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통 마케팅 제안서 

여러분의 성공을 향한 큰 실행을 함께합니다 

온라인 뷰티커머스 미인통 

   –  뷰티커머스, 인플루언서커머스 

뷰티케이블방송 PPL  

   -  뷰티사관학교 

소셜마케팅 

  –  스타 인스타그램, 파워페이스북, 블로그체험단, 배포  

중국마케팅 

  –  중국 온,오프라인마케팅, 미용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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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라인 커머스 

뷰티커머스 미인통 01 

인블루언서 광고 02 



1. 쇼핑몰 판매 미인통 – miintong.com 

뷰티커머스 미인통, 자체 운영을 통한 브랜드 제품 판매 (앱, 모바일. PC호완) 

다함께 저렴하게 구매하는 

미인통 공동구매 
 

미인통은 유명 브랜드 제품

의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미인통은 여러가지 브랜드상

품 뿐만 아니라 트렌드에 맞

는 인기있는 상품들을 제공

합니다 ! 

미인통은 실시간 검색 순위

를 제공함으로서 가장 핫한 

아이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구매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인플루언서 및 사용

자들의  솔직한  후기를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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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루언서광고 

미인통 자체  인플루언서를 모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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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성에 맞는 인플루언서 모집 

판매를 희망하는 제품에 특성에 맞는 인플루언서 
모델을 직접 컨택하여 피부타입, 선호제품스타일 
등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모델을 발굴하여 
진행합니다. 

01 

02 

03 

04 

샘플 테스트  

입점 희망사의 제품샘플을 받아 선택된 인플루언서
들의 테스트 후 최종 판매가 진행됩니다.  

제품 선택 후 모델촬영 진행 

여러 샘플 중 모델에 맞는 제품을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선택하여 모델의 판매의지를 상승시키고, 제
품사용 장면, 사용 후 변화등을 촬영하여 제품판매
를 준비합니다.  

미인통 판매진행  

모델의 촬영컷, 동영상등을 기본으로 미인통에 상
품이 게시되며, 판매가 진행됩니다. 인플루언서들
의 인스타, 페이스북 등의 개인채널에도 등록되어 
판매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인통 자체  인플루언서를 모집 운영 – 진행 예정 인플루언서 

2. 인플루언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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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래머들 사이에  트랜디한 인지도 보유 300만 인스타 팔로워 얼짱으로 유명  

스타 인스타그램 
인지도 높은 인스타그래머를 섭외, 브랜드 인지도 상승 유도 

현재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인스타그래머 약 100여명 섭외 확정 

얼짱 정다윤 모델 바나나 

2. 인플루언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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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인스타그래머 약 100여명 섭외 확정 

2. 인플루언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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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인스타그래머 약 100여명 섭외 확정 

2. 인플루언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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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클래식 실행 사례 

해시태그 - #에센스추천 해시태그 - #왓슨스 해시태그 - #에센스 

2. 인플루언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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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클래식 실행 사례 

2. 인플루언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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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셜 마케팅 

뉴스 배포 04 

정보성 배포 03 

블로그체험단 02 

파워 페이스북 페이지 01 

홍보영상 제작 05 

SNS 채널관리 06 



2. 파워 페이스북 페이지 

파워 페이스북 페이지 
인지도 높은 페이지 섭외, 브랜드 인지도 상승 유도 

뷰티스케치 페이지 뷰티레시피 페이지 

뷰티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 약 20여 섭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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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좋아요 수 

뷰티스케치 644539 

뷰티레시피 530764 

화장의중요성 400918 

뷰티팩토리 376003 

화장의정석 260673 

뷰티정보특공대 145090 

나 예뻐 138763 

훈녀저장소 115917 

여자의 화장은 끝이 없고 남잔 의심을 반복하지 113845 

성형의달인 92914 

여자들의 꿀팁TV 84426 

머리의 중요성 77923 

이쁜아이템 62988 

성형안하고 못생긴 여자 vs 성형하고 예쁜 여자 48599 

미리보는 여행 29473 

화장의 정석 15056 

초간단 1분 화장법 9588 

뷰티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 약 20여 섭외 확정 

2. 파워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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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 콘텐츠 예시 

