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Webinar

KOMPASS B2B 검색엔진
최적화(SEO)를활용한
해외수출마케팅 전략
㈜한국콤파스 2021/05/13

• CONTENT
1. KOMPASS 소개

2. KOMPASS Marketing Solution
3. KOMPASS B2B Platform
4. SEO 마케팅

5. 일반 SEO와 KOMPASS BOOSTER 효과 비교
6. KOMPASS BOOSTER International 소개
7. BOOSTER Int’ SEO최적화 항목
8. BOOSTER Int’ 글로벌 홍보효과
9. 추가지원 서비스
(샘플몰제공/해외기업정보제공/맞춤형바이어매칭서비스)

1. KOMPASS 소개

국내 47명, 전 세계 4,000명의 홍보·마케팅·컨설팅 전문가 그룹
- 직할 로컬센터들과 연계한 글로벌 온 · 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콤파스
일반 현황

구분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설립연도
인력구성
해당부문 사업기간

75개

국가 로컬센터

자체 플랫폼

조직 및 인원

내용
㈜한국콤파스
이동열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해외기업정보 외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904호
02-2200-0800
1989년 8월
47명
1989년 8월 ~ 2020년 3월 (총 30 년)

4,000명

전 세계 컨설턴트

월간 방문객
B2B 플랫폼

4,300만개

글로벌 기업정보

경영지원

국
내
조
직

글로벌 마케팅1팀

수출전문 컨설턴트 그룹
글로벌 마케팅 2팀

대구경북

경남

글로벌마케팅3팀

부산 울산

온라인 사업팀

광주 호남

인원
합계

글로벌마케팅

온라인사업

디자인

영업
/행정

수출컨설턴트

47명

21명

12명

6명

4명

4명

30

년 경력
국내 컨설턴트

온 · 오프라인 홍보·마케팅·수출 전문가 그룹

2,700만

대표이사

6,000

글로벌 네트워크

만
업체 담당자 정보

글
로
벌
조
직
주
요
인
사

Europe

America

Asia

Oceania

Africa

Middle East

※SEO : 검색 엔진 최적화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엔진이 자료를 수집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에 맞게 웹 페이지를 구성해서검색 결과의 상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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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MPASS 소개

직할 로컬센터 네트워크 보유
전 세계 75개국에 직할 로컬센터를 보유한 ㈜한국콤파스
㈜한국콤파스 직할 네트워크 75개국 분포도

직할 네트워크 수

75개(한국 포함)

Sweden Finland
Norway
Russian Federation
Estonia
Latvia
Denmark
Lithuania
Netherlands
Belarus
Ireland
Ukrine
Poland
United Kingdom
Germany Slovakia Armenia
China
Luxembourg Belgium
Czech Republic
France
Austria Hungary
Monaco
Azerbaijan
Spain Switzerland
Romania Moldova
Georgia Bulgaria Kyrgyzstan
Portugal
Croatia Italy

Canada

United States

Serbia
Turkey
Greece Slovenia Cyprus

권역 별 네트워크 수

Iran
Tunisia
Jordan
Egypt
Algeria
India
UAE
Saudi Arabia
Ivory Coast
Morocco

Mexico
유럽 40개국
북미 2개국
중남미 5개국
중동,아프리카 11개국

Lebanon

Columbia
Peru

South Korea
Japan

Taiwan
Hong Kong
Viet Nam
Thailand
Malaysia
Singapore
Indonesia

Brazil

아시아 15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South Africa
Argentina

Australia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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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MPASS Marketing Solution

Market Ranking Report
서비스

맞춤형 시장조사

B2B검색엔진 광고
BOOSTER

해외기업정보
(잠재바이어 발굴 활용)
Easybusiness

신 시장개척 &
신규 거래선 발굴!

International

KOMPASS SEO Platform
구글자동 연계노출

KOMPASS Market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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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MPASS B2B Platform

• KOMPASS BOOSTER

Booster
1

SEO 최적화된 제품
홍보관

전세계 최대 B2B Search Engine
월 평균 2,700만 건의 해외 바이어 방문
75개국 4,300만 건의 해외기업정보

2

Display
기업 인지도 향상

25개국 언어 지원 다국어 홍보
해외 방문자 유입 비율 99%

More visible on the web, more findable by B2B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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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O 마케팅
키워드 검색
Paid search
키워드 광고 (검색광고)
PPC / CPC
Organic Search
자연 검색 결과
(웹문서 검색결과)
SEO 검색엔진
최적화 노출 영역

검색엔진 마케팅 이란?

