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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목표시장은?

한국뷰티시장채산성⇣
동남아시장아직걸음마수준
정치적이슈로중국시장공략⇣
정치적이슈도완화되고있다?

China

중국뷰티시장은?

글로벌뷰티브랜드의각축장
중국로컬브랜드의성장세심화
쏟아지는뷰티정보(콘텐츠)
소비자는무엇에집중하는가?

Messenger

어떤메신저가?

검증되지않은왕홍으로버려지는돈
중국S급연예인SNS포스팅10억원

잠깐보였다없어지는메시지
소비자는무엇으로선택할것인가?

Professional Insights



Channel

Taobao Tmall 생방송

Contents

뷰티전문방송프로그램기반

Messenger

셀럽, 왕홍, 아티스트

Message

상품판매촉진

콘텐츠질적차별화 제품구매욕강화

SBM(Sales Broad Marketing) 이란? 
중국대표뷰티전문방송프로그램콘텐츠기획력을기반으로방송출연진(셀럽, 전문가)및욍홍이

TaoBaoTmall생방송플랫폼에서제품에대한전문적셀링포인트를부각시켜판매가즉시이루어지게하는
새로운개념의판촉솔루션

SBM



SBM (Sales Broad Marketing) 채널소개

1.미려초가인美丽俏佳人 2.나는미인이다我是大美人



중국No.1 뷰티방송프로그램–미려초가인(美丽俏佳人)
중국No.1 뷰티방송프로그램미려초가인

2006 ~ 2016년동안중국내NO.1 뷰티프로그램
3,000회이상, 총78,000분의뷰티, 패션, 트랜드, 건강정보제공

전국4위에손꼽히는안휘TV에서방송
(총9억명의시청자, 4년연속전국4위채널로선정) 

중국내최고MC 및BEAUTY ARTIST 출연
小P，AKIN，梅琳，KEVIN，李斯羽等

| 채널소개–미려초가인



중국뷰티인터넷생방송NO.1 프로그램–미려초가인생방송
프로그램기획력+ S급왕홍과셀럽으로브랜드인지도를높이고제품판매까지

| 채널소개–온라인생방송채널

•Tmall, Taobao 최초로공식계정제휴파트너
•글로벌브랜드다수참여
•방송노하우와급높은출연진(왕홍포함), 전문적콘텐츠로운영
•제품홍보에서부터판매까지토털솔루션제공

http://www.mamonde.com/cn/zh/main.html


[ 생방송당일1000만명에게제품인지강화는물론즉각적인판매유도까지]

| 진행사례

프로그램주제:누가판매왕이될까
생방송시간:2017년8월11일20:00
플랫폼:타오바오생방송,티엔마오생방송,PGC+UGC공동보급
시청량:1000만돌파/누적댓글수:500만이상달성/네티즌좋아요수:4,000만이상초과
참여기업

# 성공사례.1 / 谁是带货王



[ 1회상품장바구니55,000개/ 브랜드온라인몰팔로우70,00명/ 판매건수 : 46,000건 ]

| 진행사례

일자 주제
인터렉션

총시청자수 총댓글수 총좋아요수

11月1日 新机素颜养成术 123.6万 219,731 199,378

11月2日 最强国货攻略 106.73万 268,450 462,925

11月3日 神器换脸术 168.45万 579,405 716,077

중국광군제특집생방송프로그램으로타오바오공식계정에서추천한생방송
3일연속으로진행된생방송프로그램
미려초가인공식계정,웨이보,웨이신전체발송,연예인웨이보웨이신홍보,안후이위성15초TVC등

# 성공사례.2 / 美丽挑战团

http://www.mamonde.com/cn/zh/main.html


[ 2018년5월국내립스틱브랜드3종Sold Out]

| 진행사례–국내브랜드진행사례

2018년5월17일9시부터11시까지약2시간동안진행
5.20 고백데이를컨셉으로총10개의제품소개
유명뷰티아티스트마루이(马锐) 참여
스창칭(史长青), 청무쉔(程慕轩) 셀럽참여
3명의타오바오왕홍패널출연
제품의활용법, 구매유발등다양한판촉행사진행
약54만명시청 | 생방송중제품클릭10% 육박(40,032건)



[ 제품소개, 시연, 이벤트로장바구니구매유도등다양한세일즈마케팅진행]

| 상품안내

PPL 진행 브랜드단독진행 주요시즌(非단독)

구두홍보 20회 6회

제품링크 6회 2회

혜택소개 10회 5회

팔로우유도 30회 10회

장바구니유도 15회 5회

노출시간 60분 15분

기타 안휘방송TVC1회 안휘방송TVC1회

가격
300,000위안

(약 54,000,000원)
150,000위안

(약27,000,000원)

