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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Group For Greater China



엠플러스아시아의 신념은 가능성보다 실현 가능성에 목표를 두고
무모한 도전보다 전략적 선택에 집중하고 과장된 데이터보다 현실적 메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Business Infra

중국북경지사

北京市朝阳区望京西园合生麒麟社1号楼

중국컨설팅및유통사업지원
화북, 화남지역중심유통

중국상해지사

上海冠生园路227号2号楼底楼

대중국마케팅사업지원
콘텐츠제작및유통, 마케팅지원

중국서부사무소

서안소재/ 섬서위성방송협력사업
중국마케팅및컨설팅사업지원
중국서북지역유통사업

동남아지사

캄보디아지사
Preah MonivongBlvd (93), Phnom Penh

미얀마지사
AAA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엠플러스아시아는중화권을중심으로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를 제공합니다



History

2006년부터 중국진출지원컨설팅및대중미디어마케팅을시작으로

2013년 국내 법인 설립과 함께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로 변모

2006 ~ 2008 2009 ~ 2011 2012 ~ 2013



History

2014 2015 2016

2014년부터대중국진출을위한전략컨설팅을포함한 IMC마케팅활동을강화하여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로 명성 확보



History

2017

마케팅, 컨설팅, 유통사업을포괄하는완성형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로 리 포지셔닝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 

China IMC marketing

ATL to BTL 

New Sales Channels 

On-Off Area 

기업 컨설팅, 마케팅 전략수립부터 유통 채널까지
10년의 경험과 100개가 넘는 클라이언트를 넘어
늘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Branding & Sales

Advance to M&A

What we do?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 

우선 심도 있는 논의를 먼저
대행사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함께 뛰고 싶습니다

MplusAsia’sPartnership

· 시장및고객분석
· 전체적인마케팅컨셉확정
· 명확한KPI 확립
· 매체운영방향설정

·핵심메시지구축
·홍보미디어선정및구축
· 소통채널제공(SNS, 홈페이지)
· 운영방안확립(예산과일정)

마케팅전략수립 매체선정및채널확정 마케팅+ 

·채널운영대행
·콘텐츠개발
·각종이벤트및프로모션수행
·정기적결과보고+ 

클라이언트협의 판매채널확대



우리는 늘 7개 분야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rend, Device, Communication Channel, Media, Contents, Target Group + Cooperation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소비세력과트랜드의핵심주체는여성이다
#.2 모바일디바이스가중심이다(한국보다앞선중국)
#.3 검색채널은SNS(웨이보, 위챗등) 그다음은온라인마켓그다음이Baidu?
#.4 개인미디어활용과커뮤니티공략은이제필수
#.5 정보보다메시지로전달해야한다
#.6 신흥소비세력을공략하자
#.7 심한경쟁속우호세력을적극적으로만들자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 

Marketing Insights 7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 

중국 Mass Media 홍보 효과에 대한 의견 분분
국내 유일 통신사 서비스 CCTV 뉴스에 보도 송출
국내 최초 중국 제품 국내 드라마 PPL유치
국내 유일 중국 대표 뷰티 매체 한국특집 유치
전략적 접근으로 해결하겠습니다

Marketing Area -ATL

제안서 다운로드

뉴스기획보도
특집프로그램유치
CCTV, BTV, 섬서방송등

4대글로벌뷰티매체
항공/ 기내지

코스모폴리탄, 남방항공등

도로, 교통시설
영화관

공항옥외광고, 버스광고등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 

무엇보다 메시지의 역할이 중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구매명분을 만들어야
실제 소비자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arketing Area - BTL

구매명분집중

트랜드키워드에집중
소비자구매명분에집중
시즌별쇼핑이슈에집중

파워유저, 우호세력

왕홍, KOL, 파워SNS 유저강화
전문가그룹공략

브랜드서포터즈역할중요

1st Class 공략

SNS, 오픈마켓채널운영
분야별핵심커뮤니티공략
분야별핵심APP 공략

콘텐츠강화

모바일디바이스집중
영상콘텐츠강화
프로모션이슈화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 

T-mall, Taobao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무모한 전투
G마켓 보다 큰 온라인 상점 무수히 존재
품질이 우수한 메이드 인 코리아를 기다립니다

MplusAsia’sDistribution

# 2017년7월현지대형폐쇄몰MD 인터뷰중



Greater China Marketing Channe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전문가 포럼 운영
금융기관, 대학, 정부기관 대상 컨설팅 경험 보유
시장 진출, 법인 설립 및 운영, 기업M&A 등 성공사례 보유
중국 사업 현지화가 답입니다

MplusAsia’sConsulting
주요정부기관및투자기관
-금융기관 : 국민연금, 삼성증권, 미래에셋, IBK투자증권등
-교육기관 : 성균관대학교, 한국외대, 숙명여대, 용인대등
-정부기관 : 한국무역협회, KOTRA,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

대중국진출컨설팅수행
-春晖资本投资Vernal International Capital한국투자컨설팅
-대한민국보건복지부& 차병원그룹중국진출컨설팅
-신성ENG중국사업강화컨설팅



History

# 엠플러스아시아의 전략적 선택에 국내 많은 기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No.1 Marketing Group For Greater China



Reference

# 방송매체및온라인미디어통합프로모션

2016 KT Egg 중국CCTV 뉴스송출

2013중국섬서위성방송 신년특집위성생중계유치

2014중국호남위성방송<나는미인이다> PPL 공식대행

중국호남위성방송뷰티프로그램‘나는미인이다한국특집’  + 코스모폴리탄 차이나등중국4대글로벌뷰티 매거진

클레어스코리아신제품발표미디어데이참여및영상프로모션



Reference

# 중국뷰티방송프로그램홍보진행

미려초가인방송PPL 진행–‘아모레퍼시픽오설록과 뷰티디바이스메이크온’

