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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해외지사 및 Korea Buyers Guide 글로벌 네트워크

•유럽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델란드, 체코, 벨기에, 스위스 등

•아시아 :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중동 : 이란, UAE,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아프리카 :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미 : 멕시코

•미주 : 미국, 캐나다

다채널 글로벌 홍보매체 소유
Global B2B Media
매달 업데이트 되는 품목별(소비재, 전자, 기계/자동차) 특성화 전문기사등재 Site보유

•연간 2만5천개 이상의 Inquiry 유입

•연평균 방문자수 25만

•40만 Seller 보유

•온라인전시관+디지털 매거진

•유효 인콰이어리 관리팀 보유

최신 바이어 DB 50만 보유
제품 카테고리별 전문화 바이어 업데이트

•전세계 주요 전시회 참여 및 방문 바이어 DB 보유

•여타 DB 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바이어들의 참여도와 마케팅 회신율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사후관리 등 여러항목에 적극 활용될 예정

•매월 ‘한국 비즈니스 뉴스레터’ (한국제품소개/거래제안, 행사소개 등) 발송

•다수의 국가 유망 바이어 발굴



KOREA BUYERS GUIDE는 기업들의 전문화 요구에 맞춰 General Items, 

Electronics, Machinery & Automotives 의 3종으로 나누어서 전문잡지를 

발행하며, 광고게재상품과 바이어 DB를 HS코드기준으로 코드별로 구분하여, 

세계 180여 개국에 배포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인콰이어리 

내도현황 및 이슈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탄력적인 배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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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tems Electronics Machinery & Automotives

해외상품홍보(잡지/디지털 매거진/온라인 전시관)

•   Digital Magazine 온라인광고 :  

한국의 대표 상품 홍보 사이트(www.korean-products.com)에 홍보기사/광고/배너/동영상을 게재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힘든 상황에서 웹진 기사,  

온라인 광고 및 동영상을 게재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에 상품 정보를 제공

•   온라인 전시관 :   바이어스가이드 상품 홍보 사이트에 전시관을 마련하여 기업 및 제품소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담아 홍보효과를 입체화함

•   디지털 매거진 월 100만원, 온라인전시관 월 150만원

•  서비스 제공 비용 산출내역 

총금액 : 1회(월)게재 내지 1면 기준가격(100만원)임

특수지면 목차전면 표2/표2대면 표3/표3대면 표4 

광고비 150만원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국내 유일의 수출상품 홍보 월간지로서, 48년간 축적된 

     50만 이상의 유효바이어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Maekyung Buyers Guide Corp.

기업 또는 브랜드 웹사이트의 Google, Yahoo 등 주요 검색엔진 검색결과에서 

최상위 노출과 클릭 전환을 통하여 바이어의 웹사이트 방문 증가와 

유효인콰이어리를 극대화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드립니다.

검색엔진마케팅 (SEM, Search Engine Marketing)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B2B전용), 유튜브, 웨이보, 트위터 등 

글로벌 SNS 마케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B2B전용), 유튜브, 웨이보, 트위터 등 )해외상품홍보(잡지/디지털 매거진/온라인 전시관)

Amazon, eBay, Walmart, Groupon, Jet.com 등 미국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제품 등록/판매

아마존, 위챗, 베트남 yes!market 온라인마케팅

•   미국 소재 온라인 전문 유통기업의 전문적인 관리

•   보유 Seller Account 이용 오픈 마켓 및 웹사이트, Social Media에 제품 등록 및 판매

•   우수 판매상품은 보유 Amazon Vendor Account 를 통해 Amazon 에 직접 납품 계약 추진

•   우수 판매상품은 도매 전문 웹사이트에 제품 등록, Off-line Retailer 에게 제품 판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유튜브 마케팅 경향을 분석, 각 나라와 마켓 종류에 따라 사용자 

분석을 통한 홍보 진행

•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현지 정보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 우리의 브랜드를 인지하고 