브랜드경품추첨브랜드팔로우카드발송(중간)브랜드팔로우카드발송(측면)

추천제품카드발송 상품구매링크카드발송 게임상호활동

노출방법노출상품

환율: 180 적용



중국최대뷰티프로그램–나는미인이다( )

중국호남TV방송에서방영되는중국최대미용/패션프로그램
2010년1월부터4년연속중국최고인기프로그램선정

호남방송망고TV, 아이치이, 요쿠투도우, 소후등공식채널보유
평균시청률: 전국0.1% / 전국시청자1,200만명

중국내최고MC 및뷰티아트스트, 셀럽출연

| 채널소개–나는미인이다



•타오바오생방송1위왕홍웨이야(微娅) 제휴
•매월1회진행되는나는미인이다Beauty Day(美丽节）
•38회진행 / 150개브랜드참여/ 매회평균40만view 기록
•타오바오판매왕홍4명동시생방송진행

중국최대뷰티프로그램과타오바오1위왕홍의만남, 나는미인이다생방송
나는미인이다+ 타오바오왕홍+ 타오바오왕홍(웨이야薇娅)

| 채널소개–온라인생방송채널



생방송플랫폼:타오바오생방송,티엔마오생방송,PGC+UGC공동보급
생방송시간:2017년9월10일19:00
생방송협력왕홍:薇娅,祖艾妈,大英子LOVE,KS露哥,曹米娅
생방송결과:시청자수231.3만명(총5시간진행)/120,194건판매 (1000만위안이상매출)
생방송진행브랜드:Dyson,EsteeLauder, Maybelline,Clinique,등총16개브랜드

# 성공사례.1 / 2017년9월Beauty Day

시청자수231.3만명(총5시간진행) / 120,194건판매 (1000만위안이상매출)

| 진행사례



생방송플랫폼:타오바오생방송,티엔마오생방송,PGC+UGC공동보급
생방송시간:2017년10월11일19:00
생방송협력왕홍:薇娅,祖艾妈,楚菲楚然,DEMI,HEIKA-Z
생방송결과:시청자수540만명(총4시간진행)/150,000건판매 (870만위안이상매출)
생방송진행브랜드:Physiogel,hairmax,美康粉黛,AMY,小蜜坊등총18개브랜드

# 성공사례.2 / 2017년10월Beauty Day

| 진행사례

시청자수540만명(총4시간진행) / 150,000건판매 (870만위안이상매출)



구성형태 나는미인이다PGC 생방송+ 타오바오왕홍UGX 생방송+ 웨이야(薇娅)타오바오생방송

진행브랜드 20-30개 20-30개 상황별상이

진행시간 약5-7분(총방송시간: 4시간) 약5분 약3분

진행제품 1개(최대2개)

진행방식 제품특징및셀링포인트를기준으로나는미인이다제작팀에서시나리오기획

진행가격 링크당 12만위안(약21,600,000원) | 생방송왕홍(5명) 판매수수료별도(5~35%)

참고사항 진행컨셉에맞춰나는미인이다측에서진행가능제품선정

노출상품

환율: 180 적용

나는미인이다PGC 생방송+ 타오바오왕홍UGX 생방송+ 웨이야(薇娅) 타오바오생방송

| 상품안내



| Summary

매체 미려초가인 나는미인이다

형식 온라인생방송+ 세일즈 온라인생방송+ 세일즈

송출채널 미려초가인Taobao(Tmall) 온라인생방송 나는미인이다Taobao(Tmall) 온라인생방송

송출분량 60분(단독) 약5~7분

노출제품 1개브랜드제품최대6개 구좌수20~30개중1개제품

출연진 유명MC + 준셀럽+ 타오바오왕홍 유명MC + 준셀럽+ 타오바오왕홍

가격 30만위안(약 54,000,000원) 12만위안(약21,600,000원) 

Sales Broad Marketing

* VAT 별도



| 추가마케팅(별도비용)

Boom-up을위한다양한마케팅툴협의진행

노출강화

1. 인플루언서활용
웨이보, 위챗파워계정
샤홍수파워계정
서포터즈(체험단운영)

2.  온라인커뮤니티
뷰티온라인커뮤니티노출
커뮤니티내달인급대상홍보
매체대상광고상품집행

3. 온라인바이럴
온라인뉴스, BBS 
브랜드노출+ 신뢰강화
바이두검색대응강화

1. DSP
연령, 성별, 관심사대상타겟노출
광디엔통, 펀스통, 바이두네트워크등

2. 리타겟팅
키워드검색고객대상홍보
목적키워드를중심으로노출
배너,  GIF 형태로노출

타겟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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