 아시아시개단

2. 성공 사례
⃞ 금

액 : US$160,000

⃞ 계약시점 : 2008.4월
⃞ 바이어명 : Premium Research사
⃞ 국

가 : 미국

3. 성공사례 의미

4. 진출시 기업 상황

•비피도사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

•동사의 발효 홍삼은 현재 서울대에 재직 중인 교수진

별 출장을 여러 차례 추진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

에 의해 개발 된 제품으로 성능에 대한 철저한 데이

가 없었음

터를 바탕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 바이어들로부터 좋

- 미국이 워낙 넓어 지역적으로도 LA만 방문하였으

은 반응을 얻음

며, 유력 바이어와의 상담도 어려웠기 때문
•2007년 KOTRA 시장개척단 사업에 처음 참가,
KOTRA 지원 방식과 서비스 내용을 접하고 2008 미
국 시장개척단에도 참가
- KOTRA 상담 주선으로 인하여 유력 바이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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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단이라는 해외마케팅 Tool에 만족하여 총 4
회에 걸쳐 지속적 참가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강력
한 의지 표명
•해외시장 수요를 반영, 해외 영업인력을 권빈 이사 1
인에서 최근 1명을 추가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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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TRA 지원 내역

-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발로 뛰는 해외 마
케팅을 통해 성공적 진출

•미국내 건강식품 관련 유력 바이어들과 상담 주선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3개 지역을 통역원과 함
께 방문 상담

7. 성공 요인
•제품의 품질이 확실하고 이를 뒷받침한 과학적 근거

6. 성공 내역
•KOTRA를 통한 미국 시장개척
- 중소기업의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적정 바이어
소개

에도 불구 해당지역에 별도의 마케팅 Tool이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적정 바이어 발굴 및 접촉이 가장
큰 애로
•KOTRA의 유력 바이어와의 상담을 주선으로 단기간
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미국시장 진출이 가능

- 상담전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이어 신뢰성 제고

8. 시사점
•미국지역은 향후 지속적인 오더가 예상되고 있지만
생산설비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량 유지가 중요
하므로 바이어 발굴을 위해 미국 및 기타 지역에도
KOTRA 서비스 활용 희망
•원론적이지만 현지 시장 매출확대를 바이어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조사와 바이어와의 협
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
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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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더스 국산 유산균 중국과 미국시장에 안착-중국편
1. 기업 개요

이징에서 2차로 상담하여 단기간에 계약으로 이어짐.

⃞ 기업명 : 비피도(BIFIDO)

•KOTRA의 수출상담회(바이어 방한) - 시장개척단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업체 방문)으로 이어진 사업 참가로 바이어와

⃞ 품 목 : 발효 홍삼, 비피더스 유산균

Networking이 강화되자 중국시장 진출 성공이 가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능

•2007.12 강원 농수산물시개단
•2008.03 강원 유럽시개단
•2008.04 강원 의료기기 북미시개단
•2008.08 춘천 바이오페스티발 수출상담회
•2008.09 강원 아시아시개단

4. 진출시 기업 상황
•동사의 발효홍삼은 현재 서울대에 재직중인 교수가
개발한 제품으로, 성능에 대한 철저한 데이터를 바탕
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

2. 성공 사례
⃞ 금

•수출상담회와 시장개척단이라는 해외마케팅 Tool을

액 : US$150,000.00

⃞ 계약시점 : 2008년 10월
⃞ 바이어명 : Beijing Jieweikang
Shengwu Kaji Co., Ltd.

⃞ 국

적극 활용하고 현지 전문 전시회도 참가하는 등 해외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해외시장 수요를 반영, 해외 영업인력을 권빈 이사 1
인에서 최근 1명을 추가로 채용

가 : 중국

5. KOTRA 지원 내역
3. 성공 사례 의미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수출상담회
를 개최하여 상담에 임하는 경우 바이어가 국내 업체
를 5~6개사 이상을 하루에 상담함에 따라 사업 특성
상 단기간 성약은 쉽지 않음
•그러나 비피도에서는 춘천바이오페스티발 수출상담
회로 방한한 바이어와 1차 상담 및 공장견학까지 마치
고, 곧바로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하여 일주일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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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월 : 춘천바이오페스티발 수출상담회 상담주선
- 춘천에서 Beijing Jieseikang Shengwu Keju
Co., Ltd와 상담, 비피도 공장 견학
•2008.9월 : 농산물 시개단(베이징, 호치민, 오사카)
참가 지원
- Beijing Jieseikang Shengwu Keju Co., Ltd와
2차 상담 주선, 계약 내용 구두로 합의
•KOTRA 베이징무역관 계약서 작성지원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Jieseikang Shengwu Keju Co., Ltd와 계약서 작
성중, 10월중 계약 체결 예정
•첫 주문량은 완제품 유산균 비피더스 150만개 스틱
으로, 금액으로는 약 15만불 가량, 추후 1년에 600만
스틱까지 납품하기로 합의

7. 성공 요인
중국출장시 호텔에서 바이어와 상담하고 있는 장면

•제품의 품질이 뒷받침된 상황에, 아직 중국시장에 비
피더스 유산균 제품이 퍼져있지 않은 점이 성공요인
•동사의 제품을 찾는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는 대형 바

- 업체 요청으로 계약서의 중국어 번역 지원

6. 성공 내역
•바이오(건강식품, 화장품) 전문 수출상담회인“2008
춘천 바이오페스티발 수출상담회”에 참가, 중국의

이어를 수출상담회에서 만나 지속적인 상담과 무역
관의 신뢰성 지원

8. 시사점

Beijing Jieseikang Shengwu Keju Co., Ltd와 1

•회사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오더가 있을 것으로 전망

차 상담

•미국지역은 향후 지속적인 오더가 예상되고 있지만

•8월말 상담회 이후, 9월초에 계획된 농식품 시장개척

생산설비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량 유지가 중요

단에 참가하여 2차로 Beijing Jieseikang

하므로 바이어 발굴을 위해 KOTRA 서비스 활용 중

Shengwu Keju Co., Ltd와 2차 상담하며 계약과

국시장 추가 개척

관련된 내용을 구두로 협의 완료
•현재 KOTRA 베이징무역관의 도움으로 Beijing

•최근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내외 불감증 고조로 과학
적으로 입증되고 믿을 수 있는 한국산 식자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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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원단으로 세계를 제패
가능성을 열어 만성적인 대중국 식료품 의존도 제고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주) 실리텍스
⃞ 주 소 : 경북 구미시
⃞ 품 목 : Clean Room 용 의복, 소방복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6.12월 경북 시장개척단 참가
•2007.2월 ~ 현재 지사화 사업

2. 성공 사례
⃞ 금

액 : 20만불

⃞ 계약시점 : 2007.2월~2008.7월
⃞ 바이어명 : H사 등 8개사
⃞ 국

가 :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3. 성공사례 의미
스위스는 국내시장이 매우 협소하나 유럽 내 최고의 품
질만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유럽 역외 업체 및 개도국 업
체가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으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
품을 선별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개척
과거에 수출호황을 누렸던 국내 섬유 원단 및 봉재업이
중국 등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있음에 반하여 실리텍스
는 고품질의 특수원단인 Clean Room 의복, 소방복 원
단 및 완제품(부자재 포함)을 전 세계 40여국에 성공적
으로 수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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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번역을 지원하였으며 바이어에게 진행

4. 진출시 기업 상황
• 품질 : 우수
• 해외영업 인력 : 사장 (영어, 불어 구사)

상항을 지속 문의하여 실리텍스와 공유
- 스위스 소방법 바이어 외 프랑스 신규 바이어와
미팅 주선

• 당시 실리텍스는 유럽 내 다수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으나 스위스 진출은 전무

5. KOTRA 지원 내역
• 2006년 12월 11일 경북 시장개척단에 참가 취리히
KBC에서 주선한 4개 스위스 바이어와 상담

6. 성공 내역
• 실리텍스는 시장 개척단 참가 이후 주선된 바이어들
과 꾸준한 마케 팅을 위해 지사화 사업 가입

- 상담 이후 4개월만에 바이어로부터 주문 수주
- 이후 바이어에게 샘플 송부, 방문 미팅 등으로 오
• 신규 바이어 발굴과 기존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계
확대를 위해 지사화 사업시작

더를 받았으며, 바이어들로부터 꾸준한 오더 수
주중

- 2008년 3월 소방복 특수 원단 및 완제품 제조 업

- KOTRA 소개 신규 소방복 바이어와 샘플 진행 내

체 인콰이어리를 받아 실리텍스와 협의하여 여러

용과 가격 협상 등 구체적 상담결과 5만불 오더

차례 바이어와 상담

수주

- KOTRA에서는 샘플뿐만 아니라 특수 부자재의

- 이번 소방복 주문 건은 미국, 유럽 국가의 일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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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 의료기기업체, 지멘스 히타치와 경쟁
체들만이 제조하는 특수 원단을 사용, 실리텍스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케이스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에이아이랩 (AILab Co.)
⃞ 주 소 : 강원 원주시

- 동 소방복은 상.하의 1벌에 500불을 상회하며, 해
당 스위스 바이어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에서 30% 이상의 시장점유중

⃞ 품 목 : MRI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 강원 동유럽시개단
•2007 강원 의료기기 아시아시개단
•2007 원주시 아시아시개단
•2007 의료기기 입찰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7. 성공 요인
• 실리텍스는 사장이 탁월한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고,
유럽 바이어들의 성향 또한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

•2007 World Medical Plaza
•2007 시카고 RSNA 전시회
•2007 12.1~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사화사업
•2007 12.1~현재 소피아 지사화사업
•2008 강원 동유럽시개단

• 실리텍스의 주요 취급 제품인 Clean Room 의복은

•2008 강원 중남미시개단

최고의 품질과 관련 인증 취득이 있어야만 시장진입

•2008 원주시 중동시개단

이 가능한 분야로 스위스 강세인 제약, 화학 기업에

•2008 6.1~ 현재 알마티 지사화사업

수요가 많은 제품

•2008 8.1~현재 산티아고 지사화사업

• 성급하지 않고 유럽시장의 특성에 맞게 바이어로부
터 샘플 오더를 받고 거래 성사까지 최고 2년 이상
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업 마인드로 한번 거래를

2. 성공 사례
⃞ 금

•모스크바 150만불

맺으면 쉽게 공급업체를 바꾸지 않는 전략이 유럽
바이어들에게 주효한 전략 작용

액 : •부다페스트 72만불

⃞ 계약시점 : •부다페스트 08년 6월
•모스크바 08년 5월, 9월

• 지사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바이어를 발굴

⃞ 바이어명 : •부다페스트 A병원
•모스크바 F사, M사

하고 제품을 효과적으로 마케팅 지원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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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러시아, 헝가리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등의 대기업과 경쟁

3. 성공사례 의미

•제품 품질에 대하여는 자신이 있으나, 글로벌 기업에

•2007년 동유럽시장개척단 참가시 만난 바이어와 지
속적인 상담과 마케팅 활동을 거쳐 계약 달성
•오일달러 유입으로 러시아시장 전반에 경제 활성화
진척. 구매수요가 매우 높고, 자금 결재 조건이 모두

비해 회사 인지도가 낮아 세일즈에 애로
•하지만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바탕, 지난 3~4년간
KOTRA 사업을 꾸준히 참가해왔으며, 금년 들어 다
양한 실적이 나오고 있음
•1대당 가격이 50만불 가량의 고가 제품인 관계로 첫

현금일 만큼 매우 매력적
•고가 의료장비 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러시아

상담 이후 계약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

시장을 개척, 향후 지속적인 수출 기대
•현재까지 총 3대의 장비가 수출되었으며, 12월말까
지 추가 3대 장비의 수입을 오더를 받았으나 생산 여
력 부족으로 오히려 수출 시기 조절중. 브랜드 인지
도 상승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수출 예상

5. KOTRA 지원 내역
•에이아이랩은 KOTRA 강원무역관에서 2003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수출지원 사업

4. 진출시 기업 상황

에 꾸준히 참가

•에이아이랩은 국내 MRI 생산 벤처 기업이자 새로운

•시장개척단을 비롯하여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해외
전시회, 지사화사업, 조사대행, 사이버상담회 등 거
의 전 사업에 참가
•2006년까지 구체적인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2007
년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금년부
터 본격적인 수출중

헝가리 상담장면

러시아 상담장면

•이번 러시아 바이어 2개사 역시 2007년 강원 동유럽
시개단 당 시 만났던 바이어로서 지속적인 접촉으로
결국 수출 달성

6. 성공 내역

•시장별로 다양한 구매상황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잘못된 구매관습으로 유명 브랜드라도 현지 시장에
서 오히려 평판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음.
•무명의 고가 첨단제품을 바이어가 구매토록 설득하기
기술의 MRI공법으로 국제무대에서 히타치, 지멘스

위해서는 한국의 브랜드를 잘 활용하고 주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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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격, 디자인, 품질 모두 원더풀
평판을 토대로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전략이 주효

7. 성공 요인
•동사 제품은 고가장비로 상담 후 계약까지 오랜 기간
이 소요되고 있으며 구매자금과 기술적인 지원 및
A/S 등도 공급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성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동사 담당자 역시 동 사항을 인지하여 지속적이고 꾸
준히 바이어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거래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통해 수출성약의 결실을 맺게 됨
•다양한 KOTRA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같은 바이어와
의 상담을 수차례 진행할 수 있었으며, 회사 방문 등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주) 우성진공
⃞ 주 소 : 충북 청원군
⃞ 품 목 : 진공 펌프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8.8.30-9.1일 충북 구주/러시아 시장개척단

2. 성공 사례
⃞ 금

액 : 약 10만불 예상

⃞ 계약시점 : 계약 마지막 단계
⃞ 바이어명 : E, S, G사 등
⃞ 국

가 : 스위스

3. 성공사례 의미

이 함께 이뤄짐에 따라 수출 성약이 가능 (시장개척

스위스는 국내시장이 매우 협소하나 유럽 내 최고의 품

단 상담 바이어를 국내 수출상담회 초청하여 업체 방

질만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유럽 역외 업체 및 개도국

문상담, 다시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현지에서 재상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음.

담 실시 등)

우성진공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품질면에
시장개척단 주요 상담장면

•이러한 지속적인 세일즈를 통한 상담, KOTRA라는

서 까다로운 스위스 바이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세계에

국가기관의 공신력 확보 등이 성공 요인으로 판단됨

서 가장 진입하기 어려운 스위스 시장 진출의 발판 마련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러시아 시장은 오일머니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급격
히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 성약 기대
•현재 러시아 바이어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도 수
출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MRI 제작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이 애로 사항
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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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시 기업 상황
• 품질 : 우수
• 해외영업 인력 : 별도 없음.

5. KOTRA 지원 내역
시장개척단으로 참가한 우성진공을 위하여 6개 유력
바이어와의 면담을 주선 하였으며, 사전 스위스 시장
진출전략과 바이어에 대한 주요 자료들을 제공하여 상
담에 준비하게 하였으며, 바이어에게도 우성정공의 카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시장개척단 연간 3회 이상 이용
타로그를 사전에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당사자를 알고 면담한 결과 샘플 주문
등 대부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7. 성공 요인

6. 성공 내역
아직 구체적 계약금액은 시기적 촉박함으로 구체화되

•우성진공은 선진국 제품 대비 뒤지지 않는 고품질 제

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면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

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여 보수적인 스위스 바

졌고 샘플 주문 등이 구체화되었으며 일부 바이어의 경

이어들을 만족

우 올해 내 국내로 우성진공을 방문할 예정

•우성진공에 적합한 바이어를 발굴하여 면담주선한 결

우성진공은 해당 사업성과에 기인하여 취리히 무역관

과 바이어들이 모두 우성진공의 가격과 디자인, 그리

에 지사화사업 신청을 한 상태

고 품질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조만간 성과 시현 가능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우성진공에서 지사화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시개단 성과
를 추후 보다 내실화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 지원예정

동부스바동 및 동합금봉

평각선 및 에나멜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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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개요
⃞ 기업명 : T사

3. 성공 사례 의미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은 세계적인 동제련 국가로서 고부가가치 동제품

⃞ 품 목 : Copper Bus Bar, Enamelled Wire

의 중동 시장 개척의 교두보 확보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 2007.10 시카고 무역관 거래처 발굴
• 2007.10 인천서구 울산 구주 통합 시개단

4. 진출시 기업 상황

• 2007.10 대구 울산 유럽 시장개척단

아시아 및 여러 국가에 납품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동

• 2008.05 디트로이트 거래처 발굴

시장개척이 힘들었던 상황

• 2008.10 중남미 시장개척단 등

5. KOTRA 지원 내역
• 인천 서구 울산 구주 통합시개단 (2007.10)
• 대구 울산 유럽 시장개척단(2007.10)

2. 성공 사례
⃞ 금

액 : 약 월14만불

⃞ 계약시점 : 2008년 7월
⃞ 바이어명 : M사
⃞ 국

가 : 사우디 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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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시장개척단(2008. 10월 참가 예정)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터키 시장, 두드리면 열린다
6. 성공 내역
물류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 산업은 장거리 바이
어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상존

• 타켓시장 다변화 및 시장확대 지원
- 현재 공략중인 북미시장 이외에도 유럽,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 마련
- KOTRA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참가를

그동안 러시아,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작에

통해 시장 확대

편중되어 있던 바이어 분포를 중동으로 확대하는 좋은 계
기 마련

• 홍보 활동 강화
- 성공사례를 현지 주요 언론에 홍보, 기업 이미지

시장개척단 상담후 중동을 추가 방문하여 첫 Supply

제고 및 홍보 효과 극대화를 통한 마케팅 활동과

Record를 발판으로 대규모 국영 변압기 제조 기업들과의

연계 예정

미팅을 성사하면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업
체별로 샘플 테스트 중
미국, 중남미, 유럽, 아시아와 같은 메인 시장중의 하나인
중동에 진출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이 가능

