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컨설팅회사에게해야하는 5가지질문

경쟁력 있는 수출 컨설팅사를 선정하는 것, 해외 판로 개척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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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수출전략을담은리서치를제공하는가?

LPR Global의 해외 수출 시장보고서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장 규모, 경쟁사 현황, 산업 동향 등 일반적인 정보를 넘어 타겟 바이어를 직접

컨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세한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를 제공합니다.

① 인증, 규제 및 라이선스

② 타겟 바이어 프로파일

③ 바이어 컨택 정보

④ 타겟 고객과 경쟁사가 참가하는 전시회 리스트

⑤ 경쟁사 정보

⑥ 경쟁사 제품 가격 및 기술적 문제

⑦ 잠정 파트너사 정보

⑤, ⑥, ⑦번 항목은 인터넷이나 간접 리서치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LPR Global은 20년 이상 축적해온 탄탄한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외 수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리서치를 수행합니다. 



Copyright © 2022 LPR 
Global. All Rights Reserved.

3

2. 산업에대한이해가높고, 바이어와의
전화인터뷰도능숙하게진행하는가?

한국의 수출 컨설팅 회사에게 바이어와의 통화를 부탁하면 대다수의 업체는

No라고 할 것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현지인들도 전화 통화를 어려워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제품과 기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면 통화가 된다고 해도

의미 있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LPR Global의 시장 리서치는 바이어와의 전화 인터뷰를 꼭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와의 전화 인터뷰는 일반적인 시장 리서치 자료나 인터넷 검색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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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수출경험이있어영업과정에대해
상세히설명할수있는가?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해외 영업은 영어만 잘 하면

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는 능력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업계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한발 먼저 파악해야 하며,   

기억력도 좋아야 하죠. 하지만 대다수 한국 수출 컨설팅 회사들은 영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력이 전무합니다.

LPR Global은 20년 이상 미국 시장에 한국 장비 및 산업용 제품을 판매해 왔고

자연스럽게 산업용 기계 장비 분야의 영업 경험을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 바이어 사이에서 쓰는 전문 용어에도 익숙하고, 미국 경쟁사의

제품 스펙도 파악하고 있으며, 바이어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클라

이언트의 제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LPR Global은수출컨설팅회사인동시에

수출에이전시를하는영업조직입니다. 

우리는수출을가능하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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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수출성공사례를가지고있고,

바이어들도신뢰하는회사인가?

수출 컨설팅 업체가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수출 마케팅

플랫폼은 제작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구글 오가닉 검색 결과를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 및 판로 개척할 수 있는 진정한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역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제품에 대한 방대한 정보와

꾸준한 검색엔진 최적화 관리(SEO)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LPR Global은 2008년에 론칭한 www.USKoreaHotlink.com 이란 막강한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최대의 한국 장비 및 산업용 제조사의 컨소시엄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해외 바이어가 장비가 필요할 때 먼저 컨택 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크지 않다면 브랜드 파워를 가진 수출 컨설팅 회사를 고용

해야만 낮은 인지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회사라도 해외

인지도가 낮다면 LPR Global의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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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이후 AS 문제점은어떻게해결하는가?

한국의 수출 컨설팅 업체에게 수출 이후 AS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면

“그건 제조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혹은 “저희의 분야가 아닙니다”

라는 답을 들으실 것입니다. 

산업용 기계 장비들의 북미 수출 경험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라면 먼저 AS에

관한 문제를 제조사에게 꺼내고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말할 것입니다. 

제품 판매 이후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시 대응할 방안이 부재한다면 수출 이후

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AS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건 분명히 수출 컨설팅 업체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AS가 가능하지 않아서

수출이 안된다면 궁극적으로 컨설팅의 목적인 해외 수출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LPR Global은 전세계 9개국에 걸쳐서 엔지니어링 서포트 센터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 판매 이후 AS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독일, 폴란드, 러시아, 터키 그리고 인도 9개국에

걸쳐서 현지 인스톨 지원, AS 서비스, 제품 검수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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