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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크고, 사람 많은 중국.

이전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곳에는 기회와 성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불안과 실패도 있습니다

地大人多



기회와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국.

누군가는 기회를 향한 한걸음을

누군가는 불안에 따른 망설임을

그러나 이전부터 늘 그래왔듯이

두가지는 항상 공존해왔습니다



지금, 한걸음

기회와 성공을 향한 한걸음.

불안을 넘어설 용기

성공을 향한 한걸음

그리고, 

인크로스의 경험과 전문성



함께, 파트너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

최적의 결과물을 함께 창출하는 파트너

지속적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Seriously, INCROSS

Why So Serious?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거듭하며,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Seriously, INCROSS



INCROSS China Biz.



INCROSS China Biz.

인크로스 중국사업팀은 중국 통합 디지털마케팅을 위한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ink

Market Research

MKTG Strategy

중국 분야별 마켓 리서치 및 컨설팅,
중국 디지털 마케팅 전 분야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기획 및 솔루션 제안

Operate

Digital AD

Campaign

중국 약 120여개 미디어 직거래 협업
직접 광고관리 및 운영의 ROI 최적화
브랜드 디지털 캠페인 기획/제작/실행

Create

Digital Content

Web Platform

Branded Video, SNS, Viral, PR 등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브랜드 공식 웹사이트, 웹페이지제작



Organization

중국 디지털마케팅 각 분야별 국내외 전문 마케팅 우수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hina Biz.
Team

Planning Div.

• 플랫폼/컨텐츠기획

• 플랫폼/광고집행분석

Creative Div.

• 컨텐츠제작(동영상포함)

• 카피라이팅& 디자인

Media Div.

• 미디어제안

• 미디어제휴& 바잉

Operation Div.

• 플랫폼운영 (SNS, 웹사이트)

• 광고집행운영

10년이상중국MKTG 경력팀장및팀원+ 디지털전문중국인력



Our Service

리서치부터 광고집행은 물론, 플랫폼 운영 및 제작까지 중국 모든 디지털의 접점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SNS
채널운영

중국인전문에디터
현지트렌드반영운영

왕홍
캠페인

인플루언서섭외/기획
Live 및바이럴진행

바이럴
PR

재한/중중국인체험단,
뉴스미디어PR 배포등

플랫폼
제작/운영

중국향공식웹사이트
캠페인페이지등제작

리서치/컨설팅
MKTG전략

시장리서치및컨설팅
맞춤형MKTG 전략설계

오프라인
옥외광고

중국주요도시
랜드마크옥외광고

디지털
매체광고

120여개이상중국주요
매체와직거래협업

콘텐츠
기획/제작

영상, 이미지, 문장등
콘텐츠전문인력풀

검색광고
(SEM)

중국및중화권SEM
전문운영팀직접운영

AD



Digital AD

120여 개 이상의 중국 주요 매체와의 직거래 협업을 통한 광고 ROI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매체광고

디지털 매체광고

더우인, 이즈보, 마펑워, 샤홍슈 등 매체와 광고주 간의
광고상품 제휴를 통한 캠페인성 맞춤형 광고상품 기획

ᆞ매체 제휴 맞춤형 광고

☆주요 매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직거래를 통한
광고단가 협의와 집행상의 ROI 최적화 강점

ᆞ광고상품/지면 바잉 광고

아이치이, 텐센트비디오, 씨트립, 웨이보, 위챗 등 매체사
주요 광고상품/지면을 경쟁력있는 단가로 바잉/집행

ᆞ프로그래매틱 광고

텐센트 광디엔통, 토티아오, 바이두 DSP 등 타겟팅
네트워크 광고 플랫폼의 당사 전문인력 직접 운영



Content Production

영상, 이미지, 카피라이팅 등 모든 양식의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Poo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제작

디지털 콘텐츠

브랜딩 제고 목적의 브랜디드 콘텐츠 기획/제작
영상, 이미지, 문장 등 모든 양식의 콘텐츠 대응 가능

ᆞ브랜디드 콘텐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인력 Pool 보유
영상 전문가, 네이티브 카피라이터 및 디자이너

ᆞ브랜드 캠페인 소재

캠페인 목적 및 전략에 따른 캠페인 소재 제작
캠페인페이지, 카피라이팅 등 전체 캠페인 구성요소

ᆞ기타 광고 콘텐츠 및 소재

다양한 매체별 광고 소재 가이드에 맞춰 기획/제작
이미지형 광고 배너, 스토리형 광고 콘텐츠 등



검색광고
(SEM)

SEM

중화권 검색광고 운영팀의 전문적인 관리와 노하우로 광고 퍼포먼스 제고를 실현합니다.