7. 성공 요인
• 우수한 품질
- 현대, 효성, 두산, 삼성, 대우 및 ABB, SIEMENS,
GE, MEIDENSHA, TERASAKI, SHILIN 등 대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T사의
특징인 판단력과 기동성이 적절히 조화
•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공격적인 현지마케팅
- 해외전시회, 방문 판촉, 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해외마
케팅 사업 툴을 활용, 공격적 마케팅 활동 전개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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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시장에 한국 IT 사업을 !
1. 기업 개요
⃞ 기업명 : C사
⃞ 주 소 : 전북 익산시
⃞ 품 목 : 산업용 왁스 (폴리에틸렌 왁스, 폴리프로
필렌 왁스) - 접착제,잉크,페인트 등 다양
한 산업재 소재로 사용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8.04 시장개척단

2. 성공 사례
⃞ 금

액 : USD 105,560

⃞ 계약시점 : 2008.6

5. KOTRA 지원 내역
• 시장개척단 상담 지원(2008.4)
- 동사의 제품은 터키 관련 기업들의 상당한 반응을
얻었으나, 그 중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를 중심으
로 5개사로 선별, 상담 실시

6. 성공 내역
• P사에 폴리에틸렌 왁스 공급 계약 체결 (USD
105,560)
- P사는 원자재를 주로 터키 플라스틱 소재 가공업체

⃞ 바이어명 : P 사

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신규 공급업체 발굴을 진행

⃞ 국

하던 중, 시장개척단으로 참가한 C사와 미팅을 실

가 : 터키

✽이외 A사에도 2008.6 USD 25,198 수출

3. 성공사례 의미
지방 소재 중소기업으로 2005년 12월 설립되어, 2006
년 7월부터 본격 생산으로 개시한 신생 기업으로, 수출
마케팅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던 중, KOTRA의 시장개척단 프로그램에 참가
하여, 터키 시장 신규 진출에 성공

시하게 되었고, 시개단에 참가한 C사 대표이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계약 성사가 빨리 이루어짐
• 시장개척단 상담회에서 만난 A사에도 폴리에틸렌
왁스 공급 계약 체결 (USD 25,198)

7. 성공 요인
• 품질
- P사의 경우, 미국,대만,한국 등의 대기업과 수년

비록 소액 수출로 시작하였지만, 터키 산업 발전 단계

에 걸쳐 거래를 해온 기업인 바, 한국 C사의 품질

로 볼 때, 향후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어 수출 확대가 가

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

능할 것으로 기대

4. 진출 시 기업 상황
신생기업으로서, 해외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 보유하지 못하였고, 인콰이어리 등을 접수하여도
해외업체들과의 교신에 어려움을 겪어, 실질적인 성과
로 연결하는 데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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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권자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및 사전준비
- 양사 모두 시장개척단 상담 이전에 서로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전 커
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이사가 직접 방
문하였기 때문에, 가격,납품시기 등 중요한 부분
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짐.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 현지 마케팅 및 After Sales Service 강화

1. 기업 개요
⃞ 기업명 : F사
⃞ 주 소 : 경기 시흥시
⃞ 품 목 : 인터넷 케이블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5.04 해외시장 조사대행
•2007.07 중남미 E-TRADE상담회
•2008.05 지사화 사업
•2008.07 경기 중남미 시장개척단

광커넥터

2. 성공 사례
⃞ 금

액 : 1만불

⃞ 계약시점 : 2008년 7월
⃞ 바이어명 : M사(칠레), S사(아르헨티나)
⃞ 국

가 : 칠레, 아르헨티나

3. 성공 사례 의미
포화된 한국 IT 시장에서 고전중인 한국기업의 중남미
광점퍼코드

IT 해외 시장개척을 통해 신시장 개척

4. 진출시 기업 상황
- 향후 수요가 확대될 전망인 바, 수입업체 및 End
User에 대한 영업 관리 노력이 요구

자본금 3억원으로 2001년에 창립한 F는 FTTH(광섬유
케이블)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포화된 한국 IT
인프라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공격
적으로 추진중

5. KOTRA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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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칼슘비료 기업의 유럽 시장 도전
• 해외시장 조사대행(2005.4)

6. 성공 내역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 유망 국가의 IT 인프
라 상황 및 유망 바이어 시장 조사 실시(필리핀,
인도네시아)

• 계약관련 주요내용
- 경기 중남미 시장개척단(2008.7)중 수출 상담한

• 2007 중남미 IT/전자 사이버상담회(2007.9)

칠레의 Metacom Limitada사 및 아르헨티나의

- KOTRA 중남미 지역본부 가 주관하여 한국 IT 및

Natural Software사와 각 5천불의 수출 구매 계

전자 업체와 중남미 해외바이어간의 사이버 상담

약을 체결하여, 시개단 복귀 직후 해당바이어에

회를 실시

수출 선적

- F사는 아르헨티나와 도미니카공화국의 바이어와

- 이러한 수출 선적은 시장 테스트를 위한 초도 물

의 사이버 상담회를 한 후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이

량으로 인터넷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중남미

해와 수출가능성 확인

시장 특성 고려시, 향후 수출은 큰 폭으로 증대되
리라 예상되며 현재 월 단위 베이스로의 공급 계

• 경기 중남미 해외시장개척단(2008.7)

약 체결을 협의 중

- 미 진출 지역인 중남미 시장으로의 해외수출을
목표로 시장개척단에 참여하여 총 23개사의 중남
미(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바이와의 1:1 수출
상담
• 지사화 사업 지원(2008.5~현재)
-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 인프라 확충에 열중인 카
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해 지사화 사업을 체결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바이어 발굴 및 현지 기업과
의 파트너십 체결 등을 모색중

•의의
- 급속 발전중인 중남미 IT시장으로의 한국 IT 기업
의 시장 진출이 가능성을 확인

7. 성공 요인
• 품질 우수
- 중국산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바이어들에게 한국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이 크게 어필하여 수출 성약
으로 이어짐
• 사전 시장조사 선행
- 시장개척단 사업 이전에 사이버상담회를 통해 해
당 중남미 시장의 특성 및 수요 현황을 이해하게

56 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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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가격 및 공급 조
건을 제시

1. 기업 개요
⃞ 기업명 : K사
⃞ 주 소 : 경북 경산시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 품 목 : 친환경 칼슘 비료

• 미개척 시장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 지원 및 사업 구축
- 기존 주요 수출 거래 지역인 북미, 아시아 및 CIS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6.06 경북 유럽-CIS 시개단 참가

에 벗어나 상대적으로 미진출한 지역인 중남미 및

•2007.09 대구경북 유럽시개단 참가

중앙아시아(구 CIS국가) 위주로의 시개단 사업 추

•2008.09 현재 지사화 사업(바르샤바)

진 예정

2. 성공 사례
⃞ 금

액 : USD 12,786

⃞ 계약시점 : 2007년 12월
⃞ 바이어명 : O사
⃞ 국

가 : 폴란드

3. 성공사례 의미
식품 및 농업관련 제품에 대해 까다로운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EU 가입국(폴란드)에 수출 성사

4. 진출시 기업 상황
친환경 칼슘비료 전문기업인 K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칼슘비료의 주종인 질산칼슘염(Ca(No3)2)이 토양 내 질
소과다현상을 유발시킴으로써 칼슘결핍현상을 발생시
키는 것을 탈피할 수 있는 천연이온화 유기칼슘(칼이오)
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시작한 칼슘비료 전문기업.
동사 제품 브랜드인‘칼이오’
는 작물이 칼슘부족으로
인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
기 위하여 일반 비료와는 달리 생리적 활성칼슘 비율을
확실히 증가시킨 고농도의 액상석회 비료로서 식물생
육에 불량한 환경조건인 건조, 저온, 다습, 일조량부족,
Calio 현지어 홈페이지

폴란드 농업부 유통허가서

연약한 뿌리조건 등에 엽면 살포하면 작물의 증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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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단, 철저한 사전준비가 성공 지름길
저장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친환경제품으로 최
근 친환경, 무기농 농업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시장에

칼이오 제품 유통허가를 취득
•아울러 판촉목적으로 배포한 샘플제품에 대한 효

적합한 제품으로 평가.

능을 업계로부터 인정받아서 대형 온실농장으로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회사의 취약한 영어구사수

터 첫 번째 샘플주문과 함께 내년도 제품구매를

준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울뿐더러 EU가입국 내 제

약속받음으로써 판로개척에 성공

품판매를 위한 선결조건인 까다로운 농업시험소 테스
트 준비 미흡으로 인해 해외 마케팅 활동 한계에 봉착

•이러한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판촉활동용
3톤 추가 구매 및 내년도 성수기 대비 금년 말
컨테이너 1대 분 주문 예정

5. KOTRA 지원 내역
⃞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경북 유럽-CIS 시개단(2006.6) : 경북도청 지원의
유럽-CIS 시개단을 통해 폴란드 시장 최초 방문
•대구경북 유럽시개단(2007.9) : 2년 연속 시장개

6. 성공 내역
•주요 시험소 테스트 통과
- 폴란드 농업계에서 공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국영 농업시험소와 화훼시험소 테스트를 성공적

척단을 통해 폴란드를 방문함으로써 바이어들에게

으로 통과함으로써 제품 판매를 위한 발판 마련

신뢰감을 줄 수 있었으며 바이어들의 제품에 대한

- 폴란드 농업부로부터 유일 유통허가를 취득함에

높은 호응도를 재차 확인함에 따라 폴란드 시장

따라 거래선으로부터 신용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마케팅 본격화

판매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
•현지어 홈페이지 및 판매채널 구축

⃞ 지사화 사업 가입을 통한 밀착 지원(2007.10~

- 인터넷 상거래가 점차 확대 추세에 있음을 착안하

현재)

여 칼이오 제품 판매를 위해 전통적인 판매 네트

•시장개척단을 통해 폴란드 비료시장 진출 가능성

워크 구축과 더불어 현지어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

을 확인한 K사는 신속한 지사화 사업 참여를 통해
KOTRA의 밀착 지원지원이 가능해져 폴란드 바
이어는 신뢰감을 갖고 향후 적극적으로 관련 절차
를 진행키로 합의 도출
•바이어의 호응과 무역관의 지원에 힘입어 폴란드
농업시험소, 화훼시험소의 제품테스트에서 긍적적
의견을 받는데 성공했으며, 폴란드 농업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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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카르타 상담현장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홍보와 판촉활동을 병행

의 당도와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획기
적인 제품

•의 의
- 바이어가 자기 비용부담으로 제품 테스트 및 홍보
목적용 칼이오 제품 2톤을 구매하고 주요시험소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KBC

•적기 지사화 가입을 통한 효과적인 KBC 지원 활용
- KBC의 지원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지사화 사업
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KBC 지원 활용

의 지원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
- 지난 2년여 간의 폴란드 시장 공력을 통해 2009
년은 본격적으로 폴란드 비료시장에 진출하는 원
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단 폴란드 뿐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바이어와 장기적 공동마케팅 전략 수립

만 아니라 인근 체코,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에도

- 현재 시장 확대중인 폴란드시장에 성공적으로 안

친환경 칼슘비료제품의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

착하고 체코, 헝가리 등 주변국에 진출을 확대하

로 전망

기 위해서는 바이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기
적 공동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우수 제품을 보유한 중소업계들이 보다 효과적으

7. 성공 요인

로 KOTR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제품의 우수성
- 친환경 칼슘비료는 날로 강화되는 EU의 친환경
규제에 부합한 농업계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제품

업체와의 교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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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상담주선에서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이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고 바이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현지시장에서 어떤 바이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까? 직접 현장에 가서 바이어들을 만나면서 현지 실정을 파악하면서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혼자서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KOTRA에서는 해외시장 정보에 어두운 수출초보단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시장 조
사 및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품목별 사전 현지시장성 조사
•잠재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현지 상담회 개최
•기타 현지 체재 편의 지원
•성약가능 상담건에 대한 사후관리
‘07년 119회 3,497개사, ’
08년 8월까지
79회 729개사 이용

해외비즈니스출장
•업체별 현지 시장성 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현지 상담 지원
•기타 현지 체재 편이 지원
•성약가능 상담건에 대한 사후관리
‘07년 430건, ’
08년 8월까지 224건 지원

✽ 현재 대부분의 시장개척단은 지방자치단체나 협회/조합 등의 유관기관에서 업체를 모집해서
KOTRA가 현지 지원하고 있지만 업체 단독으로 같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실때는 KOTRA 해외비즈
니스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OTRA 본사에서는 전략분야 (자동차부품, 전자, IT, 섬유, 의료기기, 컨텐츠 등)별 유망시장이나 글로벌
바이어를 발굴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정책사업팀(전화 02-3460-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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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성공사례속 길이 보인다

전시회 참가를 통한 성공사례
미리솔라넷-세계를 놀라게 한 국내 태양전지 생산업체의 쾌거
삼일페인트-내수부진 해외시장에서 찾아라
청도정밀화학-3년간 전시회 꾸준한 참가로 타겟바이어 공략성공
D사-독일업체로부터 연구개발비와 기술협력 지원 받아 수출
한독엘리베이터-한국산 엘리베이터 카자흐스탄에 당당히 진출
P사-유망바이어 소개, 일사천리로 계약성사
✽해외 전시회사업 이용안내

전시회 참가를 통한 성공사례

세계를 놀라게 한 국내 태양전지 생산업체의 쾌거
1. 기업 개요

4. 진출시 기업 상황

⃞ 기업명 : 미리넷솔라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UMG(Upgraded

⃞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Metallurgical)실리콘을 이용한 고효율 태양전지 양산

⃞ 품 목 : 태양전지(Solar Cell)

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세계시장 진출 개시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8.06 Intersolar 2008 한국관 참가(뮌헨
KBC)
•2008.06 구주태양에너지 전략로드쇼 참가(뮌헨,
밀라노 무역관)

2. 성공 사례
⃞ 금

⃞ 전시회 참가 지원
•2008년 전략전시회로 유럽 최대 태양광박람회
‘Intersolar 2008’선정 및 한국관 최초 참가
•미리넷솔라는 2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여 KOTRA
의 해외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서비스 활용

액 : 2,550억원(6년간)

⃞ 계약시점 : 2008년 7월
⃞ 바이어명 : Solarday S.p.A
⃞ 국

5. KOTRA 지원 내역

가 : 이탈리아

⃞ 전시회 연계 로드쇼를 통한 해외마케팅 시너지
효과 공략
•
‘Intersolar 2008’연계‘구주 태양에너지 전략
로드쇼’프로그램을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사업으

3. 성공사례 의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양에너지산업의
국내 대표주자로서 태양전지 대량 수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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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획
•전시회 개최지인 뮌헨에서 세미나 참가 및 산업시
찰 지원

전시회 참가를 통한 성공사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Solarday S.p.A사
측에 2,550억원 규모의 태양전지 공급계약 체결

7. 성공 요인
⃞ 발빠른 시장진입
•고유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산업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2001년부터 태양전지 고효율
충전 시스템 연구를 시작, 2005년 미리넷솔라를
설립
•2007년 연간 생산규모 30MW의 대구 공장 완공
•2009년 생산공장 증설을 통해 연간 생산규모
150MW로 확대 예정
•국내 태양에너지산업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함

•전시회 폐막 후 정부의 태양에너지 산업 육성정책

⃞ 제품의 기술력

에 따라 향후 태양에너지 시장 확대가 유망한 이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UMG실리콘을 이

탈리아에서 현지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 현

용한 태양전지 양산에 성공하여 생산단가를 절감

지 전문기관을 통한 이탈리아 태양광산업 브리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폴리실리콘을 이용한

산업시찰 등을 지원

태양전지 수준의 고효율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시장
에서 경쟁력 확보

6. 성공 내역
•
‘Intersolar 2008’한국관 참가 및 연계 수출로드쇼
‘구주 태양에너지 전략로드쇼’
에 참가하여 독일, 이
탈리아, 스페인 등지의 다수의 기업들과 태양전지 수
출 상담을 실시

8. 시사점
⃞ 타겟 시장 선택이 중요
•널리 알려진 시장보다는 앞으로 시장확대가 기대
되는 시장을 선택

•로드쇼 밀라노 수출상담회에서 상담한 이탈리아 최

•뮌헨, 스페인 등 기존 태양에너지산업이 활발한

고의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Solarday S.p.A사에서

국가 외 이탈리아처럼 앞으로 태양에너지산업 확

미리넷솔라의 UMG실리콘 태양전지에 관심을 갖고

대가 기대되는 국가를 선별, 시의적절한 로드쇼

대구 미리넷솔라 공장 방문을 협의

파견을 통해 시장정보 획득 및 수출입상담을 지원

•2008년 7월 Solarday S.p.A 미리넷솔라 공장 시찰

함으로써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성약 확대

및 추가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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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해외시장에서 찾아라
1. 기업 개요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페인업계도 새로운 활로를

⃞ 기업명 : 삼일페인트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삼일페인트는 2006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시장개척

⃞ 품 목 : 수성페인트

에 나서 수성페인트라는 단일품목에 역량을 두고 2007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년 코트라 알마티 KBC의 지사화 사업을 병행하면서 철

•2002 지사화 사업 (블라디보스톡 KBC)

저한 시장조사와 현지법인 설립 등 진출방안 조사

•2006.10~2007.10 지사화사업 (알마티 KBC)
•2007.9 현지법인설립 시장조사
•2007.9 KazBuild 2007 참가
•2008.9 KazBuild 참가

5. KOTRA 지원 내역
⃞ 지사화 지원
한국 건축 및 건설경기가 상당히 위축되는 시점에서 러

2. 성공 사례
⃞ 금

액 : 300만불

시아를 비롯한 CIS 전역 시장개척에 나선 삼일페인트
는 카자흐스탄 건축 붐을 확인하고 현지 시장 조사와
진출전략을 위해 알마티 무역관에 지사화를 신청

⃞ 계약시점 : 2008년 9월

지사화 사업 지원은 물론 현지법인설립을 위한 시장조

⃞ 바이어명 : 삼일페인트 현지법인

사차 파견나온 삼일페인트 김응범 차장의 현지적응 및

⃞ 국

법인설립행정처리 등 알마티 KBC의 지속적인 측면지

가 : 카자흐스탄

원 병행

3. 성공 사례 의미

⃞ 전시회

건축마감재 시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 수성페인트

지사화를 통한 현지조사중 카자흐스탄 건축 붐과 시장

시장 진출

현황을 확인할만한 KazBuild (카자흐스탄 국제건축박
람회) 전시회를 소개하고 2007년 9월 동 전시회에 참가

4. 진출시 기업 상황

지사화 사업, 현지 시장조사, 법인설립 지원 등 알마티
무역관 측면지원한 결과 2008년 상반기부터 처녀수출

한국 100여개 페인트 제조회사 중에서 매출액 기준

이 이루게 된 성과를 갖고 시장개척의 탄력성을 갖고자

7~8위권의 랭크돼 있는 회사이나 2007년 한국 건설

2008 KazBuild에도 자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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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관련 회사들이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필요한 품목이 건축마
감재라는 것을 경험으로 감지하고 법인
설립 단행

⃞ 상품의 우수성
카자흐스탄은 제조업 미발달로 건축
마감재 전반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
고 있으며 그동안 저렴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중국제를 사용하였으나 중
저가이지만 질적으로 비교우위에 있
는 한국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성향이

KazBuild 2007 전시현황

시작되는 시점

6. 성공 내역

⃞ 현지조사 파견인의 철저한 현지화

2008년 수출실적은 100만불 가량이나 2009년 수출은

중앙아시아 시장에 큰 매력을 느끼고 직접 현지조사를

3배 이상인 300만불 예상

나선 김응범 차장은 러시아어 외에는 현지인은 물론 품
목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 우선적으로 언어를

⃞ 의 의

철저히 습득하는데 노력하였고 이로 인해 타 진출기업

카자흐스탄 건축 경기는 2006년 CIS 국가중에서 가장

과 달리 현지정착이 빠르게 진행

호황을 누렸으나 2007년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의
영향을 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는 외국자본
차입이 2006-2007 기간중 급속도로 유입되었기 때문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외국에서 차입된 자본은 주로 카자흐스탄 건축 및 부동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어 카자흐스탄 경기의

산으로 투입되어서 카자흐스탄 건축경기가 2008년 상

재활성화가 지연될 것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전략적 마

반기 30%이상 위축

케팅 요구되고 있음.

