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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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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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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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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몰글로벌 운영 대행

Create

Digital Content

Web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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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몰글로벌커머스운영

• 광고집행운영

10년 이상 중국MKTG 경력 팀장 및팀원 + 디지털 전문 중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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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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몰글로벌
운영

티몰글로벌개설및운영
절기에맞는MKTG 집행

오프라인
옥외광고

중국주요도시
랜드마크옥외광고

디지털
매체광고

120여개이상중국주요
매체와직거래협업

콘텐츠
기획/제작

영상, 이미지, 문장등
콘텐츠전문인력풀

검색광고
(SEM)

중국및중화권SEM
전문운영팀직접운영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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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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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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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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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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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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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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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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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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 

중국 온라인 커머스에 빠르고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제시해 드립니다.

티몰글로벌
운영

중국 e-commerce운영

스토어 기획부터 콘텐츠, 물류, CS까지 전면
운영 서비스 제공

ᆞ이커머스 원스톱 운영 서비스 제공

ᆞ기획 및 일상 운영부터 판촉 등 전반적 세일즈 지원

브랜드사의 마케팅 방향 및 니즈를 고려한
맞춤 서비스 제공

고객센터

상품 관리

물류/배송

세금 관리

이벤트 운영

플랫폼 관리

광고집행

마케팅 운영

CRM 관리

AS 관리

브랜드사 소비자
☆스토어 오픈부터 기획, 운영까지 모든 프로세스 대응

주요 판촉절기 마케팅 진행(라이브방송, 광고, 바이럴 등)
※ 사내 스튜디오 운영 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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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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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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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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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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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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19 ~ 2022

브랜드 글로벌 캠페인

ᆞ한국 관광홍보 글로벌 캠페인

ᆞ중국 No.1 영상미디어 iQiyi 外 3종

ᆞ시즌별 홍보영상 정기교차 타겟팅 송출

ᆞ각 매체별 정밀 타겟팅(유저 검색이력 리타겟팅 外)

ᆞ고효율 View 단가 집행

VIDEO    iQiyi, Douyin, Tencent, Tout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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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글로벌 매체 : Youtube, Facebook, TTD

타겟국가
ᆞ중화권 : 중국/홍콩/대만, 일본

ᆞ동남아 :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ᆞ아중동 : 인도, UAE

ᆞ구미주 :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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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19

브랜드 글로벌 캠페인

ᆞ서울 관광홍보 글로벌 캠페인

ᆞ중국 No.1 영상미디어 iQiyi 外 1종

ᆞ글로벌 영상소재를 활용, 공식사이트 유입 유도

ᆞ각 매체별 정밀 타겟팅(유저 검색이력 리타겟팅 外)

VIDEO    iQiyi, Tout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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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2018 ~ 2019

브랜드 런칭 홍보캠페인

ᆞ면세점 런칭 홍보캠페인

ᆞ중국 No.1 영상미디어 iQiyi 

ᆞ브랜드 TVC 영상 정기교차 타겟팅 송출

ᆞ유저행위 기반 광고노출(바이두 검색이력 리타겟팅)

VIDEO    iQi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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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2018

신규매장 오픈 홍보캠페인

ᆞ홍콩 브랜드 매장 오픈 홍보캠페인

ᆞ중국 No.1 영상 미디어 iQiyi 영상광고

ᆞ광고를 통한 브랜드 SNS채널 유입 → 브랜드 소식 홍보

ᆞ유저행위 기반 광고노출(바이두 검색이력 리타겟팅)

VIDEO    iQi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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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면세점

2016

브랜드 런칭 홍보캠페인

ᆞ면세점 런칭 홍보캠페인

ᆞ중국 No.1 영상미디어 iQiyi 外 1종

ᆞ총 4편 시리즈 웹드라마 정기교차 타겟팅 송출(PC, Mo, TV)

ᆞ유저행위 기반 광고노출(바이두 검색이력 리타겟팅)

VIDEO    iQiyi, You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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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면세점

2016

방한 성수기 캠페인

ᆞ방한 요우커 성수기 시즌 홍보캠페인

ᆞ중국 No.1 OTA 미디어 Ctrip 外 1종

ᆞ브랜드 혜택 페이지 유입 → 방한시 방문유도

ᆞ각 매체별 메인 및 주요 타겟지면 이미지 광고

OTA    Ctrip, Qu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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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19 ~ 2021