검색광고

중국 TOP4 검색엔진(바이두, 소고, 360, 션마)
전문운영팀 직접 운영의 신속/정확한 진단 및 운영

ᆞSEM 전문운영팀 직접 운영

☆운영진의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 성과를 보유
SEM과 같은 퍼포먼스 광고 측면에서의 강점

ᆞ광고 효율/퍼포먼스 제고 운영지원

중국 주요절기, 방한량 등의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운영
개별 키워드 및 그룹간 효율성 비교/분석, 정기 솔루션 제시

ᆞ풍부한 운영경험 및 성과

중국 삼성전자, 빈폴, 국내 다수 면세점 및 테마파크 등
풍부한 운영경험 및 성과를 보유

검색광고
(SEM)



SNS

로컬 트렌드를 반영, 원어민 콘텐츠 전문 작가/디자이너로 구성된 전담팀을 배치 운영합니다.

SNS
채널운영

SNS 운영대행

웨이보, 위챗, 샤홍슈 등 중화권 모든 SNS 채널 가능
계정개설/기획/제작/CS/광고 등 운영관리 일체 대응

ᆞFull Package 서비스

☆원어민 전문인력 전담 배치로 로컬화에 포커싱
현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활성화 강점

ᆞ로컬화 기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SNS 마케팅 전문 원어민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 보유
브랜드별 기획자, 작가, 디자이너 담당 배치 운영

ᆞ풍부한 운영경험 및 성과

중국 삼성전자, 삼성갤럭시, 국내 다수 면세점 및 테마파크,
한류 엔터테인먼트 등 풍부한 운영경험 및 성과를 보유



Influencer MKTG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 Pool 보유, 다양한 마케팅 활용 경험과 우수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왕홍
캠페인

왕홍 마케팅

왕홍을 활용한 대규모 시즌 브랜드 캠페인 기획/진행
스팟성 브랜드 이슈 붐업용 바이럴 콘텐츠 제작

ᆞ바이럴 부터 빅캠페인까지

☆다양한 분야와 Lv.(급)의 왕홍 Pool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의 성공사례

ᆞ다양한 왕홍 Pool 보유

브랜드/제품 성향에 맞는 분야의 다수 왕홍 Pool 확보
상황별 광고주 예산 및 목적에 맞춰 기획, 대응 가능

ᆞ다수 경험과 성공사례

타사와 구분되는 콘텐츠 기획(단순 라이브, 포스팅 지양)
매체(타겟 왕홍) + 콘텐츠(차별화 기획)의 시너지 효과



Viral  l PR

중국인 체험단, 네이티브 바이럴, 뉴스 PR 기획/작성/배포의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이럴
PR

바이럴 ㅣ PR

재중 및 재한 중국인(방문체험가능) 체험단 Pool
웨이보, 샤홍슈 등 소셜 채널 내 콘텐츠 배포

ᆞ중국인 체험단

☆네이티브 바이럴 부터 대중 PR까지 원스탑 진행
로컬 온라인 내 브랜드 시드콘텐츠 생성, 누적

ᆞ네이티브 바이럴

Q&A 커뮤니티(지식인) 내 VOC(소비자보이스) 형태의
네이티브 바이럴 콘텐츠 기획/제작/배포 및 사후관리

ᆞ뉴스 매체 PR

중국 주요 온라인 뉴스 매체 내 브랜드 PR기사 배포
번역/매체선정/배포/모니터링의 원스탑 서비스



Building Platform

브랜드 공식 중문 웹사이트, H5 캠페인페이지 전문 제작 및 운영을 대행합니다.

플랫폼
제작/운영

플랫폼 제작, 운영대행

중문 웹플랫폼 신규 기획, 구축 및 리뉴얼 제작
중국 네트워크 및 사용자 환경, SE 등 고려한 최적화 진행

ᆞ플랫폼 제작

☆10년 이상의 중국 플랫폼 기획/운영 전문인력
다양한 로컬 네트워크 및 웹환경 최적화 대응

ᆞ플랫폼 운영대행

공식 홈페이지, 캠페인페이지, 커뮤니티 등 브랜드 마케팅
플랫폼 운영대행(콘텐츠 제작, 포스팅, CS, 이벤트 등)

ᆞ캠페인페이지 제작

브랜드 이슈성 캠페인 페이지 기획/제작/집행관리
별도 H5페이지, 위챗 미니프로그램, H5게임/이벤트 등



Research  l Consulting

중국 현지 마켓 현황에 대한 리서치 및 광고주 맞춤형 MKTG 전략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리서치, 컨설팅
MKTG전략

MKTG 전략 컨설팅

광고주 브랜드/제품 분야에 대한 로컬 현황의 진단
시장, 타겟, 경쟁사 현황의 심층분석 및 전망 예측

ᆞ마켓 리서치, 컨설팅

☆디지털 전방위적인 중장기 마케팅 전략 제안
China Total Digital MKTG with INCROSS

ᆞ중국 MKTG 전략 기획

마켓 진단결과와 광고주의 목표, 브랜드/제품의 분석을
통한 맞춤형 중국 MKTG 전략의 제안



오프라인
옥외광고

AD

Outdoor Billboard

중국 전역의 주요 랜드마크 스팟에 각종 유형별 옥외광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중국 1선 도시 및 대도시 내 옥외광고 Spot 보유
북경, 상해, 광저우, 심천, 충칭 등 도시 내 랜드마크 지점