최초 진출한 해외시장의 건설경기 급속 위축에도 불구
삼일페인트는 2007년 하반기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기존 카자흐스탄 바이어들은 다량소품종 수입을 선호하

2008년 동안 주기적인 수출성약을 이루어냈으며 2009

였으나 경기위축으로 대형 바이어들만이 선별되는 현상

년 수출전망을 매우 밝게 보고 있음

이 나타고 있어 아직까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삼일페
인트 또한 소거래를 지양하고 핵심 바이어발굴이 요구

7. 성공 요인

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물류와 현지공장 설립 등 검
토 필요

⃞ 시의적절한 현지진출
카자흐스탄 건축 경기의 위축으로 외국계 현지진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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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꾸준한 전시회 참가로 타겟바이어 공략 성공
1. 기업 개요

있으며 폴리카본산계, 콘크리트화학혼화제, PC계 수용

⃞ 기업명 : 청도정밀화학

성 플리머 등 건축용 화학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중견기업으로 한국에서 제품 우수성 확산추세

⃞ 품 목 : 폴리카본산계, 콘트리트화학혼화제

하지만 2007년부터 건설경기하락으로 내수가 부진하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건축붐이 일고 있는 카자흐

•2006.9 KazBuild 2006 참여

스탄 진출을 시도

•2007.10~2008.10 지사화사업(알마티 KBC)
•2007.9 KazBuild 2007 참가
•2008.9 KazBuild 2008 참가

5. KOTRA 지원 내역
⃞ 지사화 지원
2006년 전시회 기간동안 알마티 KBC 지사화 담당자

2. 성공 사례
⃞ 금

가 발굴한 건축마감재 유통딜러 D사를 소개받았으나

액 : 200만불(2008년 연계),
100만불(신규 진행중)

가격, 인도, 품질 등의 협상에만 1년 이상 지속되었음.
해외시장 개척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경험

⃞ 계약시점 : 2007년 9월, 2008년 9월

하고 있는 알마티 KBC에서는 바이어-청도정밀화학한

⃞ 바이어명 : D사

의 협상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속 지원하면서 2007년말

⃞ 국

지사화사업 참여권유

가 : 카자흐스탄

지사화 사업으로 현지 마케팅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D
사와의 협상도 보다 활발해지는 가운데 KOTRA라는

3. 성공 사례 의미

대외인지도에 힘입어 D사는 마침내 거래에 합의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선적

지사화사업을 통해 1년 이상의 네고 끝 처녀 수출길 열어

⃞ 전시회

4. 진출시 기업 상황

2006년 KazBuild(카자흐스탄 국제건축박람회)를 참
여하여 대형 거래처를 발굴한 이래 지사화 사업을 병행

전라북도에 위치한 (주)청도정밀화학은 1996년7월에

하였고 2007년과 2008년 동 박람회를 연속 참여

(주)제삼특수화학으로 설립되어 콘크리트 혼화제 등 기

2008년도 KazBuild 참가시, 협상중이던 D사 직원이

초화학 소재원료를 주로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회사

직접 방문하고 상주하면서 청도정밀화학과의 거래를

콘크리트 혼화제 만해도 연간 2만5000톤을 생산하고

독점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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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진출한 해외시장의 건설경기 급속
위축에도 불구 청도정밀화학은 안전한 거
래처를 발굴하고 카자흐스탄 시장을 거점
으로 CIS지역 전역에 동사 제품 수출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여 2009년
수출 전망을 매우 밝게 보고 있음

7. 성공 요인
⃞ 지사화 사업참여
네고가 길어지면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KazBuild 2008 전시참가 현장

소진되고 시장상황이 변하여 좋은 결과
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음에 따라 청
특히 D사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한국계 Beton Alcas는

도화학정밀은 알마티 KBC의 지원을 요

알마티 무역관을 통해 청도정밀화학에 대해 많은 지식

청하게 되었으며, 협상중인 거래처와 보

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람회 기간중 여러 차례 전시장

다 활발한 커뮤니케이선을 통해 안전한

을 방문

거래선을 확보

6. 성공 내역

⃞ 지속적인 동일 전시회 참여
3년 이상 동일 전시회(KazBuild) 참가는 드문 경우로

2008년 수출실적은 150만불 가량이나 2009년 수출

마케팅의 총체인 전시회를 통한 철저한 시장분석이 청

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바이어들

도정밀화학의 성공요인으로 크게 작용

(러시아, 한국계 시멘트생산공장)과도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음.

⃞ 거점지역 선정
러시아와 같은 대국에 거점을 두기보다는 신흥 개발도

⃞ 의 의

상국인 카자흐스탄에 거점(안전한 거래선 확보)을 두고

카자흐스탄 건축 경기는 2006년 CIS 국가중에서 가장

역으로 러시아 바이어를 발굴하는 청도정밀화학의 해

호황을 누렸으나 2007년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의

외 진출전략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됨

영향을 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는 외국자본
차입이 2006-2007 기간중 급속도로 유입되었기 때문
외국에서 차입된 자본은 주로 카자흐스탄 건축 및 부동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산으로 투입되어서 카자흐스탄 건축경기가 2008년 상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중앙아시아는 물론 러시아로

반기 30%이상 위축

진출할 수 있는 거래선 확보를 KOTRA에서 지속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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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업체로부터 연구개발비와 기술협력 지원 받아 수출
1. 기업 개요

의 품질 역시 독일의 경쟁업체인 S사 이태리 B사의 제

⃞ 기업명 : D사

품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

⃞ 주 소 : 전북 전주시

2007년 독일 A사와의 기술협력으로 현재는 독일 S사

⃞ 품 목 : Ceramic Brake Disc

및 이태리 B사의 제품과 품질이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09 Internationales Match-Making
Forum
•2008.07 Zulieferer Innovativ 2008
•2008.09 2008 Automechnika 참가

5. KOTRA 지원 내역
⃞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지원
•Internationales Match-Making Forum 참가
(2007.9)

2. 성공 사례
⃞ 금

- 바이에른 주정부 주관 자동차, 항공 산업 업체
대상 상담회에 뮌헨KBC 지원으로 행사 참여

액 : 350,000 유로

⃞ 계약시점 : 2008년 9월
⃞ 바이어명 : A사 / L사
⃞ 국

가 : 독일

3. 성공 사례 의미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인 L사와 A사에 최첨단 기술
집약형 제품 납품계약 체결

Internationales Match-Making Forum 참가장면

•Zulieferer Innovativ 2008(2008.07)
- 바이에른 주 정부가 주관하여 독일 AUDI사에
서 개최된 자동차 부품 제조사 관련 전시회 참

4. 진출시 기업 상황
D사는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관련 품목으로 100억원
정도의 매출이었으며 대부분이 국산 방산품
2006년 지사화사업을 통해 독일시장에 진입코자 하였
던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의 경우 국내외 매출이 전무
한 상황이였으며 D사의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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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Automechnika 참가(2008.1)
-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자동차 부품관련 전
시회에 프랑크푸르트 KBC 주관하여 한국관으

개선하고 있으며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들과는 달
리 고급사양의 차종 시장을 노림으로써 중국 등
다른 국가업체들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로 전시회 참여

⃞ 지속적인 마케팅
⃞ 지사화 사업 지원(2006.12~현재)

•D사의 경우 3년간의 지사화사업을 통해 단기간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참관을 통한 경쟁동향과 경

내에 성약이나 매출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A사와

쟁업체 동향을 파악하고 유력 바이어 방문 상담,

의 기술협력이나 시장내의 경쟁업체들과의 지속적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지원

인 교류를 통해 독일내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
시장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

6. 성공 내역
⃞ 계약관련 주요내용
•2007년 5월 독일 A사와의 기술협력 및 제품개발
건으로 통해 15만 유로의 연구비 지원을 받음

⃞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공격적인 현지마
케팅
•해외전시회, 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사업 툴을 활용, 공격적 마케팅 활동 전개

•2008년 5월 독일 자동자 제조업체인 L사에
200.000유로 상당의 세라믹브레이크 납품
•2008년 9월 독일 L사와 포르쉐등 고급사양 차종
After Market용 세라믹 디스크 납품 계약 예정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현재 공략중인 A사나 L사의 경우 오랜 준비 작업을 거
쳐 이루어낸 실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단기간의 거래로

⃞ 의 의
•기존 독일 자동차 생산업체의 납품했던 제품의 경

써 사업을 마치지 않고 Ceramic Brake Disc제품의
영구적인 Partner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우 가격경쟁력이나 제품 Quality의 상대적인 경
쟁을 통해 이루어던 점과 달리 D사의 경우 신소재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의 경우 철저한 기술력 통해 경

및 최첨단 제품으로 자동차 제조 분야의 새로운

쟁을 하게 되므로 기술 유출이나 바이어 정보 등의 유

시장 개척

출에 철저히 신경써야 할 것

•이번 계약을 계기로 A사, L사를 제외한 여타 다른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에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세계적인 독일의 각종 전시회 및 상담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바이어들과의 접촉 유지, 신제품.신기술 발

7. 성공 요인
⃞ 제품의 독창성
•D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Ceramic Brake Disc 제

표, 관련 제품의 홍보를 병행해야하며 마케팅 분야 뿐
만아니라 기술집약형 제품인 점을 감안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도 비중을 두어야만 향후 제품 시장 점유율를 차
차 늘려갈수 있을 것으로 전망

품의 경우 최첨단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으로써
독일 A사와의 기술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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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엘리베이터, 카자흐스탄에 당당히 진출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주)한독엘리베이터

종업원 25명의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역량 부족

⃞ 주 소 : 전북 완주군
⃞ 품 목 : 엘리베이터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05 시장조사 (알마티)
•2007.06〜현재 지사화 사업 (알마티KBC)
•2007.09〜2008.09 카자흐스탄 건축자재 박람회
2회 참가 (알마티KBC)

2. 성공 사례
⃞ 금

액 : 2,000만불(연 400만불)

5. KOTRA 지원 내역
⃞ 현지 시장조사 (2007. 05)
•카자흐스탄이 최근 수도이전으로 건축붐이 형성되
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알마티 무역관에 엘리베
이터 시장동향 조사의뢰

⃞ 지사화사업 지원(2007.06-현재)
•2005년 하노이KBC 지사화를 통해 THANH사와
30만불 성약경험과 그동안 많은 시장개척단과 개

⃞ 계약시점 : 2007년 9월

도국 시장의 성공적 진출에 힘입어 새로운 건축붐

⃞ 바이어명 : L사

이 일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엘리베이터 시장 진출

⃞ 국

가능성 확인

가 : 카자흐스탄

•본격적인 시장개척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해 알마티

3. 성공사례 의미

무역관과 지사화사업 계약 체결
•알마티 KBC의 다각적인 바이어 발굴 노력에 힘입

국내 굴지의 엘리베이터 제조사인 동양, 현대 등과 러

어 엘리베이터 대형 설비 및 시공사인 L사와 상담

시아 제품이 장악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시

개시

장에 신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진출

⃞ 전시회 참가지원(2007.09-2008.09)

4. 진출시 기업 상황

•알마티무역관에서 L사와 구체적인 상담 및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건축자재 박람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규격화, 표준화가 되어 있어 국내

회 참가지원 (2007년, 2008년 2회 연속) 동 바이

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기업의 시장장악으로 중소기업

어와 박람회 현장에서 제품사양 및 계약조건 세부

의 신규 틈새시장 개척 난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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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공 내역(성과)

•카자흐스탄의 수도이전에 따른 건축붐, 산유국으로
서 오일머니에 의한 풍부한 구매력 등이 동반 작용

•박람회 현장에서 L사와 5년간 2,000만불(엘리베이
터 660대) 공급계약 체결
•2008.9월 현재 동사측에 7회에 걸쳐 엘리베이터 50

•현대, 동양 등의 기진출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인식과 더불어기존 시장 점유율이 높던 러시아제품
의 품질 및 신용도 저하가 수입선 전환 계기

대(150만불) 선적 완료
•향후 5년간 연간 400만불 상당의 물량 지속 납품
예정

8. 시사점
•오일머니 및 건축경기 활성화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

7. 성공 요인
•CIS지역의 경우 언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중소기업

추진 성공
•언어, 원거리 등 중소기업이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을
KOTRA를 통해 돌파

독자적으로는 시장 개척이 거의 불가능하리라 여겨
졌으나 KOTRA의 해외마케팅 사업, 즉 조사대행, 해
외전시회, 지사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적절히 활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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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바이어 소개, 일사천리로 계약성사
1. 기업 개요

된 P사는 242평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설비 및 제품 검

⃞ 기업명 : P사

사시험설비를 갖추고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을 주요 납품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처로 확보하고,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술

⃞ 품 목 : 종단접속재 (Termination) - 전력기자재

협력을 통한 세계적 기술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

의 일종으로,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용
기기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8.03 유망바이어 발굴 조사

지난 2006년 미국의 유력 기업(Cooper Power
Systems)에 직접공급계약 및 기술협력을 통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동사는 이후 활발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펼쳤으며, 터키 등의 이머징 마켓에 활발한 해외마케팅

2. 성공 사례
⃞ 금

액 : USD 903,100

⃞ 계약시점 : 2008.6
⃞ 바이어명 : E사
⃞ 국

을 실시중

5. KOTRA 지원 내역
⃞ 조사대행을 통한 적격 바이어 발굴 지원(2008.3)

가 : 터키
• 동사의 제품은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 대해 좋은 평

3. 성공사례 의미

가를 받아, 모두 9개사의 터키업체들이 관심을 표명
하였음.