기억하도록 유도

•   자체 콘텐츠 카피라이터가 캠페인 및 브랜드 목적에 맞는 기획 콘텐츠를 제공하고 카드뉴스 및 동영상 

기반의 콘텐츠 제공 (별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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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동영상
•   유튜브 채널 구축 및 운영 지원/영상 콘텐츠 제작

(유튜브 및 SNS 영상 활용)/바이럴 영상 제작/유튜브 광고 집행

• 온라인 바이럴용 기업 브랜드 홍보 영상

• 참여 행사 맞춤형 영상 콘텐츠 통합 패키지

• 프로모션/프리젠테이션용 영상

• 기업 브랜드 및 제품/서비스 홍보 영상

Visual Contents Creative Studio
Intoroduction

#해당 플랫폼에 최적화 된 컨설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전략적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PPL 컨설팅 및 스폰서 확보

#고객사 중심의 프리미엄 컨텐츠 기획 및 개발

#타겟 전략에 부합하는 송출 매체 선정 및 송출 계획 수립 및 집행 

SNS 플랫폼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바이럴 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바이어들에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획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기업의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안내합니다. 

1 TEAM-1 PRODUCT

About Company

Our Services

MULTI PLAN

프로모션 영상/행사 스케치 영상/인터뷰 영상 등
행사 참여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MICE/베뉴 전문가가 분석한 주요 해외컨퍼런스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타겟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행사 참여 자체를 콘텐츠화 하여

기업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 CES 참가 목적일 경우 해당 전시회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youngbae@lyncfactory.com

070-4915-2206

해당 프로젝트 팀 구성 후 기획부터 최종 납품까지 1 TEAM  - 1 PRODUCT 시스템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나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 후 TV, 극장,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편집물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제작물을 통해 2~3가지의 영상 컨텐츠를 확보하게 됩니다.  

금액 : 5,000,000원 부터(비용협의)
온라인 바이럴용 기업 브랜드 홍보 영상

기업 브랜드 및 제품/서비스 홍보 영상
금액 : 9,000,000원 부터(비용협의)

인플루언서 기반의 유튜브 컨텐츠 제작
금액 : 25,000,000원 부터(인플루언서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

바이어들에게 가장 극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프로모션/프리젠테이션용 영상
금액 : 8,000,000원 부터(비용협의)

바이어들에게 가장 극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 A Pack : 월 8회 콘텐츠 업로드

- 고정 프로그램 월 2회 촬영, 월 8회 업로드 
- 분기별 특집 프로그램 연 4회 기획

- 연 4회 기업 행사 등 오프라인 촬영 지원

# B Pack : 월 4회 콘텐츠 업로드

- 고정 프로그램 월 1회 촬영, 월 4회 업로드 
- 분기별 특집 프로그램 연 4회 기획

- 연 3회 기업 행사 등 오프라인 촬영 지원

기업 브랜딩 및 바이어 유입을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
금액 : A Pack 월 3,500,000원 부터 /

B Pack 월 2,500,000원 부터

참여 행사 맞춤형 영상 콘텐츠 통합 패키지
금액 : 15,000,000원 부터(비용협의)

# 자체 영상팀을 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기본금액이며 추가 업무에 따라 추가 비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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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플랫폼에 최적화 된 컨설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전략적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PPL 컨설팅 및 스폰서 확보

#고객사 중심의 프리미엄 컨텐츠 기획 및 개발

#타겟 전략에 부합하는 송출 매체 선정 및 송출 계획 수립 및 집행 

SNS 플랫폼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바이럴 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바이어들에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획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기업의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안내합니다. 

1 TEAM-1 PRODUCT

About Company

Our Services

MULTI PLAN

프로모션 영상/행사 스케치 영상/인터뷰 영상 등
행사 참여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MICE/베뉴 전문가가 분석한 주요 해외컨퍼런스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타겟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행사 참여 자체를 콘텐츠화 하여

기업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 CES 참가 목적일 경우 해당 전시회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youngbae@lyncfactory.com

070-4915-2206

해당 프로젝트 팀 구성 후 기획부터 최종 납품까지 1 TEAM  - 1 PRODUCT 시스템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나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 후 TV, 극장,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편집물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제작물을 통해 2~3가지의 영상 컨텐츠를 확보하게 됩니다.  