브랜드 글로벌 캠페인

ᆞ한국 관광홍보 글로벌 캠페인

ᆞ중국 대표 OTA 미디어 Tongcheng 外 1종

ᆞ총 2개 브랜드 소재 정기교차 타겟지면 노출

ᆞ각 매체별 해외(한국)여행 타겟지면 이미지 광고

OTA    Tongcheng, Qiong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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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19 ~ 2022

브랜드 글로벌 캠페인

ᆞ한국 관광홍보 글로벌 캠페인

ᆞ중국 대표 ADX 플랫폼 텐센트, 바이트댄스

ᆞ총 2개 브랜드 소재 정기교차 정밀타겟팅 노출

ᆞ각 매체별 정밀타겟팅(데모, 관심사, 유저행위, 키워드 등)

Network DA    Tencent GDT, Toutiao A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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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패션, 부산관광협회

2017 ~ 2018

정밀타겟팅 네트워크 DA

삼성패션

ᆞ現한국 체류 중인 해외여행객 타겟(영어, 중화권)

ᆞGDN 하이퍼 로컬타겟팅(오프라인 매장 반경설정)

부산관광협회

ᆞ중국 內 고관심 타겟대상 지역 방한유도

ᆞ데모, 관심사, 키워드 등 타겟팅 설정

Network DA    GDN, Baidu 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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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19 ~ 2022

브랜드 글로벌 캠페인

ᆞ한국 관광홍보 글로벌 캠페인

ᆞ중국 No.1 여행후기 커뮤니티 마펑워

ᆞ마펑워 內 브랜드 전용 H5 캠페인페이지 구축

ᆞ캠페인페이지 유입지원 매체 타겟지면 광고 병행

Community    Mafeng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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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2019

성수기 브랜딩 캠페인

ᆞ국경절 방한성수기 브랜딩 캠페인

ᆞ중국 No.1 여행후기 미디어 Mafengwo 제휴

ᆞ브랜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미디어 내 시드콘텐츠 보존

ᆞ왕홍 초청 바이럴 영상제작, H5 브랜드페이지, 광고자원

ᆞ전략적 제휴를 통한 집행단가 측면의 높은 경쟁력 확보

Community    Mafeng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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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2019

연간 매체제휴 캠페인

ᆞ브랜드 콘텐츠 바이럴 홍보

ᆞ중국 No.1 여행후기 미디어 Mafengwo 연간 제휴

ᆞ브랜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미디어 내 시드콘텐츠 보존

ᆞPOI(브랜드페이지), 광고자원, 기타 바이럴 콘텐츠 등

ᆞ전략적 제휴를 통한 집행단가 측면의 높은 경쟁력 확보

Community    Mafeng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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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면세점

2016 ~ 2018

타겟 미디어 광고

ᆞ한국여행 고관심 잠재요우커 미디어 광고

ᆞ대표 한국 관련 커뮤니티 한유망 外 1종

ᆞ메인 및 타겟지면 구좌 연간 바잉 및 정기 업데이트

ᆞ브랜드 전용 페이지 구축 및 콘텐츠 정기 업데이트

ᆞ정기 혜택제공을 통한 매장 방문유도/전환효과

Community    hanyouwang, Fend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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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코리아

2020

타겟 미디어 광고

ᆞ스마트폰 방수필름 제품 B2B 타겟대상 광고

ᆞ대표 IT 종합 커뮤니티 티앤지(Yesky)

ᆞ매체 內 브랜드 PR기사 정기 배포

ᆞ메인 및 타겟 페이지 內 DA광고

ᆞ자사 홈페이지 유입 및 PR기사 노출 확대

Community    Tianjiwang(Y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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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면세점

2016 ~ 2019

검색엔진 마케팅

ᆞ인터넷면세점 유입 확대 및 브랜딩 제고

ᆞ중국 대표 검색엔진 Baidu 外 2종(Sougou, 360)

ᆞ중화권(홍콩, 대만) 검색엔진 병행 집행(Google)

ᆞ일반 키워드광고 및 검색엔진 全영역 브랜드광고 패키지

ᆞ집행효율 최적화를 통한 ROI 제고

(전략키워드 운용, 실시간 운영현황 보고)

SEM    Baidu, Sougou, 360,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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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마케팅

SEM    Baidu

제주신화월드

2019

ᆞ공식 중문 홈페이지 유입 확대 및 브랜딩 제고

ᆞ중국 대표 검색엔진 Baidu 검색광고

ᆞ방한성수기(국경절, 춘절 등) 방한유도 전략키워드 중점 운용

ᆞ집행효율 최적화를 통한 ROI 제고

(전략키워드 운용, 실시간 운영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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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2020 ~ 2022