2. 파워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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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로그 체험단 

1. 직접 체험후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해 User와의 공감대 형성 및 제품 구매유도 
2.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자세한 제품정보를 전달 할 수 있음 

블로그 체험단 
일방문자  1천명 이상 블로그 제품 포스팅 

블로거 약 1,000여명 섭외 확정 

얼짱 정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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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체험단 
일방문자  1천명 이상 블로그 제품 포스팅 

아토클래식 블로그 체험단 활용 사례 

3. 블로그 체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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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성 배포 

정보성 배포 
브랜드의 콘텐츠, 이벤트, 상품 페이지를 제작 후 관련  
커뮤니티에 배포로 브랜드 소식 및 정보를 확산 

페이지 

겟잇뷰티 

뷰티도로시 

여성시대 

나는미녀다 

여우야 

화장발 

꿈녀 

성형외과뒷담화 

뷰티풀걸 

꿈소담이 

지후맘 

뷰티뷰 

뷰티팡 

뷰티파우더룸 

거울아 거울아 

병원을추천하는사람들의모임 병사모 

레이져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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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스 배포 

뉴스 배포 
브랜드 소식 및 이벤트를 뉴스에 배포로 신뢰도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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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배포  
브랜드 소식 및 이벤트를 뉴스에 배포로 신뢰도의 도움 

5. 뉴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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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보 영상 제작 

A 체험 리뷰 영상 
섭외된 모델이 직접 체험을 촬영해 디테일 한 정보 제공 

A. 체험 리뷰 영상 

01. 홍보 제품 컨텍 

02. 홍보 모델 섭외 및 촬영 

03. 홍보 채널 배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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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브랜드 홍보 영상 
특정 아이템, 및 브랜드 콘셉 영상제작  

B. 브랜드 홍보 영상 촬영 과정 

01. 홍보 제품 컨텍 

02. 영상 기획 / 콘티 제작 

02. 홍보 모델 섭외 및 촬영 

03. 홍보 채널 배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6.  홍보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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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식 SNS 채널 관리 

공식 페이스북 콘텐츠 운영 관리 
좋아요 목표치 확보 / User와 소통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산 

기획 
의도 

뷰티 연관 페이스북 유저 
페이지 노출 

세부 
내용 

STEP 
01 

연관 인스타그램 유저 확보 

STEP 
02 

주요 콘텐츠 촬영 제작 

STEP 
03 

콘텐츠 배포 

STEP 
04 

좋아요 이벤트 

23 



라제니쏭 공식 페이스북 콘텐츠 실행 사례 

7.  공식 SNS 채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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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에브리바디 공식 페이스북 콘텐츠 실행 사례 

7.  공식 SNS 채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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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에브리바디 공식 페이스북 콘텐츠 실행 사례 

7.  공식 SNS 채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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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스타그램 운용 관리 
좋아요 목표치 확보 / User와 소통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산 

기획 
의도 

뷰티 연관 인스타그램 유저 
좋아요 노출 

세부 
내용 

STEP 
01 

연관 인스타그램 유저 확보 

STEP 
02 

주요 콘텐츠 촬영 제작 

STEP 
03 

콘텐츠 배포 

STEP 
04 

좋아요 이벤트 

7.  공식 SNS 채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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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니쏭 공식 인스타그램 실행 사례 

7.  공식 SNS 채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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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뷰티방송 PPL 

뷰티사관학교 01 



프로그램 개요 

1.  뷰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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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ST + VCR  

시간 

60분, 총12회 

장르 

뷰티예능프로그램 

송출 

C`TIME  
( TV조선대표예능

채널) 

첫방송 

2017. 03. 02 
오후9시 

위기에 빠진 제군들의 스타일을 살릴 뷰티사관학교가 설립된다 



프로그램 파급력 

1.  뷰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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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많이 본 뉴스 다음 메인페이지 네이버 메인페이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이밖에관련된기사오백여개이상!! TV조선 뉴스특급 단독보고 영상 확인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6/2017022690027.html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6/2017022690027.html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6/2017022690027.html


출연진 소개 

1.  뷰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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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코너 소개 - #1. 뷰티온에어 

1.  뷰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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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또는 GUEST가 셀프카메라로 제품을 직
접사용하며 평소 자신만이 갖고있던 피부관
리 노하우와 각종정보와 일상을낱낱이 보여

준다. 