금액 : 5,000,000원 부터(비용협의)
온라인 바이럴용 기업 브랜드 홍보 영상

기업 브랜드 및 제품/서비스 홍보 영상
금액 : 9,000,000원 부터(비용협의)

인플루언서 기반의 유튜브 컨텐츠 제작
금액 : 25,000,000원 부터(인플루언서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

바이어들에게 가장 극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프로모션/프리젠테이션용 영상
금액 : 8,000,000원 부터(비용협의)

바이어들에게 가장 극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 A Pack : 월 8회 콘텐츠 업로드

- 고정 프로그램 월 2회 촬영, 월 8회 업로드 
- 분기별 특집 프로그램 연 4회 기획

- 연 4회 기업 행사 등 오프라인 촬영 지원

# B Pack : 월 4회 콘텐츠 업로드

- 고정 프로그램 월 1회 촬영, 월 4회 업로드 
- 분기별 특집 프로그램 연 4회 기획

- 연 3회 기업 행사 등 오프라인 촬영 지원

기업 브랜딩 및 바이어 유입을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
금액 : A Pack 월 3,500,000원 부터 /

B Pack 월 2,500,000원 부터

참여 행사 맞춤형 영상 콘텐츠 통합 패키지
금액 : 15,000,000원 부터(비용협의)

# 자체 영상팀을 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기본금액이며 추가 업무에 따라 추가 비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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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중심의 프리미엄 컨텐츠 기획 및 개발

#타겟 전략에 부합하는 송출 매체 선정 및 송출 계획 수립 및 집행 

SNS 플랫폼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바이럴 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바이어들에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획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기업의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안내합니다. 

1 TEAM-1 PRODUCT

Abou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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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PLAN

프로모션 영상/행사 스케치 영상/인터뷰 영상 등
행사 참여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MICE/베뉴 전문가가 분석한 주요 해외컨퍼런스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타겟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행사 참여 자체를 콘텐츠화 하여

기업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 CES 참가 목적일 경우 해당 전시회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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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915-2206

해당 프로젝트 팀 구성 후 기획부터 최종 납품까지 1 TEAM  - 1 PRODUCT 시스템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나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 후 TV, 극장,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편집물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제작물을 통해 2~3가지의 영상 컨텐츠를 확보하게 됩니다.  

금액 : 5,000,000원 부터(비용협의)
온라인 바이럴용 기업 브랜드 홍보 영상

기업 브랜드 및 제품/서비스 홍보 영상
금액 : 9,000,000원 부터(비용협의)

인플루언서 기반의 유튜브 컨텐츠 제작
금액 : 25,000,000원 부터(인플루언서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

바이어들에게 가장 극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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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프로그램 월 2회 촬영, 월 8회 업로드 
- 분기별 특집 프로그램 연 4회 기획

- 연 4회 기업 행사 등 오프라인 촬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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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회 기업 행사 등 오프라인 촬영 지원

기업 브랜딩 및 바이어 유입을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
금액 : A Pack 월 3,500,000원 부터 /

B Pack 월 2,500,000원 부터

참여 행사 맞춤형 영상 콘텐츠 통합 패키지
금액 : 15,000,000원 부터(비용협의)

# 자체 영상팀을 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기본금액이며 추가 업무에 따라 추가 비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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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전략에 부합하는 송출 매체 선정 및 송출 계획 수립 및 집행 

SNS 플랫폼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바이럴 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바이어들에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획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기업의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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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영상/행사 스케치 영상/인터뷰 영상 등
행사 참여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MICE/베뉴 전문가가 분석한 주요 해외컨퍼런스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타겟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행사 참여 자체를 콘텐츠화 하여

기업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 CES 참가 목적일 경우 해당 전시회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youngbae@lyncfactory.com

070-4915-2206

해당 프로젝트 팀 구성 후 기획부터 최종 납품까지 1 TEAM  - 1 PRODUCT 시스템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나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 후 TV, 극장,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편집물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제작물을 통해 2~3가지의 영상 컨텐츠를 확보하게 됩니다.  