한국의 높은 전력기자재 품질보유업체가 시장규모가
확대 일로에 있고 지정학적 요건으로 인해 인근국 공급
효과까지 볼 수 있는 터키 시장에서 이스탄불 KBC에서
소개한 바이어와 일사천리로 계약 성사

6. 성공 내역
⃞ E사에 터미네이션(Termination) 공급 계약 체결
(USD 903,100)

4. 진출 시 기업 상황
2004년 자본금 5억원에 총 4명의 직원으로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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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일사천리로 계약 체결

7. 성공 요인
⃞ 품질 및 기술력

• 내수 및 대미 수출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쌓기는 하였
으나, 처음 진입하는 터키시장에서 최초 바이어 발굴
및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KOTRA의 측면 지원과 더불어 스피디한 업무 추진을
통해 터키업체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

•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자체기술개발 및 미국유력
업체와의 기술협력에 따라 확보할 수 있었던 높은
기술력이며, EU 국가 제품이 장악하고 있던 터키 시
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음

⃞ 마케팅 부문의 효과적인 노력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 현지 마케팅 및 After Sales Service 강화
• 터키의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향후 수요가 확대될
전망인 바, 수입 업체 및 End User에 대한 영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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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케팅의 꽃,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세계 각지에서 연간 15,000회 이상 개최되는 해외전시회는 우리 기업이 최근 시장동향과 신상품 개발동
향, 경쟁업체 및 잠재 거래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략전시회(KOTRA 단독), 유망전시회(유관기관 협력), 개별전시회 참가지원(전시산업진흥회), 세계일류
상품 전시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단순 전시회 참가가 아닌 해당지역의 바이어를 전시회에 초청하여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상담 기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RA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운영하는 전시포탈 GEP(www.gep.or.kr)에는 국내외 전시회 일정은 물론
주요 전시회 르뽀와 함께 세계의 많은 전시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지 바이어 대상 제품 홍보
•유력 바이어 거래알선
•최근 시장동향 및 신제품
개발 동향 정보 입수
•전시 제반 준비 및 진행
‘08년중 총 129회, 8월말까지
국내업체 1,766 개사 참가

✽ 해외 전시회는 준비기간이 오래 걸려 매년 9~10월경 내년도 전시회를 확정하고 참가업체 모집은
전시회 개최 3~4개월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의처 : 전시컨벤션총괄팀 (www.gep.or.kr, 전화 02-346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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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성공사례속 길이 보인다

수출상담회를 통한 성공사례
J사-일본부품시장 先 인관관계 後 신속한 대응
N사-기술축적이 글로벌 신시장 개척의 기회
P사-방한바이어, 귀국일정 연장하며 상담
✽수출상담회 이용안내

수출상담회를 통한 성공사례

일본 부품시장 先 인간관계 구축, 後 신속한 대응력
1. 기업 개요
⃞ 기업명 : J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 품 목 : 베어링류 (Rod Ends, Ball Joint 등)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1974년 설립
•지사화사업 참가 (현재, 오사카무역관)
•글로벌 아웃소싱 상담회 참가 (2008. 2월)

2. 성공 사례
⃞ 금

액 : 샘플 수주 (200만 엔)

⃞ 계약시점 : 2008년 7월
⃞ 바이어명 : T사
⃞ 국

가 : 일본

3. 성공사례 의미
부품소재 대일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품
질의 제품, 적 정 가격, 신속한 대응력, 깊은 신뢰감 등
으로 단기간 내, 일본 부품시장에 진출성공

5. KOTRA 지원 내역
•2007년 10월, 오사카 KBC에서 평소 관계를 유지하
던 T사는 부품 아웃소싱을 위해 한국업체 소개 요청
- KBC에서는‘한국기계전’
을 참관하면서 국내기업
상황을 조사하고 연계하여 개최되는 수출상담회
에 참가하여, 적격업체를 발굴하는 것을 추천
- KBC에서 직접 상담주선을 하면서 전시회 출품기
업인 J사를 적격업체로 분류.확인하면서 일본 J사
의 구매사양 등 사전 제공
•바이어 T사의 갑작스런 신변문제로 상담회 참가가 무
산됨에 따라 T사와 J사의 양해 하에‘07년 10월 상담
은 T사의 도면을 가지고, 무역관이 대리 상담을 진행
- J사는 상담기회의 상실에 따른 서운함보다 T사 담
당자의 안부를 더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을 바이어
에게 전달함에 따라, T사는 상담이전부터 J사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음
•2008년 1월, 바이어 T사는 생산회의를 거쳐 국내기
업 J사의 제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최종 확정

4. 진출시 기업 상황
J사는 자동차부품중 베어링 분야 전문업체로서
KOTRA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세계 20여개국에 베어
일을 수출중이었으나 일본시장은 여러 번 시도에도 불
구 성공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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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사는 J사의 제품이외 다른 품목의 업체 소개를
KBC에 요청함에 따라 T사의 추가 상담희망 품목
을 포함하여 글로벌기업 아웃소싱 상담회를 개최,
J사 등 총 8개사와 상담을 주선

수출상담회를 통한 성공사례
•2008년 2월 27일, T사는 오사카KBC 담당자와 함께
J사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 T사가 납품을 희망하는 제품의 생산방식에서 차

6. 성공 내역
J사의 샘플오더 200만엔(2008.7) 및 본계약 발주가
2008년말 예상(2천만엔)

이가 있었으나, J사에서는 바이어의 요청대로 제
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대응

7. 성공 요인

- 일본과 한국간 거래 시 항상 큰 걸림돌이 되는 소

상담도중 몇 차례의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상담이 무

량 다품종 주문에 대해서도 J사는 즉답으로 긍정

산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T사 담당자는

적 답변

많은 한국기업들과 거래를 시도해 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았음을 토로하고 J사의 경우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6월 10일, T사는 다시 J사를 방문하여 준비한 도면 8

대응이 매우 신속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장을 전달

으로 전함. J사의 경우 어떤 내용은 상담하는 자리에서

- 귀국 후, J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T사에도 이익이

바로 결정이 나고, 특히, 도면전개가 매우 신속하였던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J사에서 제출한 도면

것으로 평가

을 가지고 즉시 동경 공장의 기술자와 협의
J사는 향후 일본 T사에 대단히 만족할 만한 조달처가
•6월 25일, 동경 공장에서 자재부, 기술부, 관리부 담

될 것이며, 이후지속적인 신뢰를 쌓아 좋은 상생관계가

당자들이 합동회의를 하였고, 정식으로 J사의 표준기

유지되고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 3종류를 각 5개씩, 그리고 T사의 척법에 맞춘 시

기대

제품 2종류를 각각 10개씩 발주 결정
- 7월말, 소량이나 200만 엔 상당의 샘플 수주를 하
였고, T사는 자체 검사를 연속 시험하여 성능을
확인한 후 본거래 발주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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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축적이 글로벌 신시장 개척의 기회로
1. 기업 개요
⃞ 기업명 : S사

자동차용 알로이휠(Wheel)과 주물용 부품을 생산 자동
차 제조업체 및 After Market시장에 공급중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 품 목 : 자동차용 알루미늄휠(Wheel)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4.5.21 중국진출 다국적 기업 구매 담당자 초
청 수출 상담회
•2007.6.19 국제 수송기계부품 산업전 2007
청주 알로이 휠 공장

•2008.4.29 국제 수송기계부품 산업전 2008
•2008.6.03 GM-Korea Autoparts Plaza in
Detroit

2. 성공 사례
⃞ 금

포항 주물제품 공장

액 : 120만 유로

⃞ 계약시점 : 2008년 9월
⃞ 바이어명 : N사
⃞ 국

가 : 네덜란드

3. 성공 사례 의미

5. KOTRA 지원 내역
⃞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2007.6.19 국제 수송기계부품 산업전 2007

네덜란드 승용차 제조업체(연산 9만대, 2009년 12만대

KOTRA 주력산업팀에서 주관하여 창원에서 매년

예정)에 한국산 부품 본격 진출

개최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전시·상담회로
각국의 유수 자동차 제조기업 및 부품 유통업체와

4. 진출시 기업 상황
1987년 5월 1일 설립, 2008년 현재 종업원 640명, 매

상담
•2008.4.29 국제 수송기계부품 산업전 2008

출액 2,776억원으로 서울, 포항, 충주에 공장 및 사무

암스텔담 KBC에서 유치한 N사와 최초 상담을 통

소를 운영중.

해 9월초 주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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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담회를 통한 성공사례
가절감을 위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

6. 성공 내역

⃞ KOTRA 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현지 무역관의 적
극적인 수출 마케팅
•S사는 자체적인 해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KOTRA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관련 사
업에 매년 참가하여 시장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일 경우, KOTRA 도움없이
알로이 휠

주물 제품

독자적인 해외영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KOTRA사업을 중요한 해외 마케팅 툴로 활용, 기
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주효

⃞ 계약관련 주요내용

•암스텔담 KBC에서는 현지 산업 및 기업동향 파악

•네덜란드 승용차 생산기업인 N사에 승용차용 알

중 N社가 최근 3년간 종업원 수를 6천명에서 2천

루미늄 휠(Wheel) 연간 3만개, 120만 유로규모의

명 이하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경영구조 개선을

공급 계약 체결. 2008년 9월16일 1차 물량 540

추진하고 있음을 포착,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개를 기 선적하였으며 10월 중순경 네덜란드 도착

인원감축과 함께 생산원가 절감도 필요할 것이라

예정

는 점에 착안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부품의 수출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07

⃞ 의 의

년 N사 최초 접촉

•한국산 부품 구매사례가 거의 없었던 N社와 납품

•최초 면담시, 한국기업과 거래가 많지 않았던 N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생산중인 일본 미쓰비

를 어렵게 설득, 국제 수송기계 부품 산업전 참가

시 Colt, Outlander 차종에 공급되는 알로이 휠

를 성사시켰고 이후 동사는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인

은 물론 향후 생산 예정인 푸조 및 시트로앵 모델

식을 바꾸게 되었으며 결국 2008년 국제 수송기계

용 제품도 공급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부품 산업전에 재 참가하여 S사와 계약을 체결

•1차 계약은 연간 3만개이나 향후 N사에서 연산 규
모를 12만대로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추가 수출이
가능하고 애프터 마켓용시장 물량 수출도 기대

8. 시사점
•글로벌 경쟁시대에 따라 선진국 제조업체들의 아웃

7. 성공 요인
⃞ 제품 경쟁력

소싱은 불가피한 시대에 생산기술, 품질보증,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한국 부품소재 업체들의 적극적인 해
외진출 성공사례

•S사의 알로이 휠은 기존 국내외 시장에서 쌓아온

•네덜란드 N사 이외 다국적 자동차 업체 납품과 A/S

기술력과 더불어 최근 유로화 대비 원화 환율 상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N사의 차량 원

생산.판매.유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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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바이어, 귀국일정 연장하며 상담
1. 기업 개요
⃞ 기업명 : P사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 품 목 : 360‘ IP 카메라, Digital Wireless
Systems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3.4 ~ 2004.5 지사화사업

5. KOTRA 지원 내역
• 지사화 사업
- 본격적인 수출마케팅의 일환으로 마닐라, 카이로,
알마티 KBC 지사화사업을 통해 동남아, 중동,
CIS 지역의 시장 진출 모색
• 거래서 발굴 조사
- 선택과 집중전략의 일환으로 보안기기 시장의 잠

•2004.5 거래선 발굴 조사

재력이 큰 동남아 시장을 택하고 본격적인 바이어

•2007.12 Korea Tech Preview 참가

발굴

•2008.8 동남아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참가

• Korea Tech Preview 참가(2007.12)
- 수출시장 다각화 일환으로 유럽에서 열리는

2. 성공 사례
⃞ 금

액 : 2만불

Korea Tech Preview 참가
• 동남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2008.6)
- 경기지역 T/F팀과 동남아 태국의 유망 대기업 중

⃞ 계약시점 : 2008년 9월

하나인 A그룹 구매담당자등을 위시한 동남아 유

⃞ 바이어명 : A사, C사

력바이어들을 초청, 국내 유망 IT기업들과 세미나

⃞ 국

및 1:1 상담 실시

가 : 동남아

- 중국산 저가 보안기기의 미진한 기술력에 불만을

3. 성공 사례 의미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산 보안기기 제품의 기술력의 탁
월성을 인정

가지고 있던 동남아 시장에서 동 사 제품의 뛰어
난 기술력과 심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의 보안 카
메라에 구매열의와 관심을 보임
- 바이어 A사와 C사는 수출상담회 다음날 출국을
미루고 동 업체를 직접 방문, 지속적인 구매의사

4. 진출시 기업 상황

피력
- A사와 C사측에서 태국 현지 실정에 맞게 프로그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었음에도

램 업데이트 시 대당 US$ 350로 200만불 즉시

불구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특성상 해외 마케팅 부분의

구입의사 보임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KOTRA의 해외마케팅 지원
이 절실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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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남아시아 바이어초청 상담장

지 UP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태국은 동남아 시장의 관문으로 태국에서 이룬 동
성과는 동남아 시장 전체에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
2008 동남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로 기대
- P사는 동남아 시장진출을 통한 경험과 수출마케

6. 성공 내역

팅 노하우 축적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력의 전장인
유럽시장(Korea Tech Preview 2007도 이 일환

• 계약관련 주요내용

임) 및 미국시장진출을 시도중

- 태국현지에 맞게 제품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즉시
계약을 통해 2년간에 결쳐 납품계획을 작성하되
첫 주문량은 약 100대(USD 2만)를 A사와 C사측
에 납품하고 추후 바이어측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
으로 납품하기로 합의
- 건당 계약이 아닌 Open 계약으로 지속적인 공급
가능
•의의
- 지속적 납품계약으로 동남아 전반에 걸쳐 국내 보
안기기 인지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남
아 지역 한류를 감안할 때 전체 한국 브랜드 이미

7. 성공 요인
• 기술의 우수성
- 기존 일방향 보안TV를 혁신적으로 개선, 360도
회전이 가능한 TV 및 무선 보안 TV를 생산하여
동남아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받음
•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
- 설명회, 전시회등 코트라 마케팅 서비스를 전면적
으로 이용 적극적인 시장 진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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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초청, 국내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주선
바이어와의 직접 접촉이 필요하지만 해외출장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해외
유력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우리 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OTRA에서 연간 한국으로 유치하는 바이어수는 3000개사가 넘으며, 절반 이상이 국내업체와 사전에
상담이 주선되어 수출 상담회 바이어로 유치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관하거나
개별적인 업체 방문을 위해 유치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일반 바이어보다는 글로벌 바이어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유치 바이어수는 적어졌지만
글로벌 바이어를 120개 이상 유치하여 수출업계의 안정적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상담회
▶ 유력 바이어 방한 초청
▶ 국내 적격 기업과의 상담주선
▶ 상담회 개최 (통역 서비스 제공)
‘07년 56회의 수출상담회에 1,240개사
바이어 방한, ’
08년 8월까지 340개사
바이어 유치

대부분의 수출상담회는 국내 주요 전시회 개최와 병행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KOTRA 홈페이지에서 사업
별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문의처 : 정책사업팀(전화 02-3460-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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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성공사례속 길이 보인다

수출자문단을 통한 성공사례
다산중공업-수출기획상품 제작 후 전략시장 공략
디에이텍 - OEM 수출에서 자체브랜드 수출업체로
상아바이오텍-국내 부품소재 하청업체의 일본시장 개척
휘일 -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으로 기업운영 국제화
N사 - 우리도 어엿한 수출기업이 되었어요
✽수출자문단 이용안내

수출자문단을 통한 성공사례

수출 기획상품 제작후 전략시장 공략
1. 기업 개요

4. 진출시 기업 상황

⃞ 기업명 : (주) 다산중공업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소형 크레인이 적합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었으나, 수출 정보가 부족하고

⃞ 품 목 : 소형 crane

해외영업인력이 전무함에 따라 일부 무역상을 통해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수출중

•2006.03 호주, Canada 유망 바이어 조사
•2008.01-06 중소기업 수출자문단 지원
•2008.04 러시아 유망 바이어 조사

5. KOTRA 지원 내역
•수출지원단 제공 바이어 발굴 서비스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KBC에 유망 buyer

2. 성공 사례
⃞ 금

발굴 의뢰를 통해 잠정 바이어리스트 확보

액 : $14,410 (2008년 5월 선적)
$98,280(2008년 8월)

- 이후 지원단의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신으로 해당국 시장정보 추가 입수

⃞ 계약시점 : 2008년 4월-8월
⃞ 바이어명 : W 사
⃞ 국

가 : New Zealand

•전문위원 자문 및 지원
- 사장과 전 기술자와 함께 관련 정보 정리 분석
- 제품 차별화, 수출국 선정 등 수출전략 수립 지도

3. 성공 사례 의미
•철저한 시장조사, 차별화 제품 선정, 수출시장 선정,
바이어 발굴
•시제품의 Trial order를 받고 생산 납품한 후,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신속한 대응으로 기술적인 취약
점을 보완하여 바이어로부터 신뢰와 유대감 형성, 대량
생산체제로 생산 및 공급하는 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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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본계약에 앞서 시범수출계약 체결
- 기술적인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바이어와
신뢰감, 친밀감을 쌓고 적극 접촉함으로서 본계약
체결로 대량 수출 성사

수출자문단을 통한 성공사례

시제품 선적 전 성능 test ( 2008.4 )

6. 성공 내역
•계약관련 주요내용

7. 성공 요인
•제품 분석과 시장특성을 정밀 분석

- Trial order: $14,410 (2008년 5월 선적)

•적절한 수출 전략 수립

- 본계약 : $98,280 (2008년 8월 30% 계약금 T/T

•on-time, real-time의 대화

입금)

•기업체의 열정과 목표의식
•지원위원의 밀착 지원

•의의
- 해외 수출용 기획상품의 수출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유망 발굴하는 방식의 해외 수출 첫단추
- Trial order 제품의 선적 후, 바이어 평가에서 다
소 미흡한 부분을 꾸준하고 성실한 대화로 기술적
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바이어에게 신뢰감과 책
임감을 심어줌에 따라 본계약 성사
- 북미시장, 호주 시장에도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발판 구축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시장 다변화 및 확대 지원
- 현재 공략중인 호주, 뉴질랜드 이외 Canada 등
북미 시장 개척
- 상품의 다양화와 함께 현지 시장에 적합한 바이
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제품 출시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적극적 세일즈 활
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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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수출에서 자체 브랜드 수출업체로
1. 기업 개요

•공급 제품이 다행스럽게도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

⃞ 기업명 : (주) 디에이텍

응을 얻어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계기는 되었으나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OEM 수출로 큰 이익이 없고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

⃞ 품 목 : 음주측정기

악하지 못함에 따라 기술개발과 영업, 생산 등이 불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안정

•
‘07년 1기 수출지원단 사업

•무역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수출시장을 개

•
‘07년 2기 수출지원단 사업

척하려 하자 무역업체에서 인력유출과 함께 자가 생

•
‘08년 1기 수출지원단 사업

산 공장을 만들어 약속한 주문생산 물량을 취소함에
따라 2007년 초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

2. 성공 사례
⃞ 금

액 : US$ 243,671

⃞ 계약시점 : 2008년 1월~9월

5. KOTRA 지원 내역
•전문위원이 불모지에서 바이어 발굴, 교신에서부터

⃞ 바이어명 : 국별 A사

수주, 수출 서류 작성까지 일체를 맡아서 처리하면서

⃞ 국

직수출 터전 마련

가 : 영국, 폴란드, 체코,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호주

•지사화지원(파리, 스톡홀름)
•러시아 바이어 초청 상담(2007.11)

3. 성공사례 의미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OEM으로 납품하던 상품을 제조
업체의 자체 브랜드로 수출

4. 진출 시 기업 상황
•무역업무 인력 부재로 해외 마케팅 활동능력 부족하
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품임에도 불구 주로 국내 무
역업체에 의존하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납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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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7월 바이어 방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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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완료하고 미국의 K사, 불란서 P사, 러시아 S사, 호

6. 성공 내역

주의 A사 등과 독점권 계약 정식 체결

해외에서 직접적인 마케팅이 불가한 상황에서 바이어
의 대부분이 독점 에이젼트권리를 요구함에 따라 마케
팅 전략을 지역별. 모델별 독점에이젼트를 통해 판매
바이어별로 필요한 조건과 구매수량을 구체적으로 협