아모레퍼시픽오설록

아모레퍼시픽메이크온



Reference

# 중국뷰티방송프로그램홍보진행

나는미인이다방송PPL 진행- 휴젤파마(니들아이패치) 



Reference

# 국내영화, 드라마PPL 유치(중국기업최초유치)

SBS 닥터이방인, 너희들은포위됐다, 엽기적인두번째그녀등PPL 유치–GM China, RIO(중국음료), 치아오스수이(중국마스크팩), 코오롱스포츠등



Reference

# 중국뷰티/패션매체(글로벌매거진)

2012중국BAZAAR 서울탐방취재특별기획

2014중국COSMOPOLITAN Beauty Bible 한국특집유치

2012중국상해타임즈한국탐방기획특별부록유치

2015 중국남방항공기내지및VIP 잡지기획기사유치



Reference

# SNS  운영대행

클레어스코리아, NATURE REPUBLIC, GS SHOP, KT, 서울특별시(프로모션), 셀피움, 오르컴퍼니, NS리테일, TS샴푸, 롯데L-POINT,   아모레퍼시픽메이크온, MSCO, 헤네스, 샤라샤라, 코오롱FnC등



Reference

# 왕홍, KOL 등개인미디어를활용한프로모션

제품발표회를중심으로개인미디어에서글로벌매거진까지–제이에스티나사례(모델/왕홍, 웨이보/위쳇SNS, 코스모폴리탄, BAZAAR )



Reference

# 왕홍, KOL 등개인미디어를활용한프로모션

SNS, 영상, 이벤트그리고사후바이럴까지통합마케팅사례–종합IMC마케팅사례(바이럴영상제작, 중국셀럽/왕홍, SNS마케팅, 호남위성방송)



Reference

# 왕홍, KOL 등개인미디어를활용한프로모션

서포터즈, 개인미디어, 왕홍등을통합적으로고려한제품판촉활성화프로모션–면세점프로모션 사례(왕홍, 타오바오생방송, 면세점프로모션, SOLD OUT)



Reference

# 왕홍, KOL 등개인미디어를활용한프로모션

왕홍의 브랜드관련팸투어형태프로모션–LG유니참(생리대브랜드귀애랑, 내몸에순한면)



Reference

# 왕홍, KOL 등개인미디어를활용한프로모션

왕홍의 브랜드관련팸투어형태프로모션–LG 생활건강수려한, 카카오프렌즈, 카린(선글라스) 사례



Reference

# 왕홍, KOL 등개인미디어를활용한프로모션

뷰티아티스트, 왕홍그리고뷰티커뮤니티(PCLADY)를 활용한뷰티프로모션–고세어딕션사례



Reference

# 왕홍, KOL 등개인미디어를활용한프로모션

뷰티아티스트, 왕홍의브랜드팸투어, 생방송 프로모션 -CNP Rx 사례



Reference

# 뷰티아티스트, 왕홍이브랜드제품론칭이벤트참여프로모션

뷰티, 패션전문매거진그라치아와공동으로아이오페브랜드론칭이벤트골든데이즈 프로모션 -아이오페사례



Reference

# 뷰티아티스트와방송매체를활용한프로모션

중국인기뷰티아티스트샤오피(小P) 동영상프로그램<마법수업>한국특집

-NATURE REPUBLIC, THEFACE SHOP 사례

중국유명아티스트Roger & Rococo 브랜딩프로모션

-TONY MOLY 사례



Reference

# 뷰티영상마케팅(뷰티아티스트, 왕홍, KOL 등개인미디어활용)

브랜드를핵심으로하는뷰티영상프로모션–LG 생활건강SUM:37 사례



Reference

# 패션관련스타일링클래스프로모션(재한중국인, 왕홍, KOL 등개인미디어활용)

브랜드를중심으로국내셀럽(정윤기, 티아라은정)과재한중국인초청 프로모션–코오롱Fnc사례



Reference

# 온라인뷰티매체와 셀럽초청프로모션

중국온라인매체와셀럽을섭외, 국내주요행사홍보및바이럴활동– CJ E&M StyleIcon Asia 사례



Reference

# 제품, 시기, 전략에따라온라인영역(매체)홍보는선택적 활동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온라인PR, 파워블로거, 파워웨이보, BBS홍보, 온라인커뮤니티공략순

-신세계백화점, 정관장, KT, NATURE REPUBLIC, 고세 데코르테, 경기관광공사사례



Reference

# 동원F&B, 정관장, GS SHOP, LG 생활건강등70여개기업요우커타겟마케팅수행

-유한킴벌리좋은느낌(생리대), 동원F&B 사례



Reference

-KT EGG, GS-SHOP 요우커APP  사례

# 동원F&B, 정관장, GS SHOP, LG 생활건강등70여개기업요우커타겟마케팅수행



Reference

# 중국현지매장론칭, 상품판촉, 브랜딩까지다양한분야의프로모션진행

CJ 올리브영 중국상해1호점 론칭프로모션 KIA, 대한항공중국현지 미디어마케팅및프로모션

휴롬, 제주미네랄워터 중국현지판촉 프로모션



Reference

# 대학, 기관대상중국마케팅컨설팅진행

한국무역협회, KOTRA, 국내금융기관 교육및 컨설팅 수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전문가포럼(CSF) 운영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청년창업세미나 진행 중국 시안고과그룹부동산투자세미나유치



TEL : 02-6082-9960, 070-7848-6200 / FAX : 02-6082-9966 
e-mail : mplusasia@mplusasia.com
www.mplusas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