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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KOREA HOTLINK는 통합 수출서비스 플랫폼입니다.

US KOREA HOTLINK는 LPR GLOBAL에서 만든 통합 수출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자동차, 제철, 화학, 고정밀 제조 및 가공 산업 분야의 한국 제조사에게 특화된 

ONE STOP 북미 수출 SOLUTION입니다.

US KOREA HOTLINK 맞춤 서비스는 해외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온라인 

마케팅 용 구글 검색 최적화(SEO) 작업 및 제품 웹페이지 구축, 타깃 바이어 1:1 매칭 

상담회 개최, 전시회 영업 및 마케팅, 타깃 바이어의 결정권자 정보 조사, 북미 바이어 

발굴 활동을 포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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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RESEARCH

LPR GLOBAL 리서치는 고객에게 맞춤화 되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의 
제품 사양, 가격과 리드타임, 경쟁사가 판매하고 있는 세일즈 채널 및 유통 현황 그리고 엔드 유저가 경쟁사 제품
에 갖고 있는 불만 등 직접적인 바이어 인터뷰를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 시장을 처음 접하는 고객이라면? 
법적 수입 규제 및 필수 인증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수출 경험을 갖고 있고 타깃 시장에 대해 익숙하다면?
바이어를 직접 전화 인터뷰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분야를 찾아내고, 그 분야 타겟 바이어 
리스트와 바이어 컨택 정보를 리서치에 담고 있습니다.

    현지화 된 영문 마케팅 자료

바이어는 자신들이 사용하거나 현지 시장에서 쓰는 용어와 표현들로 작성된 마케팅 자료를 선호합니다.  
US KOREA HOTLINK 팀은 20년 넘게 산업용 장비와 부품 전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바이어 
공장 상황은 물론 바이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주요 경쟁 업체들의 마케팅 자료 분석과, 타깃 
바이어 및 엔드유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를 분석합니다. 현지화된 전문적이고 
명확한 마케팅 자료를 제작해드립니다.  

US KOREA HOTLINK가 수출을 이뤄내는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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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한 온라인 브랜드 파워

www.USKOREAHOTLINK.com는 북미 최대 규모 한국 장비 및 산업용 부품 제조사들의 컨소시엄으로 출발하여, 
그 자체로서 막강한 온라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고객의 제품을 US KOREA HOTLINK에 홍보하여 지속적 
수출 창구를 만들어드립니다.

    북미 수출 영업

US KOREA HOTLINK를 탄생시킨 LPR GLOBAL 팀의 풍부한 경험과 바이어 네트워크를 토대로 미국 전시회 
영업 활동, LPR Global Annual Buyer 1:1 Matching Meetings, 온라인 견적 요청 플랫폼, 바이어 공장 방문을 
통한 견적 기회 발굴, 세일즈 협상, 장비 현지 애프터 세일즈 서포트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신규 바이어 발굴은 
물론 높은 재구매가 이뤄지는 북미 수출 영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S KOREA HOTLINK가 수출을 이뤄내는 방법은?

>

>

총 105,000,000 결과 중 1페이지 1위 검색 총 46,300,000 결과 중 1페이지 1-2위 검색

풍부한 경험과 바이어 네트워크

미국 전시회 영업 활동 바이어 1:1 매칭 미팅 온라인 견적 요청 플랫폼

바이어 공장 방문 견적기회 발굴 세일즈 협상 장비 현지 애프터 세일즈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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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KOREA HOTLINK를 통한 온라인 마켓팅 북미 전문가 및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인 컨텐트 
제작부터 구글 검색엔진 최적화까지 모두 In-House에서 제공합니다.

