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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브랜드와중국소비자와의

만남을설계합니다.



ⓒ

(주) 레이블코퍼레이션

피아노, 이성탄

중국마케팅/ 유통/ 왕홍크리에이터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 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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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지 % 외자법인및전문인력을통해진행되는원활한중국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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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브랜드와중국소비자와의

만남을설계합니다.



ⓒ

우리는어떻게하고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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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우리가중국에진출시킨브랜드사례를소개할께요.



ⓒ

중국브랜딩 마케팅
이커머스물류-몰입점구축, 운영

왕홍라이브커머스판매를통한
일상판매전단계구축

셩의참모

- 셩의참모관련검색키워드
‘시예누귀부스킨로션‘생성

브랜드데이터생성및관리

억 만원

- 이커머스몰구축/왕홍라이브

광군제왕홍라이브매출
억 만원

위/ 티몰로컬 위

- 초신성(超新星) 신규브랜드1위선정

- 초신성추세브랜드랭킹시예누1위선정

- 초신성 신규제품랭킹
시예누타임브레이스베이직2종세트선정

시나어워즈

- ‘올해의럭셔리스킨케어브랜드‘ 상수상

- ‘올해의럭셔리안티에이징워터‘ 상수상

중국시장데이터에기반, 제품의시장생애주기별최적화된마케팅에서판매까지통합솔루션제공



ⓒ



ⓒ

중국현지빅데이터를기반으로브랜드에최적화된
마케팅-브랜딩-유통-판매선순환체계를구축합니다.

중국빅데이터를기반으로중국시장분석

- 브랜드카테고리별시장분석
- 알리바바및채널별빅데이터분석
- 제품별-기간별중국판매추이
- 시장규모예측

바이럴키워드분석

제품별최적화된마케팅진행

- 마케팅지수관리: 셩의참모활용
채널운영/ 브랜드콘텐츠제작

- 콘텐츠제작: 체험단
트래픽광고마케팅

- 왕홍라이브사전예열마케팅

브랜드단계에맞는 마케팅

- 연예인모델섭외및계약
제작, 홍보이미지소재제작

- 팝업행사및프로모션진행

중국유통-물류/ 소비자대상판매

- 통관/물류/재고관리
- 중국커머스입점, 운영관리
- 왕홍라이브방송판매
- 중국쇼핑행사대비판매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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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플랫폼분석툴‘셩의참모’를통해제품카테고리시장상황분석
브랜드의판매를위해필요한데이터파악-마케팅전략설정및투입왕홍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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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킨케어 관련 타겟 고객 분석

0

20

40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업

학생

교직원

의료인

공무원

금융업

노동자

미디어업

연구원

광동성
강슈성

철강성

산동성

허남성

쓰좐성

허베이성

안휘성

후베이성

상하이

직업 분석 TOP 지역

성별 비율 연령대 비율

남성

21.06%

여성

78.06%

0.88%

남성 여성 기타

[중국기초화장품시장실제데이터샘플]

중국플랫폼분석툴‘셩의참모’를통해제품카테고리시장상황분석
브랜드의판매를위해필요한데이터파악-마케팅전략설정및투입왕홍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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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형인플루언서(왕홍)를필두로온라인미디어믹스미디어마케팅에특화,
그에상응하는다양한중국오프라인마케팅프로그램기획및실행



ⓒ

중국의트렌드와다양한채널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브랜드에최적화된마케팅진행
인플루언서를활용한콘텐츠제작, 바이럴마케팅등중국내다양한매체마케팅수행

플랫폼별마케팅세부내역기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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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강력한시딩, 전면노출, 빅데이터분석가능한자체툴과노하우로
중국내각주요플랫폼을유기적으로운영, 브랜딩부터판매까지원스톱관리

플랫폼별 마케팅 설정전략

홍보+브랜딩 시딩+전환홍보+시딩

급 콘텐츠생성

급 을통한
제품후기콘텐츠생성으로

판촉행사시홍보효율성극대화

브랜드연관어최적화

브랜드&제품시딩

중급 +대량

홍보량확대를통한
브랜드및제품언급량확보

다양한인플루언서를통한제품구매

흥미도향상+구매후기, 구매후기를통한제품추천

숏클립을통한잠재고객유입

플랫폼내유입을통한판매효율성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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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다년간의노하우로세분화된알고리즘을통한성공적인인플루언서큐레이션서비스제공
브랜드 서비스에맞는인플루언서(왕홍), 브랜드및캠페인목적에적합한최적의인플루언서선정&매칭

