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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바이어 DB타겟 마케팅 소개

TARGET

PRODUCT
EVOLUTION

4300만
글로벌 바이어
DB제공

B2B 온라인
상품관 구축

수출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유력바이어

Executives & Companies

거래제의서 발송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향 확인

지속적인 해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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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바이어 DB타겟 마케팅 장점

최신 업데이트 되는 글로벌 바이어 DB를 활용 해외마케팅
마케팅 시간 절약

30개의 검색 필터를 활용한 맞춤형 바이어리스트 확보

업무 효율성 제고

직접 컨택을 통한 해외마케팅의 실용성, 질적 향상

해외영업 생산성 증가
관심바이어 대상 다수의 거래제의서 발송 지원
타겟 바이어 대상 높은 거래제안서 발송율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사 확인
FROM

VALUE TO COMPANY

TO

VALUE TO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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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바이어 DB타겟마케팅 프로세스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온라인
상품관 구축

타겟 국가 및
품목별
바이어 셋업

유력바이어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향
확인

Marketing
Report 제공

기업정보
수출품목정보
동영상
카탈로그
온라인상품관 URL

국가/품목설정
키워드 활용 검색
Buyer/Seller구분검색
수입/수출업자 검색
담당자 Direct contact
구글링을 통한 바이어 검색
및 기업매칭 서비스 제공

Executives & Companies

거래제의서 발송

관심바이어 확보
멀티 이메일 마케팅
Note(메모)기능 활용
잠재바이어 관리
Alert 설정 유력
관심바이어 최신정보
업데이트

연락처를 활용한
다이렉트 컨택 기능
제공
다이렉트 서비스를
통한 기업별 담당자
직접 컨택 및 거래 의향
확인

멀티컨택 이메일
마케팅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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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ail-Marketing활용을 위한 온라인 상품관 구축
(1) 온라인 상품관 구축 화면
Company name : HAYON CO.,LTD.
Profile url : https://kr.kompass.com/c/hayon-co-ltd/kr105580/

- Product Sheet (수출품목 정보)
- 회사 기업정보 / 전자카탈로그 / 동영상 / 제품인증
- E-mail Marketing 활용을 위한 온라인 상품관 URL제공

회사개요

담당자 연락처

News & Events

상품등록

동영상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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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ail-Marketing활용을 위한 온라인 상품관 구축
(2) 온라인 상품관 활용 화면
01

상품관 참조 메시지 발송
직접 삽입
(Kompass.com)

02
자동 삽입
(EasyBusiness)

※ 바이어 대상 메시지
온라인 상품관 링크를 통해 메시지 전달
[MESSAGE 작성] ⇒ Send

온라인 View 가능한
링크 기능 제공

※ 첨부파일이 아닌 링크 기능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위험이 있는 첨부파일이 아닌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바로 볼 수 있는 링크 전달
[카탈로그, 동영상 링크 복사] ⇒ Send

※ 온라인 view 가능
온라인 상품관에 업로드 된 카탈로그,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즉시 view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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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어 발굴 및 컨택 솔루션 (EASY BUSINESS)
(1) 관심바이어 대상 다이렉트 마케팅 프로세스
01
1.

키워드 관련 잠재
바이어 리스트 셋업

02

상품카테고리 분류

카테고리 선정 ≫

타겟 기업 대상
email 마케팅

1.

마케팅 기업 선택

2.

부서별 핵심 담당자 email 마케팅

03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향 확인

1.

다이렉트 컨택 연결설정

2.

다이렉트 연결을 통한 바이어 컨택

√
√
√
√

검색결과 ≫

2.

키워드 검색
≫키워드 입력

√
√
√
√

검색결과 ≫

3.

구글검색을 통한 기업매칭
≪파일 업로드

검색결과 ≫

부서별 담당자에게
메일 작성 및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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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어 발굴 및 컨택 솔루션 (EASY BUSINESS)
(2) 프로세스별 관련 내용
01
1.

키워드 관련 잠재
바이어 리스트 셋업

02

타겟 기업 대상
email 마케팅

03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향 확인

상품카테고리 분류

1. Activities
-> Kompass classification 선택

2. 카테고리 선택

바이어 리스트 셋업 결과

※ 상품카테고리 분류 (KOMPASS Classification)를 통한 해외기업정보 검색
- Activities ⇒ kompass classification ⇒ [Search] ⇒ 검색어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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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어 발굴 및 컨택 솔루션 (EASY BUSINESS)
(2) 프로세스별 관련 내용
01
2.

키워드 관련 잠재
바이어 리스트 셋업

02

타겟 기업 대상
email 마케팅

03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향 확인

키워드 검색

1. Activities
-> Activity description 선택

바이어 리스트 셋업 결과

※ Activity Description 키워드를 통한 해외기업정보 검색
- Activities ⇒ Activity description ⇒ [Search] ⇒ 품목 키워드 입력(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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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어 발굴 및 컨택 솔루션 (EASY BUSINESS)
(2) 프로세스별 관련 내용
01
3.