“ 인터넷 마케팅의 핵심은 포털 상위 노출이다. ”
인터넷 검색(키워드 검색)시,
기업의 웹 사이트를 상위에 노출시켜 잠재 고객의 방문, 유도,
상품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마케팅 기법 중 하나
고객은 첫 페이지 이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잠재고객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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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O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이 왜 필요한가?

해외 구매 결정권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 취득 및 문의를 대부분
검색엔진(Google)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가 제품 정보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참조하는 수단

63.9%
Search Engine

18.9%
Manufacture Site

6.6%
Industry Potal

5.3%
Consumer Review Site

3.1%
E-Commerce Site

2.2%
Other

기업경영자의 73%는 신제품 정보검색을 위해 인터넷,
특히 검색엔진을 활용함
구매 의사 결정권자의 60%는 인터넷 검색을 B2B 마케팅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정함
구매 의사결정권자의 50%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가 구매
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함
구매 의사결정권자의 88%는 온라인을 통한 제품검색시,
검색엔진을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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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O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글이 검색엔진 부분에서 세계 점유율 92.18%이상 이므로 고객사의 키워드가 구글
키워드 검색 영역 상 위에 노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계 검색엔진 점유율(2016.02~2017.02)

1. 구글 (Google): 92.18%
2. 빙 (Bing): 2.75%
3. 야후! (Yahoo!): 2.52%
4. 바이두 (Baidu): 1.02%
5. 얀덱스 (Yandex): 0.36%
6. 기타 : 1.17%
*자료출처 : 스탯카운터

페이지 별 평균 유입률 비교

검색자 91.5%는 검색 후
첫 페이지에서 결과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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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O 마케팅
중소기업 마케팅이 어려운 이유
경쟁사에 다 있는 콘텐츠

낙후된 홈페이지 인프라

경제적 한계
전문
인력
부족

X
X

정보
부족

X

기술
부족

〮

〮

〮

〮

〮

〮

검색엔진 친화적인 인프라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SEO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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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SEO와 KOMPASS BOOSTER 효과 비교

KOMASS BOOSTER

일반 SEO

• 영어 포함 25개 언어 지원

• 영어만 지원 가능

• 전세계 모든 구글에서 홍보

• Google.com에서만 홍보

• 키워드 무제한

• 키워드 10~12개로 제한

• 품질 점수가 높은 콤파스 상품페이지에 홍보

• 품질 점수가 낮은 일반 홈페이지에 홍보

• 콘솔을 활용한 체계적인 키워드 분석 제공

• 자체 키워드 분석 필요

• 직관적인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 통계 프로그램 별도 설치 및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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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SEO와 KOMPASS BOOSTER 효과 비교
1) 타겟국가 현지 언어로 광고 가능
- 구글 CPC 광고 진행 시, 타겟 국가의 언어로 제작된 홈페이지가 없어 광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보통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언어 페이지만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Booster 서비스는 광고 언어 뿐 아니라 상품 홍보 페이지까지 영어 포함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24개 언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번역 비용이 들지 않으며, 높은 홍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25개 언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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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SEO와 KOMPASS BOOSTER 효과 비교
2) 품질 점수가 높은 콤파스 상품페이지로 회사 홍보
- SEO 진행 시 노후화된 홈페이지(플래시 등)는 최적화 작업을 하더라도 구글에서 높은 순위를 선점하기 어려우며, 빌더나 쇼핑몰 형태로
제작된 홈페이지는 최적화 작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KOMPASS B2B 플랫폼은 페이지 품질이 높기 때문에 KOMPASS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관련 키워드로 검색 시 , 높은 순위에
업체가 노출 될 확률이 높습니다.

kr.kompass.com

※ 구글 품질 점수 출처 :
https://www.digital22.com/insights/new-quality-score-metrics-how-to-thrive-in-paidsearch

13

5. 일반 SEO와 KOMPASS BOOSTER 효과 비교
3) KOMPASS 키워드 Console을 활용한 핵심 키워드 분석
-

콤파스 키워드 콘솔을 활용해 관련 키워드의 월별 검색량, 추천 키워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콤파스 키워드 콘솔을 활용해 매출과 직결되는 광고 키워드를 도출하고, 해당 키워드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겟국가

키워드 입력

매출과 직결되는
광고 키워드 도출

키워드

키워드 검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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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SEO와 KOMPASS BOOSTER 효과 비교
4) 직관적인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 홍보관 내 General Statistics을 통한 월별 방문자 통계 확인(유입국가, 유입키워드, 인콰이어리 수신현황 조회 가능)
월별 방문자 통계 현황