기존에 셀프카메라에서만 끝나던 타 뷰티
프로그램들과는달리 스튜디오에서 VCR을
다 같이 시청하며 셀프카메라에서 보여줬
던 제품을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갖고와서, 
MC들이 직접제품 시연도 해보며 제품에 대

해 분석한다. 



프로그램 코너 소개 - #2. 달콤한 외출 

1.  뷰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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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사관학교 MC가 업체의 매장을 방문하여, 
그 매장에서 가장 잘나가는 인기상품을 직접
선정 및 테스트를하며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전
달한다. 

이렇게 뷰티사관학교 MC가 매장에서 소개 
및 선정한 제품을 스튜디오로 갖고와서 다
른 MC들과 제품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프로그램 코너 소개 - #3. 뷰티리포트 

1.  뷰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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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녀(남)의 피부상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전문가
들이 모여  동일한 제품이나 공통된 주제에대해  자신
들만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때로는 상황 연출을 통한  
재미까지도 기대 할 수 있는 코너이다. 

내가 평소에 쓰는제품이 각 분야의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제 그들의 시선과 해법을 뷰티사관학교에서 찾
을 수 있다. 



프로그램 코너 소개 - #4. 백선생의 뷰티컬쳐 

1.  뷰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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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아티스트 백기웅이 보여주는 다양한 상황에
따르는 메이크업 노하우를 전수해준다. 뷰티사관학교
의 유일한 메이크업쇼를  보여주는 코너로 내가 몰랐
던 색조화장품 사용방법과 각종팁등  유익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코너다. 

메이크업이 끝난 모델은 뷰티사관학교 액자에
서 특별촬영을 하여, 뷰티사관학교의 대미를 장
식한다. 



프로그램 혜택 

1.  뷰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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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작발표
회 , 바이럴 마케팅 등 
多 매체를 통한 뷰티
사관학교 프로그램 자

체 홍보 

01 
多매체 

02 
NAVER CAST  

03 
OKSUSU TV 

04 
SNS 

 국내 최대의 사이트
에서 정보 제공 

NAVER TV CAST 
CLIP 영상 송출 

OKSUSU TV 영상 송
출을 통한  모바일에
서도 손쉬운 시청 가

능 
 

FACEBOOK, 
INSTAGRAM 를 통
한 정보 제공하고, 이
벤트를 통한 제품 홍

보 가능 

방송 후 판매까지 사후프로세스 제공 - 다양한 E-COMMERCE 기회 제공 

* 머천다이징 프로세스 진행 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가격안내 

1.  뷰티사관학교 

38 

-연예인이 일상셀프형식으로 
제품사용하며 정보전달 
 
-스튜디오촬영을 통한 제품에 
대한세밀한  소개및MC들이 스
튜디오에서직접 제품시연 
 
-VCR과스튜디오 촬영으로 인한
다양한 장면 발생(자료홍보 여
러개의 CLIP 영상을 통한 유입량 
극대화) 

1,500만원 / 부가세별도 

-다양한 컨셉의 재미있는 메이
크업 쇼 
 
-다양한 색조화장법과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 
 
-MC들도 직접제품 시연 
 
-아티스트가 제품을 활용하여
모델에게 시연 

-뷰티사관학교MC가업체매장
직접방문 (인기상품선정하여 
매장에서진행) 
 