US KOREA HOTLINK: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한 가장 성공적 북미 수출 컨설팅 프로그램

리셀러, 유통 업체 및 현지 기술 서비스 제공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무역 박람회 참석 및 바이어 공장 견학

타겟 바이어와 1:1 미팅 및 상담회 주선

현지 애프터 세일즈 서포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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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원 내용 지원 기
간

사업비 
(백만원) 
(세부항목
별 비용 조

정)

• 바이어 컨택 정보/유통사 가격/경쟁사 현황/AS 잠재 파트너 리스트

• 전략 수립 및 실행계획

• 타겟 시장 별 바이어 인터뷰 통해 최종 타겟 시장 선정 

3~6개월 10~25

• 경쟁제품 및 경쟁사 현황 조사

- 주요 업체 10- 30개, 제품에 대한 바이어 피드백 분석 (바이어 

  전화 인터뷰)

• 전략수립 (포지셔닝, 제품전략)

- 경쟁 업체 유통 채널 조사

- 제품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경쟁 업체 제품의 장단점/개선점 조사

- 고객 제품 전략 수립

3~6개월 10~15

• 타겟 지역 시장조사/분석

- 타겟 시장 수익성 및 경쟁현황 조사/분석 

• 타겟 바이어 선정

- 타겟 시장 내 주요 바이어 리스트 – 20~100개 업체, 기업명, 주소, 

연락정보, 업체별 특성과 결정권자 조사

- 기업 유형 분석 (경쟁사이자 잠재적 파트너, 유통업체, 바이어,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등)

• 전화 캠페인 영업 활동 

- 바이어별 1차 컨택 캠페인을 통해 제품 소개 및 인터뷰를 통해 

  적합 업체 vs. 부적합 업체 판별 

- 1차 컨택 작업을 통해 제품 수출 가능성이 높은 타겟 군 판별 

- 2차 컨택으로 RFQ 기회/신규 프로젝트 여부/공장 방문/1:1 미팅 

등 기회 조사

• 세일즈 활동 

- 바이어 미팅 셋업을 통한 제품 마케팅 기회 확보

- RFQ검토 및 가격 조언

- 바이어 요구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

- 기술 협의 Conference call 진행

7개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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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KOREA HOTLINK의 수출 지원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1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2
경쟁사 조사

3
미국 및 서유럽 
수출 토탈 솔루션

1. 리서치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사업비 
(백만원)

 

(세부항목별 
비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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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원 내용 지원 기
간

사업비 
(백만원) 
(세부항목
별 비용 조

정)

• 오프라인 마케팅 자료 제작, 번역 및 현지화

- 현지화 개선작업/제품 브로슈어 번역/신규 제작

- 장비/부품 오퍼레이터 및 유저 매뉴얼 제작 

상시 진행
가능 (건별 
1개월)

건별 
상담 
1~15

• One-stop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

- 구글검색 최적화 작업 → 키워드 선정 및 타이틀 태그, H태그 

  선정, 컨텐츠 제작, 수정

- Uskoreahotlink.com 에 제품 웹페이지 개설

- 지속적인 웹페이지 관리, 제품 키워드 검색 결과 모니터링 (검색 

결과 상위권 노출 여부 모니터링 및 필요시 웹페이지 수정)

- 온라인 문의에 대한 팔로업 → RFQ 대응 및 견적 작성에 대한 

  코칭 

웹페이지 
개설까지 
3개월/ 모
니터링 및 

문의 
지속적 

follow-up

7~15

• 고객 전체 웹사이트 제작 및 개선 

- 구글검색최적화 작업 → 키워드 선정 및 타이틀 태그, H태그 선정, 

컨텐츠 제작 및 수정

- 웹사이트 제작 → 각 제품 및 페이지별 컨텐츠 제작

- 웹사이트 디자인   

- 지속적인 웹사이트 관리, 웹사이트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 모니터링 

(상위권 노출 여부 모니터링 및 맞춤 수정)

- 온라인 문의에 대한 팔로업 활동

4~7개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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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KOREA HOTLINK의 수출 지원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4
일반 마케팅 

자료 제작

5 
USKoreahotlink
.com 온라인 

제품 페이지 제작

6
고객 웹사이트 
제작

2. 마케팅 자료 토탈 솔루션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사업비 
(백만원)

 

(세부항목별 
비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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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KOREA HOTLINK의 수출 지원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No 지원 내용 지원 기
간

사업비 
(백만원) 
(세부항목
별 비용 조

정)

• 맞춤형 전시회 조사 

- 수출희망국가의 현지 사전 시장 조사 및 타겟 바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는 후보 전시회 조사

- 후보 전시회의 전시자 목록 분석 (200-500개 업체 웹사이트 방문, 

검토 작업을 통해 전시회별 타겟 전시자수 분석) 