7. 성공 요인
•수출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홈페이지 개선 및 카탈로
그 제작 등 해외마케팅 활동 기반 조성하고 홍콩 전
시회 참가 등을 통해 많은 바이어를 접촉하면서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계기마련
•업체 전 직원이 수출 의지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품질
문제 발생 시 즉시 A/S (필요시 회수 및 대체품 선적)
가 될 수 있도록 훈련

디에이텍 제품(음주측정기)

•해외 고객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전화를 통
한 신뢰를 쌓고 수출현장 정보 쌓기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U.S. DOT(미국 교통부)
Test 및 FDA(식품의약국) 승인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 신청중
전시 상담장

•승인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미국 수출이 시작되어
일차년도 목표인 최소 이백만 불 정도의 수출 성과
예상
•지속적인 해외시장 확대노력을 통해 안정적 수출시
장 마련

사무실을 방문한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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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품소재 하청기업의 일본시장 개척
1. 기업 개요

•반복되는 수주를 통해 해외시장에 가능성 발견

⃞ 기업명 : 상아 바이오텍

•현재 자신감과 의욕을 가지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 주 소 : 경남남도 함안군

적극적인 마케팅 실시

⃞ 품 목 : 휴대폰 부품(Insert Pin),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시장에서의 성공이 동사에게

외과수술용 스크류

여타 세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동기부여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 07.09“일본부품소재 바이어초청상담회”
참가
(대구시 EXCO 상담실,KOTRA 일본지역본부 주

4. 진출시 기업 상황
•국내대기업에 1차 벤더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하청전문기업으로 최근 국내 대기업의 해외이전으로

관)
•2008. 08.06“한.중.일 산업교류회”참가

거래선 확보가 시급한 경영현안으로 대두

(오오사카시 INTEX, 한.중.일 3국무역진흥기관
주관)

2. 성공 사례

5. KOTRA 지원 내역

금 액

품 목

바이어명

계약시점

2,013,000엔

screw for mobile
phone

I사(도쿄,4건)

2008.02~04

pin for mobile
1,980,000엔
phone
744,000엔

insert screw
for mobile phone

•상담회 참가 지원
- 2007년 9월초 KOTRA 일본지역본부 주관의“일
본부품소재 바이어 초청 상담회”
에 참가하여 도
쿄의 I사와 미팅, 그 후 수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

I사(도쿄,3건)

2008.05~06

I사(도쿄,1건)

2008. 09

165,000엔 외과수술용 screw S사(오사카,1건)

2008.08

해 소액이지만 1년만에 총 8건(3품목 4,737,000
엔) 수출
•전시회 참가
- 08년 6월에 일본 오사카시에서 개최된 KOTRA
주관의“한중일 산업교류회”
에 참가하여 오사카

3. 성공사례 의미
•S사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KOTRA

의 S사와 미팅, 3개월만에 첫 오더 수주
- 오사카의 S사와는 수출 품목 다변화 상담 진행
중으로, 향후 안정적인 반복 수주 예상

중소기업 수출 지원단 사업에 참여한지 6개월 만에
거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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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산업교류회 상담회 모습(08.6월, 오사카 INTEX)

- 수출지원단 사업에서 제공하는 3회의 바이어 발
굴 서비스 활용하여 일본 외 지역의 바이어 발굴,
벨기에, 베네주엘라와 수출 상담 진행 중
•전문전시회 참가 예정
- 상기 성공에 자신감을 갖고 오는 10월 일본 후쿠
오카의 제조업 전문 전시회에 참가 예정

•철저한 품질 관리,상담 관리를 통한 고객만족 실현
- 수출자문단 전문위원의 지도하에 기본적으로 철저
한 품질관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출상담에 임
함으로써 바이어에게 진솔한 업체로 신뢰성 확보
- 약속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자
세는 일본지역 수입상에게 높은 신뢰를 주어 향후
지속적 관계 발전 초석

6. 성공내역
•상담회 : I사 3건 4,737,000엔(2008)

✽ 도쿄 수입상으로부터 카운터 샘플(100PCS)을
요청받고 불과 4일 만에 시작품을 제작, 송부하
여 바이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음

•전시회 : S사 1건 165,000엔(2008)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한 수주 조기 실현

7. 성공 요인
•KOTRA 서비스 적극 활용
- 국내 하청전문기업으로 수출은 연간 5천불로 매

- 원활한 의사소통과 철저한 약속이행을 통해 바이어
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지만 초보 수출기업
은 언어 장벽이 있어 매 상담과 교신마다 KOTRA
전문위원의 지원이 있어 현재까지는 수출가능

우 미미하였고, 적극적인 노력없이 이루어져 왔
으나, 국내 시장의 한계로 해외시장의 개척 필요
성을 느끼고 KOTRA 사업에 참여, 초기 성공을
통해 수출가능성과 용기를 가지고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 의지

8. 시사점
•한국과는 다른 시장 상관습에 잘 적응하면서 바이어
와 상담을 위해서는 초기 자문단의 역할이 중요
•향후 해외마케팅 인력보강을 통해 시장확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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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과 협력으로 기업운영 국제화
중장기 해외영업계획 수립 필요

1. 기업 개요
⃞ 기업명 : 휘일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 품 목 : 자동차 에어컨 부품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년 1기 수출지원단 사업
•2007년 2기 수출지원단 사업
•2008년 1기 수출지원단 사업

2. 성공 사례
⃞ 금

액 : 연간 US$1,000,000 공급계약

⃞ 계약시점 : 2008년 6월
⃞ 바이어명 : 허친슨
⃞ 국

가 : 프랑스

3. 성공사례 의미
•다국적 업체과 연간 공급계약 체결로 안정적 매출 증
가(33%)
- 중소기업은 계속 외형을 늘리지 않으면 설비가 노
후화되고 생산량이 늘지 못하면 잘나가던 기업도
추가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영 애로 봉착
- 휘일은 이런 점에서 활로를 찾게 된 것으로, 안정
적인 생산량 증가로 신규 투자를 늘리고, 제품단
가 추가 인하하여 다른 경쟁사를 압도할 경쟁력
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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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대형 바이어 유치에 성공

교육, 인증 취득 등과 같은 거래 관련 각종 사항
자문

- 숙련된 세일즈맨(전문위원)의 정확한 판단력과 방향
감각

•시장개척단, 조사대행, 지사화(상해) 등 다수 사업 참
가하여, 해외 마케팅 툴을 최대한 활용

4. 진출시 기업 상황
수출에 관심은 있었으나 수출 인력 및 경험, 지식 전무
하고 수출인프라(홈페이지, 카탈로그)도 전무

6. 성공 내역
•세계 각지에 120여개의 플랜트를 둔 굴지의 프랑스

5. KOTRA 지원 내역
•수출자문단 전문위원을 통한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

다국적 기업 허친슨 구매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청,
휘일의 품질 관리 및 공법의 특이성 등 바이어가 원
하는 점을 부각하여 상담을 성공리에 진행

- 제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저용량의 사진을
포함해서 1페이지 분량의 html로 편집하여 바이
어용 세일즈 이메일 작성
- 바이어 군을 분석, 인터넷 서핑 등을 활용하여 잠
재력 있는 바이어를 찾아 이메일 발송

•상담 후 구매 결정을 통보 받았으며, 허친슨에서 지
적한 공급을 하기 위한 제반 준비 및 휘일 공장의 취
약점, 단점 등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조치 사항을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

- 제품 특성 및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바이어 정보
를 수집하여 바이어가 관심을 가질만한 특성에 대
해 집중 공략

•허친슨의 품질관리 파트에서 공장을 방문하여 실사
를 무사히 통과, 허친슨 오더 공급자로서 등록

- 상담 경험 전무, 외국어 인력 전무한 업체의 상
황에 맞춰 상담지원 및 계약서 검토, 무역 실무

7.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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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어엿한 수출기업이 되었어요
•카탈로그 작성 등 해외마케팅활동 기반 조성

1. 기업 개요

•전시회 참가를 통한 많은 바이어와의 접촉

⃞ 기업명 : N사

•해외무역관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정보 이용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체의 열정과 목표의식

⃞ 품 목 : 자동차용 RADIATOR FAN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8.01 중소기업지원단 지원신청, 지원황동 중

8. 시사점

•2008.04 인도 및 중동시장 바이어 조사
•2008.06 e-trade meeting

•국내 중소기업은 허친슨과 같은 글로벌기업과의 협
력과정에서 공장의 운영 및 관리를 국제화하는 노하
우를 터득
- 바이어 측에서 제조부터 관리 출고 등에 이루는

2. 성공 사례
⃞ 금

액 : $72,270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

⃞ 계약시점 : 2008년 3월 ~ 8월

기 때문에 국내에만 팔던 식으로는 수출을 할 수

⃞ 바이어명 : 5개국 5개사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 국

가 :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이란

과감한 신규 투자를 감행
- 향후 다른 글로벌 바이어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대형 바이어의 공급선으로 대외 신인도
제고

3. 성공 사례 의미
•영세 중소기업에 수출체제를 확립 (homepage 구축,

•대형 바이어 유치는 기업 성장의 계기가 되어 다변화
및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더 큰 발전 기대

catalogue 제작)
•국내외 전시회(부산 Motor show 08.4월, Dubai
Autoshow 08.6월)참가

•수출자문위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글로벌 기업과의

- 현지 출장, buyer meeting 등 적극적 sales활동

협상 노하우가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지원하여 단기간 내에 5개국 5개 업체 buyer계

중소기업의 CEO도 이러한 조언에 따라 과감하게 혁

약 체결

신과 투자를 단행

4. 진출시 기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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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OEM을 통한 대기업/1차벤
더 납품이 아닌, after service 용 부품을 생산중
해외영업인력이 전무하고 수출에 필요한 Catalogue,
Homepage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등 내수전문업체

- 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철저
한 준비로 중소기업수출지원금(1000만원) 획득
- 수출체제(Homepage, Catalogue, 인보이스,
Price List 등) 확립(국내외 전시회 참가할 수 있
는 인프라 구축)
- 바이어와의 적극적인 접촉으로 계약 성사
- 수출 전 과정을 지원업체 직원에 직접 체험 교
육하여 수출체제를 확립

6. 성공 내역
•계약관련 주요내용

Dubai Auto show에 전시 출품 ( 2008.6)

5. KOTRA 지원 내역
국 가

금 액

인도네시아 ( 2008년 3월 선적 )
US$ 6,866
•부산 국제 모터쇼 참가지원 ( 2008년 4월)
인도
( 2008년 6월부산시가
선적 ) 공동 주관하는
US$자동차
11,050 전시
KOTRA와
이란
( 2008년 7월국제전시회
선적 )
US$ 일종의
6,000 연
상담회이며
참가하기위한
사우디아라비아
( 2008년 8월 선적
습으로 참가하였으나,
방문) buyerUS$
와의32,120
적극적인
베트남
( 2008년계약
8월 선적
US$ 16,234
상담으로
체결)
총계 (5 개국
5 바이어)
•KOTRA
Global
Net을 통한 시장조사US$ 72,270
- 뉴델리, 두바이 KBC에 유망 buyer 발굴 의뢰하
여 잠재 바이어리스트를 입수하여 적극적인 교신
으로 가능성 있는 바이어를 선정하고 현지 출장

•의 의
- 단기간에 전시회 참가, 출장 방문등을 통한 적극
적인 영업활동으로 5개국 5개 바이어 계약 성사
- 일회성 계약이 아닌 지속적인 계약이 가능하며
각 국가별로 에이전트 설정을 검토
- 2차 목표 남미, 3차 목표 북미 대형유통망 시장
진출에 자신감

을 통해 상담하는 등 적극적 영업활동 전개로 계
약체결
•e-trade 참가 ( 2008년 6월 )
- 이란, 이집트 바이어와의 화상 상담 및 각국별 자

7. 성공 요인
1) 제품 분석과 시장특성을 정밀 분석
2) 해외무역관의 풍부한 네트워크와 정보이용

동차 부품관련 유망상품정보 입수를 통해 국내업

3) 적절한 수출 전략 수립

체와 외국 바이어간 눈높이 상담으로 적극 협상

4) 수출 체제 (Homepage, Catalogue 등) 확립

•중소기업수출지원단

5) 전시회 참가를 통한 많은 바이어와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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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문단을 통한 성공사례

수출 활동의 든든한 전문인력그룹, 수출지원단
진출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성약까지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수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경험이 없거나 해외 신규시장 진출 전문 노하우가 없어 수출을 시도하지 못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개별업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신 업체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KOTRA는 종합상사나 수출유관기관에서 퇴직한 수출전문인력을
수출경험이 부족한 우리 기업에 배치하여
전반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KOTRA
홈페이지
(www.kotra.
or.kr)에서
신청

수출지원단

⇒

•신규 수출 -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후속 마케팅 활동 지원
- 바이어 교신 및 상담, 해외출장 동행
계약협상
•기타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

•
‘06년 6월 KOTRA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동
- 서비스 개시 이후 ’
08년 현재 5,500만달러 성약 지원
- 지원업체 : 244개사(’
06년) → 324개사(’
07년) → 427개사(’
08년)
- 전문위원 : 50명(’
06년) → 60명(’
07년)→ 72명(’
08년)
•참가방법
- 사업기간 : 1기 1월 ~ 6월, 2기 7월 ~ 12월
- 접수기간 : 수시접수(6월초, 12월초 정기모집 병행)
- 문 의 처 : 수출지원단 사무국(smesc.kotra.or.kr), 전화 02-346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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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개척

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성공사례속 길이 보인다

물류서비스를 통한 성공사례
노전정밀 - 물류로 JIT 해결, 글로벌 기업 납품성공
삼건 T&M- 칭다오-상하이-광저우를 잇는 서울우유
에쎈테크-수출증가의 터보엔진 KOTRA 물류지원사업
파캔오피씨-물류로 소량주문 해결하자 수출 대폭 증가
✽물류서비스 이용안내

물류서비스를 통한 성공사례

물류로 JIT(Just In Time) 해결, 글로벌 기업 납품성공
1. 기업 개요

수출성약이 확대되어 북미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기업명 : 노전정밀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4. 진출시 기업 상황

⃞ 품 목 : 자동차용 냉간단조 제품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인 노전정밀은 북미 자동차부품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시장진출을 위해 토론토 KBC의 지사화사업으로 2005

•물류지원 지사화사업 2005.6.1 ~ 현재

년 최초 가입

•2008년 : Korea Autoparts Plaza In Toronto

KOTRA의 바이어 소개로 일부 품목의 경우 소량 수출
이 시작되었으나, 현지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2. 성공 사례
⃞ 금

액 : U$200만 / 연간

⃞ 계약시점 : 2008년 1월~
⃞ 바이어명 : S사
⃞ 국

바이어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
2006년 KOTRA의 공동물류지원 서비스 시작과 더불
어 KOTRA 토론토 KBC를 이용하여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KOTRA사업에 참가

가 : 캐나다

5. KOTRA 지원 내역
⃞ 금

액 : 20만U$ + / 연간

⃞ 계약시점 : 2008년 8월~
⃞ 바이어명 : F사
⃞ 국

가 : 캐나다, 미국

⃞ JIT물류지원사업(지사화사업) 참가
•기간 : 2005년 6월 ~ 2008년 현재
•주요성과
- M 그룹사의 자회사인 S사와의 최초 성약(2006년)

3. 성공사례 의미
자동차용 Shaft제품은 소량다품인 관계로 자동차 제조
업체에서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 연간 200만불 이상 규모로 수출급증(2008년)

⃞ Magna Day

노전정밀의 경우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도 해외

•시기 : 2008년 4월 9일~10일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KOTRA 공동물류지원센

•주요성과

터를 통해 적기납품(Just In Time) 체계를 구축하여

- M그룹의 협력업체인 K사와 납품상담 추진

수출이 성사되고 이를 통해 다른 유력 1차벤더에게까지

- 非 Magna 계열인 F사와의 최초 성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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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를 통한 성공사례
6. 성공 내역
2005년 6월 토론토 KBC 지사화사업 참가 이후, 관련
바이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였으나,
납품시기, 방법, 품질관리 등의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성약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6년
시작된 KOTRA 해외공동물류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특별히 M Group의 바이어를 대
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결과 2006년 최초 계약 달성
(연간 20만불)

•적기납품이 필수적인 동제품의 수출성약을 위해
서 공동물류지원센터를 통해‘주 3회 이상의 현
지 납품체계’및‘8주 이상의 재고물품 보유’
라
는 납품조건을 충족시켜 바이어의 해외공급에 대
한 불안감을 상쇄

⃞ 품질관리, 재고관리시스템 지원을 통한 물량 확
대 가능성 제공
•3~40종류의 냉간 단조품의 적정 재고보유를 위

2008년 4월에 참가한 Magna Day를 계기로 M

해 토론토 KBC가 자체 제작한 재고관리시트를

Group社를 대상으로 한‘물류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통해 매주 적정 재고보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품공급’
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 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

되어 2008년에는 M Group에 연간 200만불 규모의
수출성약을 기대
현지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M Group뿐 아니라 기타 유
력 1차벤더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가능하게 되어 최
근에는 캐나다 자동차부품 3위 기업인 F사와 계약
F사와는 먼저 1개 품목에 대해 연간 약 20만불 정도의
납품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5~6가지 품목에 대
한 추가적인 가격협상이 진행중에 있어 수출전망은 더
욱 밝으며, 향후 2~3년내로 연간 200만불 이상의 추가
적인 수출성약 기대

7. 성공 요인
⃞ JIT물류지원센터를 활용한 적기납품(JIT)납품 체
계구축

•납품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현지 물류협력업체를
통해 Sorting작업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
해를 최소화하면서 생산라인에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바이어가 안심하고 해외납
품업체로부터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

⃞ 성공사례를 활용한 수출선 다변화 지원
•M Group의 S사와의 성공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여타 M 그룹 계열사와의 수출상담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非 M 계열인 F사와
수출이 확정되어 제2의 성공사례 도출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캐나다 內의 50여 M 그룹 계열공장을 대상으로 S사와
의 성공납품사례와 토론토 KBC의‘JIT물류지원센터’
를 적극 홍보하여 수출확대 추진함은 물론 M 그룹의
아시아소싱본부(중국)과 협력
이러한 성공사례를 여타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하여 안
정적 수출기반 조성 노력

Magna Group 바이어들과의 상담장면
Magna Day 2008년 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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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상하이-광조우를 잇는 서울우유
1. 기업 개요

5. KOTRA 지원 내역

⃞ 기업명 : 삼건T&M (SAMGUN T&M.)