-선정된제품을MC들이스튜디
오에서직접 제품시연 
 
-VCR과스튜디오촬영으로인한
다양한장면 발생(자료홍보시여
러개의 

뷰티온에어 
+ 

스튜디오촬영 

달콤한 외출 
+ 

스튜디오촬영 
백선생의 뷰티컬쳐 

- 전문가를통한정보전달과공신
력형성 
 
-스튜디오촬영을 통한 제품에
대한 세밀한  소개및MC들이 스
튜디오에서 직접 제품시연 
 
-아티스트가 제품 활용해 일반
녀의 고민 커버 
 
-일반녀의 피부상태를 여러전
문가들이 진단  

뷰티리포트 

1,500만원 / 부가세별도 1,200만원 / 부가세별도 800만원 / 부가세별도 



D. 중국마케팅 

온,오프라인마케팅 01 

미용박람회 02 



3. 중국마케팅 

중국 온라인 마케팅 

중국의 네이버 

바이두 
중국의 페이스북  

웨이보 
중국의 카카오톡 

위챗 

• 중국 대표 SNS 
• 5억명 사용자 
• 평균사용시간60분 
• 일평균포스팅 수 1. 3억회 

• 중국 대표 모바일 메신져  
• 가입자수 7억명 
• 계정생성 11억개 
• 실시간 공유 페이지 3억개 

•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 
• 1일 50억 검색량 
• 50만 이상의 제휴네트워크 

• 웨이보 해외 인증페이지 개설 및 운영 
• 파워웨이보등의 왕홍과 연계 
• 웨이보 팔로워 증가 마케팅 진행 

• 위챗 공식계정 개설 (중국내 법인이용) 
• 파워공식계정 연계 컨텐츠 포스팅 광고 
• 공식계정 팔로워 증가 마케팅 진행 

• 키워드 광고 진행 (CPC방식) 
• 티에바 커뮤니티 운영 및 컨텐츠 배포 
• 브랜드 광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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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종에 맞는 커뮤니티 및 광고 채널을 직접 발굴 하여 마케팅 진행 
- 호리야가 보유한 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제공   

- 온라인 (위챗,웨이보, 바이두등)의 온라인 마케팅 진행 
- 오프라인 매거진 아띠차이나 와 같은 오프라인 매거진 활용 

- 차이나 유니콤, 중국내 박람회 등을 이용한 중국 현지 마케팅 
- 중국 현지 여행사, 외식업체 등의 제휴 오프라인 매장활용  

- 중국 한족이 관리하는 중국 정서에 맞는 현지 마케팅 진행 
- 현지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마케팅 방식등 최신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  
- 한국에 유명한 사이트가 아닌 실제 중국내 유명한 사이트와의 직접 제휴  

- 타오바오, 쥐메이, JD닷컴, 웨이디엔몰 등의 중국 온라인 몰 입점 지원 
- 싱가포르,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백화점 및 온라인 몰 입점 지원 

온,오프라인 연계 

현지화 맞춤형 전략 

업종별 맞춤형  
마케팅 제공 

해외 온라인 몰 입점 

미인통 중국 마케팅의 특징 

3. 중국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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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 – 웨이보 활용 사례 

사용후기성 포스팅 사례  
 

브랜드 광고 및 사용후기 등의 후기성  포스팅 

3. 중국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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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마케팅 – 바이두 활용 사례 

바이두 연예인 티에바 게시판 혹은 지식페이지에 컨텐츠를 등록 하여 배포 

3. 중국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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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마케팅 – 위챗(웨이신) 활용 사례 

카테고리 설정 후  
컨텐츠 포스팅  

1회 업로드 시 7묶음 업로드 

외부 홈페이지 연동  
필요 시 위챗페이 연동 가능  

회원 관리, 메일관리, 각종 통계 등  
다양한 관리기능 제공 

3. 중국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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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용 박람회  

3. 중국마케팅 

45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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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1-7723 
월~금 10:00 ~ 19:00 
토/일/공휴일 휴무 

TEL 

FAX 

ADDRESS 

E-MAIL 

070-7547-8084.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19-6,4층 ㈜공감소프트 

plan@ggsoft.kr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향한 큰 실행을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