- 최종 전시회 선정 

• 전시회 사전 준비

- 전시회 타겟 바이어 리스트 작성 

- 타깃 바이어 별 사전 컨택을 통해 주요 결정권자의 참석 여부 

  조사 및 초대 

- 결정권자와 사전 1:1 미팅 셋업

• 전시회 미팅 진행, Follow up (사후관리)

- 전시회에서 타겟 바이어 1:1 미팅 참가 지원/관리 

- 미팅 내용 문서화 및 번역

- 미팅 사후 바이어 팔로업, RFQ기회 발굴 및 공장 방문 등 사후 

  단계 진행 가능하도록 협력 

5~6개월 10~20

• 사전 타겟 바이어 조사

- 수출희망국가 시장 조사 및 타겟 바이어 조사 

- 제조사 희망 바이어 컨택, 프로젝트 및 RFQ 기회 조사 및 공장 

  방문 제안 가능

• 타겟 바이어 컨택 및 공장 방문 (intro meeting) 제안

- 타겟 리스트 업체별 결정권자 조사

- 1차~3차 컨택을 통해 제조사와 제품 소개 및 바이어 인터뷰 진행 

  (제품과의 Fit 조사, RFQ기회 및 프로젝트 진행여부 확인) – 바이어

별로 공장 방문에 대한 피드백 수립

• 공장 방문 자료 작성 

- 회사 소개 영문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 공장 방문 참석 지원 및 사후관리

- 제조사 소개 프레젠테이션 및 project reference 발표 진행

- 발표 후 Q&A 세션 진행 

- 프로젝트 유무에 따라 디자인 미팅 및 기술적 논의 진행

- 미팅 내용 상세하게 문서화

- 공장 방문 이후 팔로업을 통해 바이어와의 연계 지원 및 RFQ/발주 

(RFQ 수신 후 혹은 견적 제출 후 방문일 경우) 기회 추진

3~4 개월 15~20

7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영업

8 
공장 방문 지원

3. 북미 장비/부품 수출 영업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사업비 
(백만원)

 

(세부항목별 
비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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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KOREA HOTLINK의 수출 지원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No 지원 내용 지원 기
간

사업비 
(백만원) 
(세부항목
별 비용 조

정)

• 사전 타겟 바이어 조사

- 수출희망국가 시장 조사 및 타겟 바이어 조사

- 제조사 희망 초청 바이어 컨택 및 방문 의사 조사 가능 

• 타겟 바이어 발굴 및 사전 인터뷰 

- 타겟 바이어 발굴 및 인터뷰 통해 제조사와 Fit/Biz 기회 분석, 

  프로젝트 유무 여부, 국내 제조사와 미팅 기회/공장 방문 관련 

  관심도 조사

• 행사기획 및 진행, 사후관리

- 바이어 항공권 예약 및 로지스틱 기획

- 현지 매칭회 장소 섭외 등 기획 

- 국내 1:1 미팅과 제조사 공장 방문을 통해 제조사 capability 소개, 

기술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 극대화 추진, 바이어 향후 팔로업 논의

를 통해 바이어와의 연계 지원 및 RFQ/발주 (견적 제출 후 방문일 

경우) 기회 추진 

5개월 10~15

3. 북미 장비/부품 수출 영업

9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1:1 미팅 및 
제조사 공장 방문

3. 북미 장비/부품 수출 영업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사업비 
(백만원)

 

(세부항목별 
비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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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KOREA HOTLINK 서비스의 한국정부 지원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한 예산제약이 있는 한국 중소제조업체는 한국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US KOREA 

HOTLINK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마케팅 컨설팅 비용의 최대 90% 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kiat.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www.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eng/main.do가 운영하는

• Voucher Program https://www.exportvoucher.com/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확장 사업

• 울산경제진흥원 http://www.uepa.or.kr

• 부산경제진흥원 www.bepa.kr

• 인천테크노파크 www.itp.or.kr과 자체 운영하는 북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US KOREA HOTLINK를 통해서 빠른 수출 성공을 경험하세요!

>

>

US KOREA HOTLINKONE STOP 솔루션
북미 수출, 해외 파트너십 및 엔지니어링 지원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