•2008년 5월 공동물류센터 업무 계시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8년 6월 유제품 통관관련 세부내용 및 수출 관련

⃞ 품 목 : fresh milk (SEOUL MILK), 과일음료,
치즈 등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8년 5월 1일 칭다오 공동물류센터 가입

제반사항 지원
•2008년 7월 실험물량 통관 실시 (3차)
•2008년 7월 냉장 컨테이너의 중국내 내륙운송 확인
•2008년 8월 정식 수출 물량 통관 실시
•2008년 8월 매주 2회에 걸쳐 수입, 현재 상해와 칭

2. 성공 사례
⃞ 금

액 : 10만불(연내100$예상)

⃞ 계약시점 : 2008년 9월

다오에 판매중
•주요 실적
- 베이징 國美 백화점 사업부와 총에이전트 계약
체결

⃞ 바이어명 : 육해 진출구 유한공사

- 상하이 G무역과 지역 에이전트 계약 체결

⃞ 국

- 칭다오 H社와 지역 에이전트 계약 체결

가 : 중국

- 웨이하이 O社와 지역 에이전트 계약 체결

3. 성공 사례 의미
중국내 한국 생우유의 중국내 첫 정식유통 성공

6. 성공 내역

한국산 식자재의 대중국 의존도를 탈피하여 중국의 식
탁에 한국의 식자재 공급 가능성

4. 진출시 기업 상황
삼건 T&M사는 한국 서울우유의 중국 및 아시아 총 대
리상으로 2007년 회사를 설립
현재 중국에 서울우유 유제품을 수출중이나 물류센타

서울우유의 시험 통관 모습
✽ 20ft 컨테이너에 5상자만을 담아 칭다오-상하이-광저우 구간
의 중국 내륙 물류운송 기간과 제품 변질여부를 시험

이용전까지는 수출실적 거의 없음
중국수출을 계기로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다
변화 시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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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주요내용
•서울우유의 해외사업 마케팅 사업권을 획득한 삼

물류서비스를 통한 성공사례
건T&M은 지난 2006년 말부터 2년간 독자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

⃞ 의의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롭다는 유제품, 특히 생우유

•그러나 유제품은 가공 육류 제품과 함께 전 세계

의 당일 통관을 실현, 향후 한국 유제품의 중국 시

적으로 통관과 운송이 가장 힘든 품목 중 하나로

장 개척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최초

삼건T&M의 진출시도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난관

로 외국산 비멸균 우유가 수입.판매

에 봉착
•특히, 유제품의 특성상 단시간 내에 통관, 상
품검사, 물류운송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대부

•중국 해관과 관련기관에 KOTRA를 확실히 각인
시킴으로서, 향후 중국내 통관과 물류센터의 가입
업체 지원 확대 기대

분의 물류업체와 수출입 대행업체에서 수입대
행처리를 거부
•삼건T&M은 우연한 기회로 칭다오 출장시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관해 알게 되
고, KBC 방문상담을 통해 상기 문제를 해결
•삼건T&M은 2008년 5월부 해외공동물류센터에
가입, 통관시 발생 가능한 예상 리스크를 제거하

7. 성공 요인
⃞ 끊임없는 도전정신
•삼건T&M의 이대표는 유제품 수출이 난관에 봉착
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시장 개척을
실시함.

기 시작
•칭다오 KBC는 중국내 식품류 통관에 가장 영향력

⃞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활동 전개

이 큰 중국 상품검사검역국을 수차례 방문, 동사

•해외전시회, 수출로드쇼, 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해

의 유제품 샘플을 전달하고 유제품의 특성에 맞는

외마케팅 사업 툴을 활용, 공격적 마케팅 활동 전개

통관 협조를 구했고, 중국 상품검사검역국은 한국
서울우유의 생산라인 견학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으로 협조
•또한, 낙후한 중국 냉장운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운송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내 최대 야쿠르
트 제조업체인 음락다(飮樂多)식품유한공사(한국
야쿠르트 현지법인)와 삼건T&M를 연결, 동사의
중국내 냉장 운송 시스템 공동 사용 방안을 협의중
•8월 현재, 3차 시험 수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
고, 9월부터 연간 100만불 규모의 한국산 비멸균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 중국 내수 시장 공략
•현재 한인 위주에 판매 시장에서 중국인 위주의
판매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변경 준비중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유제품을 개발하여 한국산
우유 및 유제품 수출 확대
•유통 과정 중 에 발생 할 수 있는 식품사고를 중국
내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을 통한 해결 준비중

우유가 중국내 정식 유통 개시(최초)
•삼건T&M은 칭다오-상하이-광저우를 잇는 물류
라인을 구축 완료하고 향후 내륙 소비시장 진출도
계획중

⃞ 홍보 활동 강화
•향후 중국 대형 매스컴을 통한 제품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활동 준비중

•칭다오 KBC는 청두 해외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하여
동사의 중국 서부 내륙 소비시장 진출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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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의 터보엔진 KOTRA 물류지원사업
1. 기업 개요

하지만 적기납품, 품질관리 등의 해외조달의 근본적인
문제로 제 3 납품업체 지위(위험분산을 위한 후보기업)

⃞ 기업명 : 에쎈테크

2006년부터 물류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바이어에

⃞ 주 소 : 인천시광역시 남동구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캐나다 내 제1의 경쟁사인 W

⃞ 품 목 : 공조기기 관련부품(벨브)

사를 물리치고, 제1의 납품업체로 선정 (✽W사는 이로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인해 2007년 도산)

•Kotra 지사화사업 : 2006년 6월~2007년 5월

H사의 해외조달 1위였던 이태리의 B사는 현재 에쎈테

•Kotra JIT물류지원사업 참가 : 2007년 6월~현재

크 다음인 2위로 지위가 바뀌었음
에쎈테크는 향후 H사 미국 공장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

2. 성공 사례
⃞ 금

것으로 기대

액 : U$700만 / 2008년 U$1,000만 예상

⃞ 계약시점 : 2007년 / 2008년
⃞ 바이어명 : H사
⃞ 국

으로 기대되어 납품업체 1위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질

5. KOTRA 지원 내역

가 : 캐나다
▶ 조사대행, 세일즈 출장지원 : 2005년 1월, 2005년 2월

3. 성공사례 의미

▶ 지사화사업(수출성약) 참가 ; 2005년 6월~2006년 5월
▶ JIT물류지원사업 참가

JIT물류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납품체계 구축을 통해
수출물량이 단기간에 급증

•기간 : 2006년 6월 ~ 2008년 현재
•주요지원내역
- H사와 최초성약 지원 (2005년) : 100만불

특히, 품질문제 발생시 물류지원업체와의 공조로 제품

- 물류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수출성약 확대 지원 :

선별작업, 바이어 상담, 품질개선책 제공 등을 통한 바

2006년 (300만불), 2007년 (700만불), 2008년

이어와의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명실상부한 H사의

(1,000만불 예상)

80여 부품에 대한 제1의 공급업체로 부상
KOTRA의 마케팅의 기본적인 Tool인 조사대행, 해외

4. 진출시 기업 상황

세일즈 출장지원 등을 통해 H사와 상담까지는 성공하
였으나 성약에는 성공하지 못함.

2004년 토론토 KBC에서 주최한 Magna Day에 참가

지속적인 후속 상담을 통해 수출이 성사되었으나 캐나

하여 수출가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해외마케팅을

다 로컬기업은 물론, 이태리의 경쟁사에도 미치지 못하

전개 2005년 H사에 첫 수출

는 미미한 실적을 기록

100 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물류서비스를 통한 성공사례
KOTRA 물류지원센터사업에 참가한 이후 구축된

⃞ 의의

JIT(적기납품) 지원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품질문제 발

H사의 80여 부품에 대해 명실상부 제1의 공급업체로

생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2005년 대비 2년만에

선정되어 납품물량이 급증한 것과 더불어 H사의 실적

700%이상의 수출성약 확대

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독점자적 지

에쎈테크의 선전으로 인해 도산한 캐나다 W사의 기계

위 확보

까지 인수하여 납품품목을 확대한 결과 2008년에는

기술과 가격경쟁력, JIT 시스템은 이태리의 B사나 캐

1,000만불 수출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

나다내 경쟁기업을 압도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거

토론토 KBC는 적기납품을 위한 JIT시스템 구축은 물

래확장 기대

론, 물류협력업체와의 적극적인 품질관리 지원체계를

2008 AHR EXPO 전시회

구축하여 문제발생시 즉시 Sorting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라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납품에 대한 신뢰성 구
축을 통해 수출물량 확대 지원
매주 금요일 오전 3자 Conference Call(바이어KOTRA-에쎈테크)을 통해 문제발생을 사전에 통제하
고 기술 및 주문에 관련된 최근 잇슈 등에 적극적으로

H사 에쎈테크 담당 바이어와 함께

북미지역 협력사인 I사 직원들과 함께

대응하는 체계 구축

7. 성공 요인
6. 성공 내역
⃞ 계약관련 주요내용

⃞ JIT물류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Consignment
Contract 획득

2005년 최초 계약당시 H사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

물류지원 없이는 재고파악, 품질관리 등 글로벌 기업과

으로 주문서(PO)를 발부하는 건별계약 방식이었으나,

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잇슈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게

물류지원체계 구축 후 2007년 주문량이 급증하고, 캐

되어 제1 공급업자의 지위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

나다의 W사가 도산하자 제1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면서
일명 Consignment Contract 방식으로 변경

⃞ 관련자가 주간 정례 Conference Call 지원

Consignment Contract 방식은 에쎈테크가 납품하기

주기적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납품에 대한 신뢰도

로 결정된 80여가지 부품에 대해서 바이어인 H사는 최

를 높여가면서, 신규제품 등에 관련된 정보입수 등을

소 재고유지 가이드라인만 결정해 주고 에쎈테크가 자

통해 거래품목 확대 (당초 1개 품목에서 현재 80여종)

체적으로 재고 등을 파악 납품해야하는 방식으로 JIT
납품체계구축이 없이는 불가능한 방식
연간수량으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나, 연간수량 예측이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가능하며 연초에 납품대상 부품에 대한 가격협상만이

캐나다의 제1 공급업자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미국공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향후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장 진출을 위한 도전과 지속적인‘품질안정화’작업

자동적으로 에쎈테크가 공급권한을 가지는 물량확대를

필요 (급격한 물량확대는 품질관리에 문제점 유발 가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의 계약

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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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로 소량주문 해결하자 수출 대폭 증가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주)파캔오피씨
⃞ 주 소 : 충북 청원군
⃞ 품 목 : 레이저 프린터 카트리지용 드럼 및 칩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6.01 ~ 현재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 이용

2. 성공 사례
⃞ 금

액 : (2007년) US$295만

•물류창고운영사와 위탁계약 체결지원
•예상물류비 산출 및 가격협상 지원
•센터참가 관련 자문 및 애로 해결지원

⃞ 마케팅 서비스
•유럽 출장시 My-Office 무료 제공
•네덜란드 및 유럽시장내 신규바이어 발굴 서비스
제공
•현지 세일즈 출장시 교통편의 제공 등 바이어 상
담 지원

⃞ 계약시점 : 연중
⃞ 바이어명 : P사 등 다수
⃞ 국

가 : 유럽

⃞ 부가 서비스
•현지법인 설립 지원
•현지 경영애로 타개 지원

3. 성공사례 의미
국내 중소기업이 유럽에 물류센터를 보유하여 대유럽
수출 증대를 시현한 후, 네덜란드에 현지법인을 설립하
여 유럽기업화에 성공한 대표 사례

6. 성공 내역
⃞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 이용 후 유럽 수출 현저
히 증가
•바이어에 대한 납기일 단축, 소량주문 수주 가능,

4. 진출시 기업 상황
(주)파캔오피씨는 과거 국내에서 유럽으로 수출할 때 해
상 또는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바이어에 납품하였으나,
해상운송을 이용하면 납품기간이 오래 걸리고 항공운송
을 이용하면 높은 운송비로 일정 수량 이상의 미니멈 오
더 위주로 바이어를 물색함에 따라 시장개척에 한계

협상력 제고 등으로 수출 증대
•바이어 주문시 3~4일 내에 유럽전역에 제품이 배
달되고, 소량주문도 무제한으로 가능하여 현지 업
체와 충분한 경쟁이 가능하며 가격경쟁력도 높아
바이어 만족도 상승
•수출이 매월 증가 2006년 유럽 수출이 전년대비
1.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대유럽 수출이
US$295만에 달하는 등 안정적 시장 확보.

5. KOTRA 지원 내역
⃞ 3자 물류서비스

102 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주)파캔오피씨는 2006년 하반기부터 공동물류센
터 재고량을 대폭 늘려나갔고, OPC 드럼 외 칩

물류서비스를 통한 성공사례
늘어나자 유럽 거래선 추가 발굴 및 관리를 위해
유럽 현지에 법인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체
없이 유럽 현지 마케팅 강화를 위한 법인을 설립
•현지 법인은 바이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
지만 무엇보다 고객과 가까워 짐으로써 바이어에
대한 신뢰도 제고 효과가 큼

⃞ 장기 경영전략
공동물류센터 내 보세상태의 업체 제품

(chip)을 추가하는 등 시장과 제품 다변화를 통해
유럽 수출 지속 확대

⃞ 현지법인 설립으로 자사브랜드 수출확대 (2006
년 7월 법인사무소 개설)
•(주)파캔오피씨는 60%를 OEM으로, 40%는 자사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어 유럽시장에서 자사 브랜
드 수출을 확대 추진
•바이어에 대한 시차 극복, 거리감 해소 등을 위해
서는 유럽 현지법인 설립 통감
•법인 설립이후 자사 브랜드 수출 증가추세

•(주)파캔오피씨는 OEM 수출 비중이 60%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브랜드 수출 확대를 장
기 경영전략으로 수립하여 이를 착실히 실현중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거래선이 다양하게 증가한
것은 물론, 현지법인을 통해 회사의 지명도가 함
께 상승하게 되어 자사 브랜드 수출이 확대추세

8. 시사점
⃞ KOTRA 1호 물류센터인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
활용을 통한 대 유럽 수출확대 기여
•단순 물류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 부가서비스
(예: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 개발을 통해 대업계
만족도 향상
•(주)파캔오피씨에서 볼 수 있듯이 중장기적으로

7. 성공 요인
⃞ KOTRA 운영 공동물류센터 선택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법인 및
지사설립)이 권장

•국내 중소업체가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자가
물류창고를 구축한다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 측면
에서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주)파캔오피씨는 KOTRA를 통해 적은 비용과 단
시일 내 유럽 물류기지를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해외영업직원은 오직 판촉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안정적 수출시장 기반 조성 성공

⃞ 신속한 경영 판단
•(주)파캔오피씨는 물류기지 구축으로 유럽 수출이

파캔오피씨유럽 입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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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물류서비스 활용하세요
현지시장에 판로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물류 체계를 최적화하기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지 물류기지를
이용하여 적시 공급이 가능토록 합니다.
과거 수입자의 대량 L/C 거래에서 오늘날 Wholesaler, Retailer의 소량 다품종, 직거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수시, 소량주문에 대한 신속한 딜리버리와 A/S 시스템을 위해서는 현지 물류체제 구축이 필요
합니다.
KOTRA에서는 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현지 물류전문 서비스업체(Logistics Service Provider)를 아웃소싱
하여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재고관리 등 물류관련 제반업무를 위탁 운영함과 동시에 KBC에서 여
타 행정.마케팅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2008년 공동물류센터 운영현황
국 가

지역명

명칭

물류 운영 회사

개소일

업체수

뉴욕

뉴욕 한국공동물류센터

대한통운 미주법인

2005.5.24

8

LA

LA 한국공동물류센터

KCC

2006.11.1

5

시카고

시카고 한국공동물류센터

G & B International

2007.4.1

6

디트로이트

LA 한국공동물류센터

ATCO

2007.4.1

4

청두

청두 한국공동물류센터

사천굉성물류유한 책임공사

2005.12.2

8

칭다오

칭다오 한국공동물류센터

(주)한진

2007.4.1

1

우한

우한 한국공동물류센터

호북기차운수총공사

2007.4.1

1

네덜란드

로테르담

로테르담 한국공동물류센터

Geodis Logistics

2004.4.27

IJS Global

2008.3.6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한국공동물류센터

Geodis Hungary

2006.12.1

4

파나마

파나마

파나마 한국공동물류센터

Panalpina Panama S.A

2006.11.1

3

J&J Int’
l

2006.6.1

7

Total Express

2005.6.1

16

미 국

중 국

러시아
캐나다

노보시비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한국공동물류센터
토론토

토론토 한국공동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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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도 일본 등 신규 물류센타 추가 설립예정

문의처 : 정책사업팀(전화 02-3460-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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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성공사례속 길이 보인다

신사업 분야 성공사례
라이온텍-미국 건축자재시장 진출 신화
바이오랜드-KOTRA와 함께한 국산 진단시약의 세계화
세화피앤씨-미 연방정부조달시장 첫걸음
원테크놀러지-의료기기 명가를 꿈꾸다
트랙스타-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기
효림-글로벌기업과 협력, 상용차 부품납품성공
H사-국내 자원기업의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
E사-IT기술혁신제품, 미국 유통시장 납품 성공
S사-인공위성도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

신사업 분야 성공사례

미국 건축자재시장 진출 신화
1. 기업 개요

라이온켐텍사는 다년간 미국시장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 기업명 : 라이온켐텍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적으로 색상 다양화 및 현지 맞춤형 색상구현을 통

⃞ 품 목 : 인조대리석

한 제품 차별화를 구현함과 동시에 KOTRA 토탈마케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팅 사업인 2007, 2008 대덕특구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2006.12 대전구주 시장개척단

참가를 통하여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 2008년 6

•2007 대덕특구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참가

월 미국 진출에 성공

•2007.3 부산시 중동아프리카 통합 시장개척단
•2007.7 중화권 시장개척단 통합 시장개척단
•2007.10 유럽 통합 시장개척단
•2007.6~2009.6 두바이 지사화사업
•2007.12~2008.11 콸라룸푸르 지사화사업
•2008 대덕특구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참가
•2008.2~2009.1 방콕 지사화사업

5. KOTRA 지원 내역
⃞ 2007 대덕특구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ISSFA B2B 광고시행(2008.1)
- LA KBC를 통하여 미국내 최적 광고 수단에 대
한 조사를 수행하여 선택된 ISSFA B2B에 광고
를 게재하여 라이온켐텍 제품 홍보 및 라이온켐

2. 성공 사례
⃞ 금

액 : 1천만불

텍 전시회 참가를 사전 광고
•SURFACE FARBRIC 전시회 참가(2008.2)
- 동분야 미국 최대 전문전시회인 Surface Fabric

⃞ 계약시점 : 2008년 6월 6일

에 참가하면서 라이온켐텍의 제품 및 브랜드(트라

⃞ 바이어명 : A사

이스톤)를 런칭시키고 대미 마케팅 활동 본격화

⃞ 국

가 : 미국/캐나다

•ISSFA SHOW 참가(2008.2)
- ISSFA B2B광고와 연계하여 진행된 사업으로서

3. 성공 사례 의미

다수의 우수바이어 및 A사와 최초의 비즈니스
논의를 진행

듀퐁, LG 등 대형 건축 자재 업체들의 최대 경쟁 장소인

전문광고와 이를 연계하여 진행된 전시회에 참가함으

미국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공적인 대형 프로젝트 수주

로써 미국 진출 초석을 마련.