국가별 방문유입통계

인콰이어리 수신현황

홈페이지 방문 유입율

BIG STAR ING CORP(KR1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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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SEO와 KOMPASS BOOSTER 효과 비교
-

Monthly Summary(월별보고서) 매월 1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 Monthly Summary

홍보관내 General Statistics

지난달

①

④

누적통계

홍보관 방문자수

①
②
③
④
⑤

품목명 +키워드 클릭수
전화번호 클릭수
웹사이트 클릭수
인콰이어리 접수현황

제품
홍보영상
뉴스
카탈로그

광고종료일

②

제품 등록현황
비디오 등록현황
뉴스 등록현황
카탈로그 등록현황

⑤

③
. KOMPASS.COM 로그인 후, Company Profile > Gener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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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MPA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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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OMPASS BOOSTER International 소개
1) 온라인 상품관 구축

ACTIVITY DESCRIPTION & TAGS/KEYWORDS

TAGS/KEYWORDS

키워드

회사소개

업체명 : ㈜더하이 / THE HI CO.,LTD. (KR106622)
AD : Booster International
※ Option : Int' Banner / TOP3 AD
https://kr.kompass.com/c/the-hi-co-ltd/kr106622/

온라인 홍보관 예시 (제품등록 무제한 지원)

PRODUCTS

기업제품

기본기업정보

Catalogues

※ KITA 광주 / 2020 광주광역시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카달로그

VIDEOS

동영상

NEWS

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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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OMPASS BOOSTER International 소개
2) SEO (검색엔진 최적화) Tool제공으로 구글 자동 연계노출 지원

다국어 SEO최적화 지원
Google 자동연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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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OMPASS BOOSTER International 소개
4) Google Keyword분석을 통한 핵심키워드 적용 / 구글 상위노출 지원
PRODUCTS

SEO핵심 키워드 적용 품목등록
Baby snack(제품명) | baby organic rice snack(키워드)

< Google USA>
첫페이지 상단노출!

< Google Germany>
첫페이지 상단노출!

< Google Spain>
첫 페이지 상단노출!

Organic cereals vegetables flake
Bio-Getreide Gemüseflocken

Copos de verduras de cereales ecológi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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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OMPASS BOOSTER International 소개
5) Google 연관검색어 및 Google Keyword분석 툴 제공
- 구글검색엔진을 활용한 연관 키워드 검색
- Google Keyword분석 툴 제공으로 진출국가의 품목 에 대한 핵심 키워드 소스 제공

구글 연관 키워드 및 자동완전 키워드 참조

Google Keyword 분석 Consol활용한 핵심키워드 선별

핵심키워드 선별 툴
연관 키워드

※ Google.com 셋팅 (중요!)
Google.com접속 > 하단 Search Setting >Region Settings > United States > Save

※ Google Keyword 분석 Consol 바로가기 http://211.110.139.226
kompass.co.kr 회원가입시 무료 사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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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OMPASS BOOSTER International 소개
4) 키워드 분석 방법
□ 품목분석
→ 영어권에서 쓰이는 품목에 대한 영문명 파악
→ 영문 제품명에 대한 관련 키워드 Google.com검색 (키워드 + 업체품목의 해당 키워드에 대한 Description준비)
* Google.com검색 시, 참조사항 (중요!)
1) 영어권 키워드 결과값 확인을 위한 Google.com 셋팅
2) Google.com접속 > Setting > Region Settings > United States > Save
3) 검색 창 키워드 입력 > 연관 키워드 참조

① 키워드 선점 방법 (참조)
ex) 품목검색 후 메인/세부/핵심/연관/경쟁사 등을 고려하여 키워드 선정
바이어입장에서 해당 품목을 찾을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 등을 고려
- 메인 키워드 : 품목과 관련된 검색어중 가장 메인이 되는 키워드
- 세부 키워드 : 메인키워드에서 파생되어 구체적인 단어로 구성된 키워드
- 핵심 키워드 : 매출로 연계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
- 연관 키워드 :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검색키워드와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를 검색 전후함께 검색하는 키워드
- 경쟁사 키워드 참조

예시) 자동차 부품
메인키워드 : 자동차부품
세부키워드 : 경차 부품, 소형 자동차 부품
핵심키워드 : 경차 엔진관련 부품, 경차 브레이크패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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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OMPASS BOOSTER Int’ SEO최적화 항목
1) WWW.KOMPASS.COM 로그인
(ACCESS MY ACCOUNT) > COMPANY PROFILE 메뉴
- Activity description & Keywords
- Product & services 메뉴 최적화 수행
타겟국가 중심으로 언어선택 (*무역통계활용)