금액 : 5,000,000원 부터(비용협의)
온라인 바이럴용 기업 브랜드 홍보 영상

기업 브랜드 및 제품/서비스 홍보 영상
금액 : 9,000,000원 부터(비용협의)

인플루언서 기반의 유튜브 컨텐츠 제작
금액 : 25,000,000원 부터(인플루언서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

바이어들에게 가장 극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프로모션/프리젠테이션용 영상
금액 : 8,000,000원 부터(비용협의)

바이어들에게 가장 극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 A Pack : 월 8회 콘텐츠 업로드

- 고정 프로그램 월 2회 촬영, 월 8회 업로드 
- 분기별 특집 프로그램 연 4회 기획

- 연 4회 기업 행사 등 오프라인 촬영 지원

# B Pack : 월 4회 콘텐츠 업로드

- 고정 프로그램 월 1회 촬영, 월 4회 업로드 
- 분기별 특집 프로그램 연 4회 기획

- 연 3회 기업 행사 등 오프라인 촬영 지원

기업 브랜딩 및 바이어 유입을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
금액 : A Pack 월 3,500,000원 부터 /

B Pack 월 2,500,000원 부터

참여 행사 맞춤형 영상 콘텐츠 통합 패키지
금액 : 15,000,000원 부터(비용협의)

# 자체 영상팀을 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기본금액이며 추가 업무에 따라 추가 비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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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 대행
1974년 부터 해외 배포용 월간지를 세계유수의 전시회에 배포하며 축적된 DB를 바탕으로 유력 전시회 선정, 해당국가 

산업동향 및 유관사업 카테고리 관련 사전홍보, 전시회 사후 수출진행지원

프로젝트 런칭 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 프로젝트 완료

사전컨설팅

제품분석, 
수출역량 진단, 

타겟 바이어 형태 및 
국가선정

1차 DB 마케팅  

타겟 바이어 추출, 
거래제의서 제작, 

타겟 국가 대상 발송

2차 DB 마케팅    

타겟 바이어추출, 
온라인전시회개최,

유관바이어 
초대장 발송

 결과보고서 제출        

월별 홍보내용 및 
바이어 답신이 
담긴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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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바이럴 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바이어들에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획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기업의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안내합니다. 

1 TEAM-1 PRODUCT

Abou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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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영상/행사 스케치 영상/인터뷰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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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베뉴 전문가가 분석한 주요 해외컨퍼런스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타겟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행사 참여 자체를 콘텐츠화 하여

기업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 CES 참가 목적일 경우 해당 전시회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youngbae@lyncfactory.com

070-4915-2206

해당 프로젝트 팀 구성 후 기획부터 최종 납품까지 1 TEAM  - 1 PRODUCT 시스템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나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 후 TV, 극장,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편집물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제작물을 통해 2~3가지의 영상 컨텐츠를 확보하게 됩니다.  

금액 : 5,000,000원 부터(비용협의)
온라인 바이럴용 기업 브랜드 홍보 영상

기업 브랜드 및 제품/서비스 홍보 영상
금액 : 9,000,000원 부터(비용협의)

인플루언서 기반의 유튜브 컨텐츠 제작
금액 : 25,000,000원 부터(인플루언서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

바이어들에게 가장 극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프로모션/프리젠테이션용 영상
금액 : 8,000,000원 부터(비용협의)

바이어들에게 가장 극적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 A Pack : 월 8회 콘텐츠 업로드

- 고정 프로그램 월 2회 촬영, 월 8회 업로드 
- 분기별 특집 프로그램 연 4회 기획

- 연 4회 기업 행사 등 오프라인 촬영 지원

# B Pack : 월 4회 콘텐츠 업로드

- 고정 프로그램 월 1회 촬영, 월 4회 업로드 
- 분기별 특집 프로그램 연 4회 기획

- 연 3회 기업 행사 등 오프라인 촬영 지원

기업 브랜딩 및 바이어 유입을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
금액 : A Pack 월 3,500,000원 부터 /