⃞ 2008 대덕특구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4. 진출시 기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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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드쇼(LA, 워싱턴)
- 라이온켐텍은 전문전시회 참가가 아닌 자체적인

신사업 분야 성공사례
수출로드쇼를 통하여 인조대리석과 기존 천연대

•의의

리석의 비교 및 제품 시연을 통하여 천연제품과

- 1년 단기 계약이 아닌 2년간의 연간 계약을 체결

차이가 없는 고급스러운 질감과 다양한 색상, 우

하여 미국 시장 진입에 대한 확실한 초석을 마련

수한 가공성을 증명하여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

- 북미 시장진출 성공에 따라 이를 발판으로 트라이

을 유도
- 로드쇼 참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미
국내 최대 유통 회사인 A사와 계약 조건 및 구매
제반사항에 대하여 논의

스톤이라는 브랜드 및 품질에 대한 대내외적 인지
도 상승
- 이를 발판으로 해외 유망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마
케팅을 진행 중.

- 수출로드쇼는 개별기업차원에서 유망한 바이어
들을 초청하여 제품설명회와 시제품전시, 그리
고 상담을 겸하는 행사로서 많은 경비와 함께
KBC의 철저한 준비가 관건

7. 성공 요인
•맞춤형 컬러 구현

- 로드쇼 직후 A사의 사장은 방한을 하여 라이온

- 대량제조방식을 고수하는 경쟁 대기업들이 수

켐텍사를 방문하여 1천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하기 불가능한 바이어별, 국가별 맞춤형 컬러

세계최대의 가구 인테리어 용품의 메이커인

구현

IKEA와 American Standard 등의 글로벌 유

•소량 주문지원

통기업에 공급권 확보

- 기존 경쟁 대기업들의 경우 일정 수량 이하의 주
문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소량 주문지원을 통하여 바이어를 지원하
여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
- 해외전시회, 수출로드쇼, 지사화 사업, 조사대

수출로드쇼에서 계약체결 장면

6. 성공 내역
•계약관련 주요내용
- A사는 라이온켐텍의 제품의 구매를 확약하고 이
에 대하여 라이온켐텍은 북미에 대한 인조대리석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A사에 일임
- 계약 첫 해인 2008년 인조대리석 2,500장,
2009년 40,000장 등 매년 구입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8년말 2010년분 추가 구매에

행, 해외전문지 광고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사업
툴을 활용, 공격적 마케팅 활동 전개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타켓시장 다변화 및 시장확대 지원
- 지사화사업을 통하여 두바이, 방콕, 콸라룸푸르
등 신규시장 조사 및 바이어 데이터 구축
- 대만 등 바이어 데이터가 구축된 지역의 경우 해
외수출 로드쇼를 통한 집중 마케팅 진행
-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의 경우 다양한 전시회를
통하여 초기 브랜드 강화

대한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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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와 함께한 국산 진단시약의 세계화
1. 기업 개요
⃞ 기업명 : 바이오랜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시장 신규
진출 성약

⃞ 주 소 : 충남 천안시
⃞ 품 목 : 진단시약, 천연물 원료 및 조직공학 제품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9 인도-아세안 바이오전략 로드쇼 참가
(첸나이, 호치민 KBC)

4. 진출시 기업 상황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를 위주로 신속진단시약의 해외
수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전시회 이외의 신규시장(인도, 동남아

2. 성공 사례
⃞ 금

액 : 3백만불

⃞ 계약시점 : 2008년 1월
⃞ 바이어명 : 오존사
⃞ 국

가 : 인도

등) 개척 기회를 탐색해옴

5. KOTRA 지원 내역
⃞ 인도-아세안 바이오 전략로드쇼 참가지원
인도 및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 처음으로 KOTRA
사업에 참가

3. 성공 사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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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가한 인도 및 동남아 7개국 130개사 중 바
이오랜드 제품에 관심을 보인 현지 업체들과 1:1 상

신사업 분야 성공사례
7. 성공 요인
⃞ 제품의 품질 경쟁력
기술력에 기반한 우수한 품질로 현지제품과 가격경
쟁에서 열위에 있음에도 시장개척 성공

⃞ 현지 업체들과의 철저한 match-making과 사
전 준비를 통한 사업성과 고양
바이오랜드 제품의 사전 소개자료 제작, 배포 및
관심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상담
지원

8. 시사점
⃞ 타켓시장 다변화 및 시장확대 지원
담주선

인도시장 이외에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 진출

유사한 제품을 저렴하게 제조하는 현지 기업이 있음

교두보 마련을 위해 앞으로 KOTRA를 적극 활용한

에도 바이오랜드 제품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인해

수출시장 다변화

현지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임

⃞ 홍보 활동 강화

6. 성공 내역
⃞ 성약사례 주요내역

성공사례를 국내 및 현지 주요 언론에 홍보, 기업 이
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통한 마케팅 활동
지원

행사 참가 후 꾸준한 후속상담 지원을 통해 인도 오
존사에 말라리아 진단키트 외 12종의 신속진단시약
302만달러 규모 공급계약 체결

⃞ 의 의
일반적으로 국내 의약품, 진단시약의 중국 및 인도
시장 진출은 가격 경쟁으로 인해 진출이 어려운 것
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이 경쟁제품 대비
기술과 품질 면에서 우위에 있을 경우 충분히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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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조달시장으로의 첫걸음
헉, 우리 제품이 미전투기에 사용 ?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세화피앤씨(Shehwa P&C Ltd)

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
•3M 이라는 다국적기업과 무명의 한국 중소기업간 승
부가 필요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 품 목 : Privacy Screen Filter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8.04 FOSE 참가
•2008.04 GSA Expo 참가
•2008.08 Retail Vision 전시회 참가
•2008.09 Korea Technology Week 참가
•2008.09 현재 지사화 사업(워싱턴KBC)

5. KOTRA 지원 내역
⃞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지원
•미국 정부조달벤더초청상담회 참가 (2007. 6) :
정부조달사업 최초 참가
•FOSE 참가(2008.4) : 미 연방정부 특혜조달프로
그램 활용을 통한 조달 기회 확보
•GSA Expo 참가 (2008.4) : 연방기관 구매관들의

2. 성공 사례
⃞ 금

액 : 8만불 (초기계약)

⃞ 계약시점 : 2008년 5월

관심 제고
•Retail Vision 참가(2008.8) : ‘Best New
Product’
에 선정
•Korea Technology Week 참가 (2008.9): 정

⃞ 바이어명 : US Federal Government

부조달네트워킹 행사로 국방조달시장 진출 기회

⃞ 국

마련

가 : 미국

- 미 전투기 부품(필름) 공급 관련 1,050만불 성

3. 성공 사례 의미

과 창출 예상(현재 제품 테스트중, 올해내 성과
예상)

•한국 중소기업의 미 연방정부 납품계약 체결
•업계의 기술력과 KOTRA의 네트워킹 지원이 유효

⃞ 지사화 사업 지원(2008.9현재)
•미 연방조달 프라임컨트랙터와의 계약 체결 지원

4. 진출시 기업 상황
•세계 특허 제품임에도 불구, 미 정부조달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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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문 리셀러 Micro Center 납품 개시
•미 전투기 부품 공급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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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Vision에서 바이어와 함께 (2008. 8)

6. 성공 내역
•계약관련 주요내용
- 미 연방정부 독점조달 계약 체결
- 프라임컨트랙터와 협력, 미 전투기 부품 공급 계

FOSE 전시회 참가 (2008. 4)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연방정부 조달 채널 다변화
- 현재 진행중인 직접 조달 외에 프라임컨트렉터와
의 협력을 통한 국방시장 진출 추진

약 추진 중 (약 천만불 규모)
•의 의
-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인센티브 프로그
램을 활용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

•홍보 활동 강화
- 성공사례를 주요 언론에 홍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통한 마케팅 활동 연계

- 조달 우선순위의 정부조달컨트랙터와의 협력으
로 향후 20년간 독점 공급권 보유

•RetailVision, XChange 등 고가의 전문 전시상담
회 참가 예정이나 경비가 매우 비싼 편으로 KOTRA

7. 성공 요인

에 지원요청

•세계 특허 제품
- 전 세계적으로 경쟁사는 3M이 유일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 정부조달 관련 상담회 및 전시회에 일관되게 참가
- 지사화 사업을 통한 바이어와의 신속하고 효과
적인 커뮤니케이션

111

신사업 분야 성공사례

의료기기의 명가를 꿈꾸다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원테크놀로지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5. KOTRA 지원 내역
•중동시장에 대한 컨설팅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의 KBC를 활용 의료용

⃞ 품 목 : 레이저 의료기기

레이저 기기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와 효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율적 마케팅 수단 및 진출전략 수립

•2006년 5월 대전중남미 시장개척단
•2007년 춘계 월드 메디카 플라자

•HOSPI MEDICA 전시회 참가(2006.11)
- 유럽내 의료기기 최대 전시회인 HOSPI

•바이어조사(LA KBC)

MEDICA에 참가하여 유럽지역에서 원테크놀로

•2006, 2007, 2008 대덕특구 유망상품 해외마케

지의 브랜드 인지도 고양

팅 사업참가

•ARAB HEALTH 전시회 참가(2007.1)
- 기실시된 컨설팅으로 구축된 시장진출 전략을

2. 성공 사례
⃞ 금

액 : 1,260만불

⃞ 계약시점 : 2007년 7월 9일
⃞ 바이어명 : S사
⃞ 국

가 : 미국/캐나다

ARAB Health 전시회에 참가하여 발굴된 바이
어를 DATA화함으로써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단
초 마련
•Dallas Forum 전시회 참가(2007.4)
- 달라스 KBC에서 시장조사 및 바이어조사를 진행
하여 원테크놀로지 전시회 참가에 대한 대 바이
어 홍보

3. 성공 사례 의미
의료기기 제조 강대국인 미국에 레이저 의료기기
1,260만불 수출

4. 진출시 기업 상황
국내에서 인정받는 레이저 의료기기임에도 해외마케팅
인원 및 해외진출 전략 부재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던 중 코트라에서 수행한 해외마케팅 토털
지원사업인 대덕특구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사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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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Forum 전시회 참가

신사업 분야 성공사례
- 미국 내 의료기기 유통전문회사 S사와 최초 미팅
을 진행, 1,260만불 계약 체결

술이 가능하였지만 원테크놀로지 제품은 초보자
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USER INTERFACE를 구현하여 바이어들의 긍정적인

6. 성공 내역
•계약관련 주요내용
- 원테크놀로지는 원코스젯 SR에 대한 북미 독점
권을 S사에 부여
- S사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간 1,260만
불의 구매 보장
•의 의
- 의료기기 생산 최대 국가인 미국에 한국산 레이
저 의료기기를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대미 수출의 초석을 마련하고 원테크놀로지는 대
외인지도 상승에 따라 향후 유럽 및 중동 등의 거

반응을 유도
•부품 모듈화
- 원테크놀로지의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모듈화
시켜 고장이 발생시 단순한 부품 교체 작업을 통
하여 수리가 가능하게 제조
•철저한 A/S 구현
- 수출품에 대한 고장 발생시 1차 부품 교환, 2차 전
문인력 출장지원등을 통하여 미국시장에서 바이
어와의 깊은 신뢰감 및 유대감 강화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공격적인 현지마케팅
- 해외전시회, 수출로드쇼를 중심으로 다양한 타겟
지역에서 공격적 마케팅 활동 전개

대 시장 수출이 용이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타켓시장 다변화 및 시장확대 지원
- 각국 의료기기 유력전시회를 중심으로 수출지역
확대 계획
- 신규 제품(레이저 탈모치료기) 해외마케팅 판매를 위
하여 코트라 조사대행, 지사화사업 등을 적극 활용

9. 시사점
- 미국 등 의료기기 대기업들은 특허를 통해 자국시
장을 보호하고 있으나, 점차 외국산 의료기기 수
입이 확대추세
- 원테크놀러지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기술력을 바
탕으로 대미 의료기기 마케팅 사업확대 필요

7. 성공 요인
•USER-INTERFACE 개선
- 기존의 레이저기기는 전문 교육을 받아야만 시

-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기기업체에서 필
요한 부품 아웃소싱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
기 부품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첨단 IT 및
자동화 기술을 융합하는 벤처업체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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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기
1. 기업 개요
⃞ 기업명 : TrekSta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 품 목 : 아웃도어 웨어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글로벌브랜드육성사업 진행 중(07년, 08년)

⃞ 강점
•Product : 전문 OutDoor 제조 회사로, 새로 도입한
BOA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 확보
•Price : 미국 Columbia, The North Face 등과
비교, 동등 혹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력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 약점

2. 성공 사례
⃞ 전략 : 국가브랜드와 연계하여 기업브랜드 및 국가
브랜드의 동시 제고, 매출확대

⃞ 실행 : KOTRA와 참여기업, 수행사가 협업으로 세
부 전략 수립 및 실행

⃞ 성과 : 소매유통채널 40개 확보, 07년도 Trial 오더

•Place : 트렉스타의 제품을 유통할 전문 매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유통채널 미확보로 인하여
고객관리, 브랜드 마케팅 사용이 제한된 상황
•Promotion : 광고·판매촉진 등 프로모션에 투
입할 예산이 미국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
모. 해당 제품을 북미시장의 타겟 소비자에게 인
식시키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

40만불 달성

5. 핵심성공요인
3. 해외 진출 목표와 의미
⃞ 목표 : 신규 브랜드 KOBRA를 OUTDOOR 시장의

⃞ KOTRA 밀착 지원下 마케팅 전략의 명확화 및
시장 세분화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 상륙시켜, 다른 국가

•목표 지역을 세분화하여 캘리포니아지역으로 한정

로 확산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 전개(BTL) 전개 : 저비용

⃞ 의미 : 처음 거창한 목표와 포부가 필요하나, 브랜
드 확산을 위해서는 현지 소매시장부터 차근
차근 인지도를 쌓아가야 함. 미 LA 시장에서
KOBRA의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여타 지역 확산에 자신감을 가짐.