키워드 관련 잠재
바이어 리스트 셋업

타겟 기업 대상
email 마케팅

02

03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향 확인

구글검색을 통한 기업매칭
<DB매칭 항목>
1) Company Name
2) Executives by name
3) Find a phone / fax
4) Find a Email
5) Find a website
(* 5가지 정보 중 1가지 정보 수집만으로 매칭가능)

바이어 리스트 셋업 결과
2. Load a file
->Buyerlist.txt file 업로드

1. Company info
-> Find a Website

4.

구글 외 LinkedIn, Bing, Yandex 등 검색엔진을 통한 기업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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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어 발굴 및 컨택 솔루션 (EASY BUSINESS)
(2) 프로세스별 관련 내용
01

키워드 관련 잠재
바이어 리스트 셋업

02

타겟 기업 대상
email 마케팅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향 확인

03

- 검색된 결과값에서 [Contact] 메뉴 클릭 Executives email /
Coporate email 선택 후, Multi contact mail발송

임원진 메일 or 기업 대표이메일 선택
-> ★Executives email (임원진 이메일)
-> Corporate emails (기업 대표이메일)

Executives email (임원진 이메일)

Corporate emails (기업 대표이메일)

TIPS

동일한 메시지를 사용하여 임원 및 회사이메일을 모두
선택 하여 발송 할수 있습니다.
**발송대상이 동일 업체일경우, executives ,
corporate email 선택시, 선택한 담당자 수에 따라
크레딧 차감됨.
(1회 100email / 1발송당, 1Credit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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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어 발굴 및 컨택 솔루션 (EASY BUSINESS)
(2) 프로세스별 관련 내용
01

키워드 관련 잠재
바이어 리스트 셋업

타겟 기업 대상
email 마케팅

02

03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향 확인

1. 보내는 사람
2. 이메일 주소
3. 메일 제목
-> 각각 기업

이메일 발송 건수에 따른
크레딧 차감 및 잔여
크레딧 현황 확인 가능

Company name : KCWOORIGIM CO.,LTD
Profile url : https://kr.kompass.com/c/kcwoorigim-coltd/kr122967/

*온라인 상품관이 등록된 기업은 기업서명 (회사로고 및
이름), 상품관 URL주소가 기본적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회사소개자료 및 카달로그 첨부가능
4. SEND
-> 이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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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어 발굴 및 컨택 솔루션 (EASY BUSINESS)
(2) 프로세스별 관련 내용
01
1.

키워드 관련 잠재
바이어 리스트 셋업

02

타겟 기업 대상
email 마케팅

03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향 확인

다이렉트 컨택 연결설정
EASY BUSINESS

연락처 클릭

Kompass.com

연락처 클릭

2. 연결앱 설정
->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확장 프로그램 설치
-> 연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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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어 발굴 및 컨택 솔루션 (EASY BUSINESS)
(2) 프로세스별 관련 내용
키워드 관련 잠재
바이어 리스트 셋업

01
2.

02

타겟 기업 대상
email 마케팅

03

다이렉트 컨택을 통한
거래 의향 확인

다이렉트 연결을 통한 바이어 컨택

•

시스템 내에서 다이렉트 컨택 연결 기능 지원

•

원하는 앱 및 단말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다이렉트 연결 앱 및 단말을 통한 기업 컨택

•

컨택을 통한 email 수신여부 확인, 거래제의서
수신여부 확인, 거래 의향 확인, 샘플 및 수출

스카이프 외 관련 프로그램 이용 가능

물품 확인 등 다양한 마케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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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rketing Report제공
(1) 기업별 Note 기능 활용한 바이어 관리

Note가 작성된 기업 확인 가능

기업별로 Note를 작성하여 바이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작성된 메시지 내역도 확인 가능
(예 : 마케팅 내역, 바이어별 메시지 텍스트)

1. My data
-> Notes availabl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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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rketing Report제공
(2) Executives email / Coporate email 거래제의서 발송내용 확인

Multi contact 내역 확인

보낸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음.
(예 : 작성한 연락처 정보, 메시지 텍스트, 수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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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상품구성
서비스명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 DB 타겟 마케팅 (1,000Credit 제공, KOMPASS Fair Use 서비스)
▶ 서비스 지원내용
1) Email-Marketing활용을 위한 온라인 상품관 구축
2) 마케팅을 위한 바이어리스트 셋업
3) Multi-Contact Email Marketing Solution을 통한 마케팅 수행
4) Email 마케팅 진행 기업대상 Direct Call을 통해 바이어 거래의사 확인

바이어 DB
타겟 마케팅

5) Multi-Email Marketing Report제공
※ 참고사항
- 75개국 4,300만 기업 중 타겟바이어 선택 + Executives or Companies 선택 + 거래제의서
발송 → 이메일 마케팅 지원 → Direct Call을 통한 바이어 거래의사 확인
- 100개 기업 동시선택 지원 + 이메일 마케팅 수행가능 / 1USER-1일 1,000회 한정
- 1Credit = 관심 바이어 선택 및 담당자별 이메일 마케팅 1건 (1개월 사용 Only)
- Target 기업의 상세 기업정보 제공, Daily Update정보 알림(Alerts)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 1개월 한정 서비스

E-Mail마케팅 1,000건 지원 (1,000Credit)
*서비스 금액 별도 문의

**추가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https://pf.kakao.com/_wQS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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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QUES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