검색엔진 마케팅

ᆞ브랜드 뉴스페이지 유입 확대 및 브랜딩 제고

ᆞ중국 대표 검색엔진 Baidu 검색광고

ᆞ집행효율 최적화를 통한 ROI 제고

(전략키워드 운용, 실시간 운영현황 보고)

SEM    Bai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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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면세점

2017 ~ 2018

정밀타겟팅 APP Psuh AD

ᆞLBS기반의 정밀타겟팅 광고

ᆞ지역(인천공항, 명동, 강남 등) + 유저 선별 타겟팅

ᆞ現방한 요우커 대상 면세점 쿠폰 발송

ᆞ타겟 접점에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유도

ᆞ정밀타겟팅을 통한 전환효과(오프라인 매장유입)

ETC    APP Push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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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멤버스

2017 ~ 2018

APP 다운로드 활성화

ᆞ롯데멤버십 APP 다운로드 활성화

ᆞ실시간 데이터분석 AD Network 광고

ᆞ정밀타겟팅을 통한 집행단가 최적화(ROI제고)

ᆞ보상형 CPI, APP 다운로드 광고상품

ᆞCPI 단가 최적화 집행(집행 초기대비 440%+ 절감)

ETC    AP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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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2018

브랜드 런칭 홍보캠페인

ᆞ왕홍 라이브 캠페인 ‘쇼핑카트대작전’

ᆞ중국 No.1 라이브 영상미디어 Yizhibo(이즈보)

ᆞ예능 프로그램 양식 게임형 라이브 캠페인 기획/집행

ᆞ면세점에서 펼쳐지는 인기왕홍간 PK 대결구도 연출

ᆞ이즈보 공식계정 팬수 40만 명 증가

ᆞ라이브 뷰수 2.5억 뷰+

Campaign    Yizh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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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X 에스티로더

2019

브랜드 제휴 홍보캠페인

ᆞ브랜드간 제휴 왕홍 라이브 캠페인 ‘달려라 H-BOX’

ᆞ중국 No.1 라이브 영상미디어 Yizhibo(이즈보)

ᆞ예능 프로그램 양식 게임형 라이브 캠페인 기획/집행

ᆞ왕홍과 시청자의 양방향 동시 소통으로 참여활성화 유도

ᆞ라이브 뷰수 4.2억 뷰+

Campaign    Yizh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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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제휴 홍보캠페인

현대백화점면세점 X 로레알

2019

ᆞ브랜드간 제휴 왕홍 라이브 캠페인 ‘파우치를 부탁해’

ᆞ중국 No.1 라이브 영상미디어 Yizhibo(이즈보)

ᆞ왕홍과 로레알 글로벌 수석 아티스트의 라이브 메이크업쇼

ᆞ브랜드 및 왕홍 SNS계정을 통한 사전/사후 홍보 확산

ᆞ라이브 뷰수 1.5억 뷰+

Campaign    Yizh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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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제휴 홍보캠페인

현대백화점면세점 X 아모레퍼시픽

2019

ᆞ브랜드간 제휴 왕홍 라이브 캠페인 ‘비정식뷰티클래스’

ᆞ중국 No.1 라이브 영상미디어 Yizhibo(이즈보)

ᆞ유명 뷰티 왕홍이 알려주는 아모레 제품소개와 뷰티팁

ᆞ브랜드 및 왕홍 SNS계정을 통한 사전/사후 홍보 확산

ᆞ라이브 뷰수 1.2억 뷰+

Campaign    Yizh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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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면세점

2016 ~ 2019

온라인 PR

ᆞ온라인 유가기사 PR

ᆞ중국 대표 온라인 뉴스미디어 선정 배포

ᆞ시즌별 온라인 대중 PR (브랜드 이슈, 성수기)

ᆞ기사작성, 미디어 섭외 및 배포, 배포결과 수집

ᆞ기간 내 총 2,750편 배포

PR    Local News Media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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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2019

KOL 리뷰 바이럴

ᆞ여행 KOL 콘텐츠 바이럴 홍보

ᆞ중국 No.1 여행후기 미디어 Mafengwo

ᆞ각 테마별 KOL 방한 취재/제작/배포(친구여행, 가족여행)

ᆞ여행후기 콘텐츠 내 네이티브형 브랜드 PPL 노출

ᆞ유명 여행 KOL 고퀄리티 후기 콘텐츠 영구보존, 지속노출

Viral    여행 KOL Review(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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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톤 코리아

