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의 새로운
빅데이터 서비스,

FAQ
!

KOTRA 빅데이터,
을 소개합니다
트라이빅은 KOTRA 빅데이터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꼭 알맞은 잠재파트너 추천을
우리 기업에
받고 싶으면요?

트라이빅은 84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신 AI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누구든 단 3분 안에 유망시장과 잠재파트너를 확인

트라이빅은 귀사에서 직접 입력한 기업 기본정보와 관심품목
정보를 바탕으로 AI알고리즘을 통해 잠재파트너를 추천해드
립니다. KOTRA 홈페이지에서 기업 기본정보를, buyKOREA
에서 상품정보를 보다 상세히 업데이트할수록 더욱 적합한
파트너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KOTRA 홈페이지 : www.kotra.or.kr
•buyKOREA : www.buykorea.or.kr

!
잠재파트너의 담당자 이메일/전화번호를
알 수 없나요?

트라이빅은 잠재파트너의 대표자명, 대표연락처 및 대표홈페
이지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해외기업 담당자의 이름, 이메
일,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유망
시장

품목, 시장, 잠재파트너
?

이제

KOTRA 빅데이터

TriBIG
의

수출
품목

가이드를 따라 글로벌 시장에 뛰어드세요

www.kotra.or.kr/bigdata

잠재
파트너

※TriBIG은 글로벌 시장을 3개의축으로 보여드립니다.

트라이빅에서 추천해준 잠재파트너와
컨택하고
? 싶습니다. 연계 서비스가 있을
까요?

문의처
KOTRA 해외시장조사의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을 통해 트
라이빅에서 추천한 해외 잠재파트너의 귀사 제품에 대한 관
심 의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시장조사‘를
통해 트라이빅에서 추천된 품목별 유망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은 트라이빅(www.kotra.or.kr/bigdata) 참고)

KOTRA 빅데이터팀
TEL 02-3460-7458/7452

Email bigdata@kotra.or.kr

AI가 찾아주는 해외바이어,
트라이빅은 단 3분 안에 맞춤형 바이어와
수출유망시장을 추천해드립니다!

KOTRA 빅데이터
은
PC와 모바일 어디에서든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트라이빅(

01 무역투자통계

03 품목별 유망시장

한국 수출통계부터 글로벌 수출통계, 투자통계까지 각종 통계자료를
한눈에 들어오는 시각화를 통해 제공해드립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품목별(HS코드/MTI코드 기준) 해외 유망시장을
추천해드립니다

한국 수출현황

유망시장 수출입통계

한국 수출현황을 수입지역별/HS코드별/연월별 제시

품목별 유망시장 상위 30개의 수출입통계 상세정보
(UN Comtrade 기준)

글로벌 수출현황
전세계 수출현황을 수출지역별/수입지역별/HS코드별/연별 제시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외국인직접투자현황(FDI) 현황을 투자지역별/연도 및 분기별 제시

) 주요 메뉴
기업회원

04 기업별 맞춤정보

KOTRA 기업회원 ID로 로그인해보세요. 그 동안의 KOTRA 사업참여
이력과 VOC 상담이력을 보여드리는 것은 물론 유망시장, 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수입규제정보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면 국가개요부터 KOTRA가 직접 수집한
호부진 품목정보까지 종합적인 시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개요 정보
국가기본정보, 국경일 정보, KOTRA 지역 전문가 정보

AI분석

KOTRA에 우리 기업을 더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더 정확한 맞춤형 추
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해외시장정보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구독하세요!
600만개 해외기업DB에서 귀사에 맞는 잠재파트너를 보여드립니다.

잠재파트너 정보 서비스는 ‘빅데이터 해외시장정보 프리미엄 구독서비스’를 신청하신
프리미엄 구독 신청을 하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잠재파트너 정보와 추후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개선 시 관련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해외시장정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관련 사업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바로가기)

기본정보 수정방법
다음에 하기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해당 품목 관련 수출통계 정보를 AI가 보고서 형태로 제공

무료구독

MyKOTRA

기업정보 수정

회원정보수정

잠재파트너 정보 메뉴에 처음 접속하시나요? 팝업창에
서 무료구독을 클릭해주세요! 매주 업데이트 되는 잠재
파트너 정보를 보여드립니다.

관심품목 수정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관심품목

수정

MyKOTRA

기업정보 수정

회원정보수정

World Bank 지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주요 지표 정보

호부진 품목 정보

05 잠재파트너 정보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현재 동 프리미엄 구독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 관련 수입규제 정보 제공

02 국가별 시장정보

구독서비스

빅데이터 해외시장정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기업별 맞춤정보는 고객이 KOTRA 홈페이지에 입력한 기업 기본정보,
buyKOREA에 등록한 상품정보, 홈페이지 내용을 분석합니다.

품목별 종합 정보
KOTRA 무역관에서 작성한 해외시장뉴스, 글로벌전시포털(GEP)의
전시정보, 바이코리아(buyKOREA)의 바잉오퍼 정보 등 KOTRA에 축적된
해당 품목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기업회원

코트라가 127개 무역관을 통해 확보한 해외기업 DB와
글로벌 기업정보회사의 보유 해외기업 DB에서 귀사에
알맞은 해외기업을 추천해드립니다.
※ 잠재파트너 정보에서 보여지는 해외기업 목록은 거래 또는
협력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단순 참고용 목록입니다.

상품정보 수정방법

KOTRA에서 127개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국가별 호조/부진 품목 정보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언론정보
현지 무역관에서 직접 작성된 해외시장뉴스 및 무역 사기 사례, 국가별
국내외 언론기사

buyKOREA 홈페이지(www.buykorea.or.kr)

My상품 상품상세설명 수정 또는 상품등록

My buyKOREA

내상품관리

KOTRA 빅데이터를 TRY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