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마케팅 맞춤형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KOTRA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KOTRA의

B2B

이커머스

플랫폼인

buyKOREA를 활용하여 스타셀러를 육성하고, 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디지털 마케팅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디지털 마케팅 맞춤형 패키지 사업 (온라인 마케팅, B2B입점)
□ 대상 : 바이코리아 상품등록 기업
□ 사업규모 : 50개사(1개사 1품목 지원 기준)
□ 사업기간/장소 : ‘21. 6. 14. ~ ’21. 12. 31 / 온라인
□ 참가비 : 50만원(VAT포함)
□ 운영기관 : KOTRA
□ 지원내용(유료사업으로 진행)
서비스 패키지 구성

서비스 비용(VAT포함)

ㅇ 디지털 브랜드관(기업 미니 홈페이지) 및
콘텐츠 제작 지원
ㅇ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교육
ㅇ 바이코리아, 글로벌 B2B 입점지원
ㅇ 바이코리아 온라인 판촉전 참여 등

50만원

2. 세부 지원내용
지원단계

서비스 패키지 구성
▶ 바이코리아 상품 콘텐츠 품질개선, 컨설팅
* 소개 및 구성 컨설팅, 숏클립 영상 및 e카탈로그 제작,

디지털 마케팅 준비

영문번역 및 감수 등

▶ 바이코리아 내 『디지털 브랜드관』 개설 제공
▶ K-스튜디오 활용 상품 촬영(희망시, 1개사당 1상품 기준)
거래선
마케팅
활동

▶ 관심시장 인콰이어리 발굴 및 화상상담 지원(통역 2회 제공)

발굴

▶ 바이어 신용조사(희망시, 10건, 무역보험공사 협업)

프로모션

▶ 바이코리아 판촉전(SNS등 광고) 참여 (연 2회)

입점지원

▶ 『해외 B2B 플랫폼 입점』 및 판촉 지원
* 거점 해외무역관 지원

▶ 바이코리아 활용 교육
교육

▶ 『디지털 브랜드관』에 대한 바이어 유입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분기 1회) 및 교육

관리지원

▶ 바이코리아 활용 물류 기능별 사전컨설팅 지원
* 삼성SDS 협업으로 물류 사전컨설팅 제공

* 기업의 필요성, 품목별 특성 및 시장성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상이

□ 『해외 B2B 플랫폼 입점』세부내용
<입점 대상 B2B 플랫폼>
플랫폼

주요 소개

QuuBe

동남아 대표 상거래 사이트인

(quube.asia)

사업내용

Qoo10의 B2B 전용사이트
Cross-border 거래 중개 B2B

eworldtrade

플랫폼으로 212개국 바이어의

(eworldtrade.com)

바잉오퍼가 등록되어있으며 50
만개사 바이어 정보 확보

1688.com
(1688.com)

알리바바 그룹 산하 B2B 전문
플랫폼으로

Cross-border

품목에 따라 B2C/소매판매

및

Ÿ

Quube(B2B) 한국 전용관 오픈

Ÿ

한국관 카테고리 생성

Ÿ

Qoo10(B2C) 한국 전용관 오픈

Ÿ

한국관 개설

Ÿ

B2B 플랫폼 연계 마케팅사업 진행

Ÿ

DB연계디지털 마케팅 추진

Ÿ

입점/등록대행

Ÿ

운영, 마케팅 및 물류 컨설팅 지원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5. 24(월) ~ ’21. 6. 4(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KOTRA 디지털무역팀 이메일 접수
(접수처 : ginaheo@kotra.or.kr)
□ 신청절차
① buyKOREA 회원가입 및 상품등록
☞ buyKOREA 홈페이지(www.buykorea.or.kr)접속 → 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우측 ‘My buyKOREA’ → ‘내상품관리’
→ ‘상품등록’에서 상품등록 및 정보입력 완료
* 자세한 방법은 첨부된 상품등록매뉴얼 참고
* 상품등록 시 상품등록 검수 후 최종승인이 완료되어야 ‘디지털 마케
팅 맞춤형 패키지 사업’에 최종 선정 가능
* 상품등록 후 최종승인 단계까지 최대 1주일 소요

② 신청서류(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접수처로 제출
□ 신청서류
ㅇ 참가신청서 1부(별첨1)
ㅇ 기업.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첨2)
4. 선정방법
□ 선정기준 : buyKOREA 플랫폼 내 ①기업 및 상품등록 충실도
②해외 바이어 관심도(조회수, 별점평가 등) 따라 상위 50개사 선정
구분

평가항목(배점)
상품업데이트(20)

buyKOREA 등록
충실도

해외바이어 관심도

필수입력항목(50)

조회수(30)

비고
5.24일부 1년이내 상품등록 또는 상품정보
업데이트 된 기업 중 공개된 기업
① 상품 기본정보(상품명, 카테고리, HS코드 등)
② 추가정보(제조국가, 생산가능수량, 상품개요 등)
③ 가격/결제/배송정보(최소거래수량, 배송정보 등)
buyKOREA 내 ‘Industrial EXPO’ 관 내 우수기업관(가칭)
설치, 해당 관 내 조회수 기준으로 평가

6. 향후일정
연번

내용

기한 및 비고

1

사업참여 신청(이메일 제출) 및 buyKOREA 상품등록(온라인)

5.24(월)~6.4(금)

2

선정기업 평가

6.7(월)~6.11(금)

3

선정기업 통보

6.11(금)

4

사업 참가비 선납부 (가상계좌 입금 또는 카드결제)

6.11(금)~6.17(목)

5

서비스 이용

6.14(월)~12.31(금)

7. 기타사항
-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가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경우 이후
사업 참가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8. 문의처(KOTRA 디지털무역팀)
□ 사업신청 문의
ㅇ 허진아 대리 / 02-3460-7577 / ginaheo@kotra.or.kr
ㅇ 구은아 차장 / 02-3460-3304 / guna@kotra.or.kr
□ 상품등록 문의
ㅇ 02-3460-3300, 3302, 3349, 334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