ᆞ랜드마크 옥외광고

☆랜드마크 지역 내 상징성 브랜딩 옥외광고 및
별도 타겟 지역 내 광고자원의 전략적 활용 가능

ᆞ공공시설물 옥외광고

북경 수도공항, 상해 홍차오공항 등 대도시 국제공항,
대도시 지하철 역 내 옥외광고 다수 Spot 보유

ᆞ교통시설 옥외광고

중국 대도시 내 지하철, 버스 핵심 노선을 중심으로
랩핑, LED 등 다수 광고 Spot 



Clients

국내 대기업, 관공서 등 다양한 업종 및 분야의 중국 디지털 마케팅 집행이력이 풍부합니다. 



Partners

120여 개 이상의 중국 주요 미디어와 직거래 협업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China Digital MKTG



온라인 접속 디바이스 현황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이용현황은 99.1%까지 상승, 반면 데스크탑 PC는 지속 감소 추세 (Mobile First  Mobile Only)

*Source : CNNIC 44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 (2019.06) 

53.0%

35.8%

97.5%

28.2% 27.1%

48.0%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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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29.8%

46.2%

36.1%

99.1%

33.1%
28.3%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PC

2017.12 2018.12 2019.06



주평균 온라인 이용시간 현황

주평균 온라인 이용시간 27.9시간 (일평균 4시간)

*Source : CNNIC 44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 (2019.06) 

26.5 26.4 26.5 27.0 
27.7 27.6 27.9 

2016.6 2016.12 2017.6 2017.12 2018.6 2018.12 2019.6

[단위 : 시간]



각 분야 APP 이용시간 비중 분포

인스턴트 메시지(위챗, QQ 등) 이용시간 1위, 동영상 APP 이용 활발(아이치이, 더우인 등)

*Source : CNNIC 44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 (2019.06) 

14.5%

13.4%

11.5%

1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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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1%

3.5%

15.6%

인스턴트메시지 동영상 쇼트클립 음악 문학 라디오 SNS 라이브 뉴스 웹툰 기타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0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쇼트클립 인스턴트메시지 SNS 쇼핑 뉴스 음식배달

각 분야 APP 이용시간대 분포

인스턴트 메시지와 SNS는 9~20시까지 꾸준한 이용, 그 외 일반 온라인 유저의 라이프스타일 패턴에 맞춰 상승(점심시간, 퇴근 후, 취침 전)

*Source : CNNIC 44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 (2019.06) 



전체 온라인 유저와 모바일폰 유저 비중

전체 온라인 유저 중 모바일폰 유저의 비중은 지속 증가, 2019년 기준 99.1% (8.47억 명)

*Source : CNNIC 44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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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모바일폰

95.1%
96.3%

97.5% 98.3% 98.6% 99.1%
[단위 : 만 명]



온라인 유저 성별 및 연령별 구성

남성이 4.8% 더 많은 비중(전체인구 성비와 유사),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이용율 꾸준한 증가 추세

*Source : CNNIC 44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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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체 유형별 이용자 규모

동영상, 문학, O2O(음식배달, 택시), 쇼핑 및 페이(Payment) 분야의 성장세가 돋보임

*Source : CNNIC 44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 (2019.06) 

구분 2017.12 2018.12 2019.6 ‘19년 사용율 ‘17년 대비 증가율

인스턴트 메시지 72,023 79,172 82,470 96.5% 14.5%

검색엔진 63,956 68,132 69,470 81.3% 8.6%

신문 64,689 67,473 68,587 80.3% 6.0%

동영상 57,892 72,486 75,877 88.8% 31.1%

라이브 42,209 39,676 43,322 50.7% 2.6%

쇼핑 53,332 61,011 63,882 74.8% 19.8%

페이(지불) 53,110 60,040 63,305 74.1% 19.2%

음악 54,809 57,560 60,789 71.1% 10.9%

게임 44,161 48,384 49,356 57.8% 11.8%

문학 37,774 43,201 45,454 53.2% 20.3%

여행예약 37,578 41,001 41,815 48.9% 11.3%

음식배달 34,338 40,601 42,118 49.3% 22.7%

택시예약 28,651 32,988 33,658 39.4% 17.5%

* 동영상 : 2018년 이후부터 쇼트클립 영역 포함
* 라이브 : 2017년 큰 폭 성장(2016년 대비 22.6% 성장)



INCROSS China MKTG Monthly Report

인크로스에서는 중국시장 및 마케팅 관련소식에 대한 리포트를 월단위로 발행,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china@incross.com 또는 (02)3475-2753 으로 요청주시면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Contact US

· E-Mail 

· Phone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3, 5, 8층

china@Incross.com

02.3475.2753

:

:

2호선

3번 출구

서울대입구역 사당역낙성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