SEO(최적화)

(1)

회사소개 (키워드 적용)
SEO(최적화)

(2)

제품등록(키워드 적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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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OMPASS BOOSTER Int’ SEO최적화 항목
1) WWW.KOMPASS.COM 로그인 (ACCESS MY ACCOUNT) > COMPANY PROFILE 메뉴
(1) Activity description & Keywords > Activity description (타겟국가 중심으로 언어선택 (*무역통계활용))

①Add a language선택 > ②Select language > ③ Translation Suggestion (자동번역지원) > ④ SAVE

②
Activity description
Google Keyword분석 Console활용한
- 선점 키워드 입력
- 회사소개
- 주력상품 기입

①

③

④
24

7. KOMPASS BOOSTER Int’ SEO최적화 항목
1) WWW.KOMPASS.COM 로그인 (ACCESS MY ACCOUNT) > COMPANY PROFILE 메뉴
(1) Activity description & Keywords > Keyword (타겟국가 중심으로 언어선택 (*무역통계활용))

①Add a language선택 > ②Tranlation Suggestion(자동번역지원) > ③Add a keyword

Keywords

②

Google Keyword 분석
Console활용한 선점 키워드 입력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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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OMPASS BOOSTER Int’ SEO최적화 항목
1) WWW.KOMPASS.COM로그인 (ACCESS MY ACCOUNT) > COMPANY PROFILE 메뉴
(2) Products & Services> Title 부문 Keyword 적용 (타겟국가 중심으로 언어선택 (*무역통계활용)) – 싱글등록
①
②
③
④

① Post a new product
② Select language
③ TYPE : Product
④ Title (영문 품목명+영문 키워드) ex) Duplex Trim + Car Coating_
⑤ PICTURE 사진업로드
Google Keyword분석
⑥ VIDEO (동영상 url)
Console활용한 선점 키워드 입력
⑦ DESCRIPTION (품목설명)
⑧ LINK : 품목상세페이지 url
⑨ CATEGORY : 매칭품목카테고리 선정

⑤

Baby snack(품목명) | baby organic rice snack(키워드)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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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OMPASS BOOSTER Int’ 글로벌 홍보 효과
업체명 : ARIBEBE(KR106625)
AD : Booster International
https://kr.kompass.com/c/the-hi-co-ltd/kr106622/

Stroller Liner

Antibacterial Kids
bedding set

1위 노출

1위 노출

Baby sleeping bag

1위 노출

1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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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OMPASS BOOSTER Int’ 글로벌 홍보 효과
Google Spain / 1 위 업체로 노출

Google Poland / 1위 업체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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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OMPASS BOOSTER Int’ 글로벌 홍보 효과
5) 실시간 성과 확인 가능
- 홍보관내 General Statistics을 통한 월별 방문자 통계 확인(유입국가, 유입키워드, 인콰이어리 수신현황)
월별 방문자 통계 현황

국가별 방문유입통계

인콰이어리 수신현황

홈페이지 방문 유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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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가지원 서비스
1) 샘플몰 제공
- Sample Mall입점을 통해 참여기업 제품 노출 온라인 홍보 효과 증진
샘플몰 메인 페이지

바이어의 샘플구매로 실제 계약성사 및 구매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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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지원 서비스
2) 해외 기업정보 제공
- 바이어 검색 솔루션 해외기업정보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바이어 정보를 상세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바이어정보검색메인화면

검색화면

바이어검색필터(9개대분류및 상세분류)

카테고리 / 지역 / 회사정보
회사규모 / 금융정보 / 임직원정보
바이어유형 / 수출입 여부 /
수출입지역
설립일 / 담당자 구사 언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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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지원 서비스
3) 맞춤형 바이어 매칭 서비스 Contact+ (Buy request)
- LOCAL CENTER 국가별 한국제품을 문의하는 바이어들의 실시간 RFQ를 콤파스 회원사에게 제공

USA

한국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헤어 트리트먼
트, 클렌징 제품

Saudi
Arabia

사무용 가구, 의자를 생
산하는 한국 제조업체

Australia

골프제품 및 골프퍼터 한국제조
업체를

※Kompass.co.kr 회원가입 후, 진성 RFQ 상세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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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MPASS.COM

감사합니다.
㈜한국콤파스 T. 02 2200 0800 Email : kompass@kompa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