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주문제작 화장품, 인콰이어리 발굴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2017년 상반기, 무역관은 고객인 바이어 L사로부터 한국의 화장품 주문 생산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라오스 소비자들의 수요를 겨냥해 독자적인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는 것이었다. 태국의 중간업자로부터 주문제작 견적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직접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무역관은 KOTRA 고객으로 가입한 한국의 유명 OEM 기업 2개사를 접촉했지만, 바이어의 주문
량이 최소 주문 수량에 미달하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무역관은 포기하지 않고 2017년 6월 무역사절단으로 라오스에 방문한 국
내 기업 A, B사를 바이어 L사에게 소개했고, 이후 후속상담을 위해 A, B사와의 온라인 화상상담을 지원했다. 그러나 구매 단가와 주문량
이 맞지 않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역관은 12월 국내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 L사를 보냈다. L사는 현장에서 중소 화장품 주문 제
작 업체인 E사를 만나 꽃 모양으로 출력되는 클렌징폼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뒤, 2018년 3월 E사로부터 초도물량 1만 불 가량을 수입했다
. L사는 한국 화장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어로 된 브랜드를 런칭하고, 라오스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SNS 마케팅을 통해 수도인
비엔티안뿐만 아니라 라오스 북부 주요 도시인 루앙파방 등에 제품을 판매 중이다. 2018년 6월, 무역관은 L사에 K-pop 연계 한류 상품전
전시 부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약 2,000여 명의 라오스 젊은이들에게 현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사는 2019년 8월 기준 초도물
량은 전량 판매하고, 또 다른 상품을 추가로 5만 달러가량 주문하였다.
2) 화장품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첫 해외수출 성공
2018년 12월 화장품 제조기업 '가'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한 시장개척단에 천연성분을 원료로 제조한 기초화장품 4종 세트를 가지
고 참가하였다. 무역관에서 소개한 바이어 '나'를 비롯해 11개사 바이어와 상담한 결과, 필러·보톡스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킨케어 클리
닉 '나'사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바이어 '나'사는 '가'의 제품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테스트한 제품의 품질에 반
해 수입을 결정했다. 국내기업 '가'는 사절단 참가 전까지 수출경험이 전무한 기업이었다. 무역관은 국내기업 '가'가 2019년 2월 무역관
에 방문하도록 하여, 최소주문수량, 패키징, 운송방법에 대한 바이어 '나'와의 협의 를 완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내기업 '가'는
2019년 3월, 4월 2개월에 걸쳐 3,000 달러 가량의 초도수출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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