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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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홍보목적 노출플랫폼에적합한디지털미디어콘텐츠기획및제작 퍼블리싱
중국 상에서인기있는콘텐츠유형을세분화하여제품이해도상승과함께구매욕구자극하여

매출에기여하는바이럴콘텐츠퍼블리싱

립스틱

쿠션



ⓒ

중국시장에맞는이미지메이킹을통한브랜딩진행
브랜드이미지에적합한연예인활용모델계약, 중국내 기획및제작

시기에따라팝업스토어등을포함한 마케팅병행

티몰합작브랜드드론쇼진행레퍼런스

중국인쇄매체광고집행

기내이벤트프로모션진행

팝업스토어진행

광고집행 오프라인이벤트진행



ⓒ

브랜드및제품, 입점된이커머스플랫폼등제반사항을모두고려하여적합한판매왕홍선정및관리
상시왕홍라이브방송을통한매출유도> 등중국대형쇼핑행사활용다량의판매매출유도

실제왕홍라이브프로모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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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홍을선두로한‘라이브방송판매’를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타오바오지수분석을통해
적합도가높은왕홍을섭외하고해당왕홍을선두로홍보+판매+타오바오점포입점까지

효율적인판촉방송실행

매칭된왕홍의전략적믹스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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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홍을선두로한‘라이브방송판매’를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타오바오지수분석을통해
적합도가높은왕홍을섭외하고해당왕홍을선두로홍보+판매+타오바오점포입점까지

효율적인판촉방송실행

년‘ 브랜드’ 데이터
(약 억 만원매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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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중국비즈니스를통해구축한네트워크와중국 에대한노하우를접목
기존명성높은중국왕홍및각크리에이터의특장점을분석

이에적합한중국채널운영및교육을통해직접육성한왕홍크리에이터풀보유

혜민
慧敏欧尼

투투
涂涂在韩国

따왕
韩国媳妇大王

메이코
美co在韩国

단단
雪柴糕糕在韩国

레미니씬
re_mini_scene

캐리
Carey欧巴

지선
志宣欧尼

보공즈
柏公子

쉬샨
徐杉S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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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판매 억이상을달성했던 노하우를보유한
중국 채널계정관리 라이브방송 콘텐츠기획제작

전문팀을통한상시적인 제공

‘한국며느리 따루루’ 중국 도우인 라이브 방송 담당
젠틀몬스터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 담당

IPXHOP 중국향 런칭
중국 텐센트 <명일지자 시즌4> 프로그램 연출

SBS 웹예능 <덕s 투더> 콘텐츠 작가

도우인 라이브 커머스 왕홍 실무 담당
(작년 618 판매액 1억)

도우인 중한사무실계정 콘텐츠 기획&제작
웨이보, 샤오홍슈 인플루언서 여행 콘텐츠 제작

단편영화 <무한선택원>, <조연> 연출

만 팔로워 왕홍 계정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웨이보, 샤오홍슈, 도우인, 콰이쇼우, 빌리빌리 채널 운영

<오프화이트&아모레> 콜라보 제품 중국 연예인 섭외
<시예누> 시나웨이보 스타일 어워즈 행사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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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중국비즈니스를통해구축한네트워크와중국 에대한노하우를접목,
각인플루언서의특장점을분석하여이에적합한중국채널운영및교육을통해

왕홍을직접육성하는왕홍크로스보더서비스구축

레미니씬 선덕원장

한국인플루언서중국왕홍육성및채널활성화

콘텐츠톤앤매너: 필터

도우인개설일자: 

포스팅콘텐츠 건 현재

팔로워

좋아요

콘텐츠톤앤매너: 메이크업

대한민국1 세대메이크업아티스트

중국 채널콘셉기획중

https://www.instagram.com/re_mini_scene/
https://www.tiktok.com/@re_mini_scene
https://www.instagram.com/re_mini_scene/
https://www.youtube.com/channel/UC31-nUU7jhm3I5DCYh6u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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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중국비즈니스를통해구축한네트워크와중국 에대한노하우를접목,
각인플루언서의특장점을분석하여이에적합한중국채널운영및교육을통해