으로 브랜드를 반복/지속 노출시킬수 있는 매체개
발(카달로그, 동영상, POP 등)

⃞ 우수한 품질력 확보
•중국의 저가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제
품력 확보

⃞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실행

4. 진출시 기업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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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칭목표 브랜드 명「KOBRA」
로 확정, 한국의 우
수한 제품력을 상징할 수 있도록 지원(중국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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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우수 국가브랜드의 활용)
•16좌 등산을 한 세계적인 산악인「엄홍길」
을 포스
터 인물로 선정

⃞ 유효 유통망 구축
•우량 대형 OutDoor 매장 확보
•소매 유통 채널을 광고/홍보 매장으로 활용

•인쇄매체, POP 및 Poster, KOBRA 홍보동영상 제
작

7. 성공 내역
⃞ 치밀한 마케팅 전략 수립 : Test marketing 활
동 수행

6. KOTRA의 지원 내역
<해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 국가브랜드와 연계한 해외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
•미국내 한국 브랜드 이미지가“전문성”
과 관련있
는 점 활용
•한글과 영문을 함께 사용하여 KOBRA가 한국브
랜드임을 강조
•세계적 유명인사인 산악인 엄홍길의 사진과 사인
이 포함되어 있는 카달로그 제작.배포

•테스트 마케팅을 통해 광고 판촉물에 대한 전문
딜러들의 의견 수렴 및 개선

⃞ 유효 유통망 확보
•REI, Adventure16, Sports Authority, Outdoor
World 와 같은 매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마

⃞ 목표시장 세분화로 성공적인 초기 진출(투입자원
제약성 감안)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을 Main Target 지역으로 선
정

<해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행 지원>
⃞ 유효 유통망 DB 구축
•전문 아웃도어 매장조사를 통해 유효 유통망을 파악

⃞ 프로모션 믹스의 수행 지원(제작 지원)
•영문 회사소개, 신제품 동영상 CD 제작, 한/영문
카다로그 제작

련
•유효 유통망 및 딜러들이 실제 매장에 신규 브랜
드를 선보임에 따라 마케팅 및 판매효과 기대

8. 향후 계획
⃞ 타겟 지역 확대를 위한 전략 공동 수립 및 자금
지원
•지속적인 해외 브랜드 마케팅 진출 전략 수립 지원
•저비용 고효율 추진 : BUZZ MARKETING 강화
등 BTL 전략의 효율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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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과 협력, 상용차 부품 납품 성공
⃞영업이익이 목적인 마케팅 컨설팅사(수행사)를 KOTRA
와 같은 해외 마케팅의 전문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서 효

을 KOTRA 지사화 사업 및 국내 상담회 행사와 연계하
여 성공 사례발굴

율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성과 창출

1. 기업 개요
⃞ 기업명 : 효림산업㈜

4. 진출시 기업 상황

⃞ 주 소 : 경북 경산시

품질 면에서 안정적인 내수기반은 확보한 상태였으나

⃞ 품 목 : 자동차 프로펠러 샤프트 및 그 연결장치

해외영업 면에서는 아직 초기 상태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5년 코트라 아카데미 연수사업 참가
•2005년 이후 시카고 KBC과 지사화 사업 진행
•2007, 2008년 Global TransporTech 참가

5. KOTRA 지원 내역
⃞ Global TransporTech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
성공
•시장개척단, 지사화 사업 등을 통해 효림산업의
대미 진출을 지원중이던 시카고 KBC는 유력 글로
벌 바이어를 국내 전시 수출상담회에 유치 성공
•KOTRA에서 주관한 Global TransporTech사업

2. 성공 사례
⃞ 금

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업체를 연결하여
주는 국내 최대 성공 전시.상담회로 KBC에서 글

액 : 약 5백만불 / 연간

⃞ 계약시점 : 2007년 12월
⃞ 바이어명 : N 사
⃞ 국

가 : 미국

3. 성공 사례 의미
한국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글로벌 상용차 OEM 납
품에 성공
바이어의 소싱 Needs를 적시에 파악한 Pull 형 마케팅

116 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밀

N사와의 납품계약 체결식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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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바이어 유치시 매우 효과적

- 수출상담회, 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 N사의 Global Sourcing 담당자는 Global

사업 툴을 활용, 공격적 마케팅 활동 전개하였고,

TransporTech 2007에 참가하면서 방한시

KBC와 함께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즉각적으로 대

KBC 주선으로 효림산업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응한 것이 주효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공장방문시 계약 체결
⃞ N사 글로벌소싱 담당자 초청 구매정책 설명회 및 상
담회 개최
•KBC에서는 담당자가 방한하여 N사와 상담한 결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타켓 바이어 확대

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접촉 및 협의를 통

- 현재 납품 중인 N사 외에도 CAT, PACCAR 등

해 N사 구매 의사결정권자의 재방한 유도→ 공장

미국 소재 글로벌 기업을 주요 타켓 대상으로 적

방문 → 최종납품계약 성사까지 이끌어 냄

극적인 마케팅 활동 추진 예정

⃞ 지사화 사업 활용(2007.7~현재)
•N사와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 형성 및 요구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사화 사업 지속 추진

•납품 성공사례 활용
- N사의 납품 경력을 적극 활용 타 업체에 납품을
시도함과 동시에 기술 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도 주력

6. 성공 내역
•계약관련 주요내용
- 연간 520만불에 달하는 물량의 자동차 부품 이음
장치를 OEM 라인에 납품 계약
•의의
- 중소기업 최초로 미국 최대의 상용차 OEM 라인

9. 시사점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은 1개 업체의 성공에 거치지
않고 다른 국내업체들에게 부품공급 성공사례를 전파
하고 부품공급의 기회를 제공
한편,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구매정책과

에 부품을 납품하였고, 해당 품목 외에 수출품목
다변화로 수출 확대 가능성 제고
- 글로벌 기업에 여타 국내 부품업체의 수출가능성
확인

7. 성공 요인
•제품의 경쟁력
- N사는 자동차 부품 이음 장치 분야에 있어서의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 보유
N사 국내 소싱 플라자 (2007.12.14)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및 현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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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기업의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
구매요건 등이 있으므로 KOTRA에서 설명회 및 상담
회를 동시 개최하여 보다 많은 부품소재 업체들이 글로
벌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방한
을 유도 관심기업에 대한 공장방문을 주선함으로써 계
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1. 기업 개요

H사 제련 광물

발, 해외광물 자원 개발 및 제3국 수출에 특화

⃞ 기업명 : H사

광물 분야 오랜 경험으로 중국 및 한국의 다수 제철, 제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련소(항주제철, 포스코 등)를 고객으로 확보

⃞ 품 목 : 철, 구리, 니켈, 망간 등 광물자원

서울, LA, 멕시코(법인 및 공장), 필리핀에 법인 보유,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광물 자원 생산 중이었으

•2007.8, 해외진출 조사

나, 최근 광물자원 가격 급등, 수요 급증으로 2007년

•2007.9, 1,2차 필리핀 출장

이후 필리핀 광산 개발 추진

•2007.9, 현지 광산허가 당국(MGB) 면담 주선

2007년초부터 필리핀 광산 실사, 2007년말 법인 설립 통
해 본격 자원개발 추진했으나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 자원

2. 성공 사례
⃞ 금

에서 환원철 등 철광석, 크롬, 니켈, 망간 자원 개발 추진

액 : 미정

⃞ 계약시점 : 2008.10월
⃞ 바이어명 : 광산개발 계약
⃞ 국

분야 투자제한 및 인허가 관련 어려움에 봉착하여 필리핀

가 : 필리핀

5. KOTRA 지원 내역
⃞ 해외진출 조사를 통한 파트너 신용도, 광물분야
투자인센티브 및 제한사항 등 제공

3. 성공사례 의미
KOTRA의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 진출 지원 본격 가동

•해외진출조사를(2007.8) 통한 필리핀 광물자원
투자 상세 정보 제공
- 합작파트너 신용도 조사, 광물자원분야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 투자인센티브, 필리핀의 민다나

4. 진출시 기업 상황
H사는 자원개발 전문 중견 기업으로 바이오에너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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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및 민도로 지역 투자 등
- MGB 방문 통한 담당 Director 및 실무자 2명
면담, 외국인 투자 제한 및 인센티브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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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광물산업 기진출 기업 면담 통한 사례 및

주선
• 동사 부사장 등 3명과 함께 KBC 담당자 MGB

투자환경 정보 제공
- 현지 치안 상태 및 파트너 대상 기업의 신용정보

방문, MGB Director 및 관련 실무자 2인 면담

를 MGB 허가사항과 SEC(기업등록 감독위) 의

• 외국인의 광물광산 투자 관련 법규, 지분 보유 관

뢰, 자료 확보 전달, 외국인의 광물산업 투자 관

계, 정부 및 파트너와 계약 관련 사항 등 상담, 한

련 법규 일체 조사 자료 제공

국기업 투자사례 포함

✽ MGB(Mining & Geosciences Bureau): 필리

- MGB 관계자들과 네트워킹 및 광물 자원 개발

핀 환경에너지부 산하 광물지질과학국으로 광물
자원개발 관련 정책 수립 및 일체의 인허가 사
항 담당

⃞ 필리핀 출장, 무역관 담당자 면담 통한 추가 컨설팅

프로젝트 상세 정보 추가 입수

6. 성공 내역
• 필리핀 마닐라 인근 쿨루쿨루, 민도르 지역에서 철
광석, 망간 등 관련 개발 계약 체결
필리핀 광산 전경

주요 광물자원 프로젝트 지도

•의의
- 광산개발은 국가 보호 산업으로 외국기업 진출에 여

• 조사에 이어 L개발영업 이사 필리핀 출장을 통해

러 제약 요건이 존재함에도 불구, 적기에 필리핀내

현지 광산 실사 및 KBC 방문, 1차 방문상담 통한

시장조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자원 개발 프

정보 습득 및 광물 자원 프로젝트 확보

로젝트 수주

(2008.9.9)
- KBC에서는 투자환경 보완 설명 및 동사 요청으
로 망간 자원 프로젝트 리스트 확보 및 전달

7. 성공 요인

• 동사 K 부사장 필리핀 방문출장, 후보 광산 실사

• 현지 실사, 법인설립, 실사 지속, 조사대행, KBC

및 KBC 2차 방문 상담, 추가 정보 습득 및 MGB

협력 정보 수집, 파트너 신뢰도 체크, 현지 관계 인

방문 면담 주선 요청 (2008.9.17)

허가 당국 직접 접촉 등 단계별 추진을 통한 어려움
극복

⃞ 필리핀 광산개발 인허가 당국 방문 주선 및 방
문상담 지원

• 개도국 자원개발시 항상 존재하는 어려움을 KBC와
공조하여 극복한 사례

• H사 요청으로 9.22일 MGB 디렉터와 방문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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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혁신제품, 미국 유통시장 납품 성공
8. 향후 사업 추진방향

1. 기업 개요

필리핀내 광물자원 개발 투자 확대 및 제3국 수출 강화

⃞ 기업명 : E사

예정, KBC에서는 여타 자원개발 정보 수집 및 프로젝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트 성사 지원 예정

⃞ 품 목 : Multi Web-Pad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7.03 FOSE 참가
•2007.06 정부조달벤더초청상담회 참가
•2007.10 Korea Tech Preview USA 참가
•2008.01 CES 전시회 참가
•2008.06 IT Showcase in Canada 참가
•2008.08 Retail Vision 전시회 참가
•2008.09 현재 지사화 사업(워싱턴 KBC)

2. 성공 사례
⃞ 금

액 : 1억불 (향후 2년 매출추정치)

⃞ 계약시점 : 2008년 9월
⃞ 바이어명 : Ingram Micro 등 다수
⃞ 국

가 : 미국/캐나다

3. 성공 사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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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접근조차 힘든 세계 최대 IT 글로벌 유통기

AS 및 Lifecycle management 체제 설립, 실질

업에 납품계약 체결을 통한 북미 주요 리셀러 마켓 및

적인 유통망 진입을 위한 초석 마련

정부조달시장 진출 성공

- KOTRA 주선으로 북미지역 바이어들에게 Risk

4. 진출시 기업 상황
혁신적 아이디어 제품임에도 불구, 벤처기업이라는 불

를 완전히 없애주는 유통 체제와 구매자들의 구
매를 적극적 촉진하는 AS 체제 구축
- 제품의

이익률을

높이는

Lifecycle

리함으로 인해 자본부족으로 인한 제품 양산 불가. 오

Management를 통한 비즈니스 플랜 설립, 비즈

직 Prototype 과 비즈니스 계획을 들고 마케팅 진행

니스의 이미지, 신용 제고와 동시에 이익률 보강
- Circuit City, Micro Center 등의 1차

5. KOTRA 지원 내역

Primary 마켓 외 Secondary 마켓 채널 확보,
유통망에 더욱 튼튼한 기반 확보

⃞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지원
•FOSE 참가(2007.3) : IT정부조달박람회로 이디
테일의 미국시장 개최행사 최초 참가(워싱턴)
•정부조달벤더초청상담회(2007.6) : 워싱턴

•최소의 자본으로 큰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체계적
인 마케팅 전략 도입
- 8월말 참가한 Retail Vision을 통해 기존

•Korea Tech Preview 참가(2007.10) : 달라스

Ingram Micro Canada의 10배 이상의 비즈니

•CES(미국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 참가(2008.1) :

스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Ingram Micro USA

혁신상 수상 및 CNN Fortune 뉴스를 통해 최고
기술(Best Technology)로 선정
•Retail Vision 참가(2008.8) : ‘Best New
Technology’
에 선정(워싱턴)
•Korea IT Showcase in Canada(2008.6) :
Ingram Micro Canada 와의 계약 성공(토론토)

측과 계약 체결
- 9월말 현재 D&H, Synnex, Tech Data 등 글
로벌 업체들의 구매 요청으로 제품이 매진되어
추가 양산 돌입

6. 성공 내역
⃞ 계약관련 주요내용

⃞ 지사화 사업 지원(2007.6~현재)

•IT Showcase in Canada를 통한 Ingram Micro

•지사화사업 참가 이전 Best Buy, Micro Center
등 미국 주요 IT유통 체인들의 관심이 지대하였으
나 반품, 교환이 자유로운 북미 유통 시스템으로
인한 인프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매번 계약 무산
- 세계 최초 Dual Display 타입 Tablet PC 개발에
도 불구, 미국내 판매조직과 A/S 시스템이 없이는
보수적인 북미 바이어들과 상담시 판매조건 불리
•2007년 상반기 지사화사업을 통해 업계 최고의

121

신사업 분야 성공사례

인공위성도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
Canada와 계약 체결
•Retail Vision 참가, Ingram Micro USA 본사와
의 계약 체결

⃞ 의 의
•일회성 계약이 아닌 지속적 납품계약은 국내 중소
기업이 북미 글로벌 유통시장에서 이룩한 이례적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 마련
•E사의 Ingram Micro 납품계약 체결을 통한 다른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혁신적 IT제품들의 해외시
장 공동진출 지원

1. 기업 개요

인 사례로, 향후 다른 IT전자제품들의 진출지원에

⃞ 기업명 : S사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주 소 : 대전 유성구

•Dual Display Tablet PC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의 혁신형 IT전자제품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가 가
능할 것으로 전망

7. 성공 요인

⃞ 품 목 : 인공위성, 방사선감시기
⃞ KOTRA 서비스 활용 경력
•2008.04 해외비지니스출장
•2008.5~ 지사화사업

⃞ 제품의 독창성
•Dual Display Tablet PC는 설명 및 발표가 주요
업무인 비즈니스맨들에게 효과적인 제품으로,
Dual Monitor를 통해 설명자와 시청자가 동시에
내용 확인이 가능한 혁신적 아이디어 제품

⃞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공격적인 현지마케
팅
•해외전시회, 수출로드쇼, 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해
외마케팅 사업 툴을 활용, 공격적 마케팅 활동 전개

8. 시사점
⃞ 타켓시장 다변화 및 시장확대 지원
•현재 공략중인 북미시장 이외에도 유럽,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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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위해 지사화사업 가입 결정

2. 성공 사례
⃞ 금

액 : USD 7,400,000

⃞ 계약시점 : 2008.7

- 인공위성/방사선감시기 터키 시장 조사 실시
- Quotation에 대한 feedback 실시 등 실질적인
지사로서의 역할 수행
- 터키원전입찰관련 정보 제공 등

⃞ 바이어명 : T사
⃞ 국

가 : 터키

3. 성공사례 의미

6. 성공 내역
• T사에 인공위성용 광학카메라 공급 계약 체결
- 터키 T 사는 앙카라 소재 터키정부출연 과학기술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제

연구소 내 항공우주사업단으로서, 동 제품은 터키

조업의 좋은 예가 될 인공위성 제조기업의 수출 기업으

가 2011년 말에 발사 예정으로 자체 개발 중인 지

로의 변신

구관측용 인공위성에 탑재될 예정

4. 진출시 기업 상황
S사는 우주항공 전문기업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우리별1호 위성을 비롯한 지구
관측, 우주과학, 기술시험 등의 소형과학위성을 개발한
인력을 중심으로 2000년 1월 설립된 이후 소형인공위
성 완제품과 소, 중, 대형 인공위성의 부분품 공급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 왔음.
전형적인 하이테크 벤처기업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터키를 주력시장의 하나로 선정하였
으나, 안정적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5. KOTRA 지원 내역
• 해외비지니스출장 지원 (2008.4)
- 터키원자력기구(TAEK)와의 상담주선
- 방사선감시기 국제심포지엄 발표 기회 주선
• 지사화사업 지원 (2008.7~현재)
- 해외비지니스출장지원 과정에서 KOTRA의 기
여도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안정적인 터키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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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KOTRA 무역관을 해외시장 정보원으로
넘처나는 정보 홍수시대에도 KOTRA 정보는 여러분의 해외시장 개척의 길잘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
•수출유망상품
•해외시장동향
•무역통상·현안
•바이어 오퍼정보
•국내외 전시정보
•북한경제
•해외진출정보
•우리나라투자유치
•중국전문정보
•입찰·플랜트정보

☞ 주요 포털사이트 게재 내용
▶ Global Window : 세계 68개국의 국가정보 및 77개 수출유망품목별 해외시장동향D/B(1,524건),
주요국 무역통상정보(연간 5,000여건) 등일일 평균 17만명 방문
▶ BuyKorea : 해외 바이어의 바잉오퍼 및 입찰 정보 15,000 여건 등
▶ GEP : 국내외 개최 전시회 정보 4,000여건 등

☞ 포털 사이트

무역통상정보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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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진출정보

[ 설명회 개최 및 자료집 발간 ]
▶
‘08년중 설명회 개최 : 연 30회 내외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해외 투자진출 설명회

-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1.8)

- 극동·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5.30)

- 러시아 우랄시장 진출설명회(5.22)

- Post-China 아시아 투자진출 설명회(9.25)

-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설명회(6.26) 등

- 국제개발은행 물산업 진출 설명회(6.17) 등

✽ KOTRA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08년중 간행물 발간
수출현안조사 자료

외부기관 공동조사 자료

- 2008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 KOTRA-KIEP 산업연구 (카자흐스탄 등 7개국)

- 2008 세계 주요도시의 생활여건 등 50여건

- KOTRA-SERI Post-BRICs 연구(중앙아 5개국)

✽ 11월 발간 예정

▶한미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유망국의 주요산업 시리즈

[ 해외시장 조사대행 - 필요하신 맞춤형 해외정보를 제공합니다.]
▶ 거 래 선 발 굴 조 사 : 관심바이어, 해외투자 잠재 합작투자가 발굴
▶ 해외시장동향조사 : 수출입동향, 수요동향, 경쟁동향, 유통구조, 수입관리제도 등
▶ 수출대금 정보확인 : 클레임 제기여부, 수입자 재무상태, 결제능력
※ 2008년중 이용건수 : 총 10,268 건(
‘08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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