2021

KOL 리뷰 바이럴

ᆞ뷰티 KOL 콘텐츠 바이럴 홍보

ᆞ중국 No.1 소비자 리뷰 커뮤니티 Xiaohongshu

ᆞ재한 중국인 KOL 콘텐츠 제작 및 배포

ᆞVlog 콘텐츠 내 네이티브 형식의 브랜드 제품 노출

Viral    뷰티 KOL Review(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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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2019

소비자 네이티브 바이럴

ᆞ소비자보이스형 네이티브 바이럴 홍보

ᆞ중국 No.1 SNS 미디어 Weibo

ᆞ중국 No.1 소비자 리뷰 커뮤니티 Xiaohongshu

ᆞ재중/재한 중국인 에디터 콘텐츠 작성 및 배포

Viral    SNS User Review(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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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2018 ~ 2020

ᆞ중국 SNS 全채널 운영대행

ᆞ중국 대표 SNS미디어 2종(웨이보, 위챗)

ᆞ월평균 80개+ 콘텐츠 기획/제작/발행

ᆞ웨이보 계정개설 1년 기준 76만 팔로워 달성(現 104만)

ᆞ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부문 대상 수상(한국인터넷소통협회)

Operation    SNS(Weibo, Wechat)

브랜드 SNS 운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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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SNS(Weibo, Wechat)

중국 삼성전자, 신라면세점, 에버랜드

ᆞ중국 SNS 全채널 운영대행

(계정개설, 콘텐츠 기획/제작/배포, 이벤트, CS 등)

ᆞ브랜드 공식 계정 운영가이드 기획, 제작

ᆞ중국 대표 SNS미디어 2종(웨이보, 위챗)

ᆞ중국 삼성전자, 신라면세점, 에버랜드

브랜드 SNS 운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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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2019 ~ 2020

브랜드 영상제작

ᆞ브랜드 정기 단편영상 기획, 제작

ᆞ시즌별 브랜드 이슈에 맞춰 영상제작, 브랜딩

ᆞ각종 온/오프라인 미디어 배포

(자사 SNS, 영상미디어, 매장 내외부 LED 등)

Production    Branded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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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톤코리아

2021~2022

브랜드 커머스 운영

ᆞ브랜드몰 개설 및 전체 운영 진행

ᆞ제품 및 프로모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ᆞ내부 라이브 방송 진행 (사내 스튜디오 운영 中)

E-Commerce    TMALL Global 운영

52



Platform    Web site

메디힐

2017 ~ 2018

웹사이트 구축,운영

ᆞ브랜드 중문 웹사이트 기획, 구축 및 운영

ᆞ멤버십 포인트 적립, CS 고도화 시스템 개발

ᆞ全제품 및 이벤트 콘텐츠 기획, 제작

ᆞ브랜드 웹사이트 및 이커머스 디자인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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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삼성전자

2013 ~2016

웹사이트 구축, 운영

Platform    Web site

ᆞ브랜드 중문 웹사이트 기획, 구축 및 운영

ᆞ고퀄리티 콘텐츠 제작을 위한 포토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ᆞ연간 150개+ 제품 콘텐츠 자체 제작(촬영, 기획, 제작)

ᆞ회원 SSO 적용 및 이커머스 연계 개발지원

ᆞChina Golden Mouse 최고 기업사이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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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빈폴, 코오롱스포츠

2010 ~ 2013

웹사이트 구축,운영

ᆞ브랜드 중문 웹사이트 기획, 구축 및 운영

ᆞ온/오프라인 회원(POS) 및 본사 정보시스템 연계

ᆞChina Golden Mouse 최고 기업사이트상 수상

(현대자동차 2012, 빈폴 2010)

Platform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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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삼성전자

ᆞ삼성전자 이커머스 구축 및 운영(Back office 포함)

ᆞ삼성 브랜드관 및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ᆞTmall, JD, Suning, Gome 브랜드관 입점 및 운영

이커머스 구축,운영

Platform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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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공식대행사

ᆞ3년 연속 텐센트 공식 대행사 자격 유지

ᆞ텐센트 계열 全광고상품 취급(GDT, 비디오, 위챗 등)

ᆞ광고운영팀 內 텐센트 광고마케팅 자격증 보유인력 상주

Tencent Official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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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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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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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 Phone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3, 5, 8층

china@Incross.com

02.3475.2753

:

:

2호선

3번 출구

서울대입구역 사당역낙성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