왕홍을직접육성하는왕홍크로스보더서비스구축

투투 단단

재한중국인왕홍,라이브커머스채널육성및활성화

라이브커머스진행횟수: 
메인판매상품 화장품 스킨케어
판매상품수: 

콘텐츠톤앤매너: 일상생활, 
현재판촉왕홍으로육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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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실시간빅데이터분석및관리솔루션개발
브랜드특성에따라단계별전략적인디지털마케팅계획수립,

중국의주요홍보플랫폼에대한깊은이해와인사이트외에도정확한빅데이터를바탕으로효율적인마케팅진행

실시간왕홍및라이브방송수치체크가능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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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형유통사와의전략적파트너네트워크를통해
한/중통합적이고효율적인유통-물류관리시스템구축



ⓒ

왕홍

왕홍네트워크

오랜중국비즈니스로구축한 강력한왕홍네트워크를통해
李佳琦 辛巴

고객사브랜드와제품군에적합한바이럴브랜딩 그리고라이브커머스프로모션 등다양한캠페인으로
한국에서유일하게긴밀하게소통하는팀입니다

리자치

‘ 차세대영향력 인 ’

‘ 올해의핫스팟 ’ 

‘ ’ 

과‘리자치’( )는 년도부터지금까지
다양한브랜드/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지속적으로커뮤니케이션하고있습니다.



ⓒ

왕홍

왕홍네트워크

신바 辛巴

은 신바 와 아모레퍼시픽‘
라이브커머스프로젝트를통해협업하고있습니다

오랜중국비즈니스로구축한 강력한왕홍네트워크를통해
李佳琦 辛巴

고객사브랜드와제품군에적합한바이럴브랜딩 그리고라이브커머스프로모션 등다양한캠페인으로
한국에서유일하게긴밀하게소통하는팀입니다

딴딴
팔로워 천만

따파오량
팔로워 천만

루
팔로워 천만

신바 辛巴
팔로워 천만



ⓒ

왕홍

일판매 억이상을달성했던노하우를가지고있는팀과
한국에서진행가능한전용라이브커머스스튜디오및기자재보유

이를통한안정적인중국라이브커머스진행가능



ⓒ

중국의 인플루언서(왕홍)를다수보유한대형 과의파트너쉽체결을통해
중국현시장을실시간으로반영한파워인플루언서(왕홍) 섭외용이



ⓒ



ⓒ

년부터지금까지
중국진출, 중국마케팅에관심있는다양한브랜드, 파트너사와협업프로젝트진행



ⓒ

년부터지금까지
중국진출, 중국마케팅에관심있는다양한브랜드, 파트너사와협업프로젝트진행



ⓒ

국내중소기업브랜드 개이상, 탑급왕홍인따루루와텅위자점포입점및왕홍라이브방송판매진행
총 억이상의매출성과및국내중소기업의온라인수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압구정역 옥외광고 집행] [왕홍 바이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왕홍 점포 입점 및 라이브 방송 진행]

https://www.olive-m.com/kventure


ⓒ

왕홍네트워크와체계적인분석으로
최고의 가나올수있는합리적인왕홍판촉생방송진행

중국왕홍라이브방송성과종합

실제진행왕홍생방송레퍼런스 뷰티



ⓒ

왕홍네트워크와체계적인분석으로
최고의 가나올수있는합리적인왕홍판촉생방송진행

중국왕홍라이브방송성과종합

실제진행왕홍생방송레퍼런스 뷰티外



ⓒ

오프화이트 중국연예인바이럴마케팅진행
서기 舒淇 송연비 宋妍霏 조옌천 周彦辰） 장초 张超 등의 급연예인섭외진행 브랜드인지도향상

중국연예인스타마케팅

송연비(宋妍霏) 조옌천(周彦辰) 서기 (舒淇） 장초(张超)



ⓒ

왕홍네트워크와체계적인분석으로
최고의 가나올수있는합리적인왕홍판촉생방송진행

중국데이터관리



ⓒ

의 을 경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