B Pack 월 2,500,000원 부터

참여 행사 맞춤형 영상 콘텐츠 통합 패키지
금액 : 15,000,000원 부터(비용협의)

# 자체 영상팀을 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기본금액이며 추가 업무에 따라 추가 비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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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디자인/포장 디자인
에뉴얼리포트, 브로슈어, 카탈로그, 전자카탈로그, 리플렛, 포스터, 광고, 전시회 디렉토리 등

브로슈어 및 카탈로그

차별화된 기획과 디자인으로 기업의 Concept에 맞는 제품 이미지 부각

홈페이지 및 전자카탈로그

웹기획 전문가, 웹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사업팀은 탄탄한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온라인 홍보의 효율성을 높여 드립니다.

포장디자인

패키지는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고 보호하는 껍질만은 아닙니다.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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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자료 통번역 서비스
높은 품질과 정확한 납기를 약속 드립니다.

•기재 언어 외에 다국어는 별도 문의(부가세 별도 금액) •24개 다국어 가능 •원어민 감수 포함가

•  농심, 엘지하우시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질병관리본부, 한국관광공사, 대전광역시, 

한국디자인진흥원, 특허청, 서울시, 코트라, 한국전력,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성원건설 등 다수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번역 진행

항목 원고 언어 납품 언어 기준 단가 (단위 : 원) 

번역료 

한글 영어 1 Page (600 한글자수) 36,000

한글 일본어 1 Page (600 한글자수) 30,000

한글 중국어 1 Page (600 한글자수) 30,000

한글 베트남어 1 Page (600 한글자수) 40,000

한글 러시아어 1 Page (600 한글자수) 40,000

한글 스페인어 1 Page (600 한글자수) 50,000

합계(부가세 별도) 분량에 따른 금액 산출 

프로젝트 런칭 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 프로젝트 완료

사전컨설팅

원고 분석 및 
전문팀 구성

(24개 다국어 가능)

번역 진행 및 감수 

고객 Needs 에 
맞는 번역 후 
원어민 감수    

교정 및 
Feed Back 적용 

고객사 검수 및 
Feed Back 적용 후 

최종 납품     

결과 보고서 제출

최종 완료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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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I 단계 수출준비

•  개발ㆍ제작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전자카탈로그, 모바일 웹ㆍ앱, 디자인개발(카탈로그, 브로슈어, 포장지 등), 

제품매뉴얼 제작,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지재권등록, 해외인증,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

•  조사·정보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깃 마케팅, 경쟁제품 시장동향 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해외시장·산업설명회, 해외시장동향 자료구입 등

•  전략 컨설팅 
1:1로드맵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바이어 발굴,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ㆍ인증ㆍ시험ㆍ수출 IP 전략 컨설팅,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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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 마케팅/거래선발굴

•  홍보·광고/온오프라인 마케팅 
TVㆍ신문ㆍ잡지ㆍSNS 홍보, 사은품제작, 기업홍보동영상, 광고제작, 홈쇼핑, PPL, 

아트콜라보, 온라인(검색엔진) 마케팅, 온ㆍ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 판촉전, 

수출전략(로드맵) 이행지원 등 

•  전시회, 상담회, 바이어매칭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대행,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제품 시연회, 신제품론칭쇼,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금액(부가세 별도)

지원항목 진행금액 

홍보/광고(잡지) 1회(월)게재 1면 100만원 (특수지면 가격별도)

홍보/광고(온라인)
 1개월 게재  

(디지털 매거진 100만원, 온라인전시관 150만원)

홍보 동영상 건별 가격협의 

카탈로그(종이) 건별 가격협의

포장디자인 건별 가격협의

외국어 통번역 건별 가격협의

검색엔진 마케팅 500만원

아마존 입점 월 200만원

해외전시회/마케팅 건별 가격협의



(주)매경바이어스가이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22 (삼성동 161-7) 공조회관 2-3층    전화 : 02.558.5104   팩스 : 02.558.5003    이메일 : info@bg21.co.kr

http://korean-products.com

http://korean-electronics.com

http://korean-machinery.com

http://www.buykorea21.com

http://www.buyersguid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