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취재 제안서 

제 22회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2017. 11. 14 ~ 17 

(주)코스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 602호  (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TEL : 02-2068-3413,  FAX : 02-2068-3414 , 이메일 : cosinpress@cosinkorea.com 

mailto:cosinkorea@cosinkorea.com


특별취재 제안 내용 

1. 코스인코리아닷컴 (www.cosinkorea.com) 웹 뉴스 기사 게재 

    - 홍콩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현장 특별취재단 취재기사 실시간 업로드 

     - 포털 사이트 기사 연동 : 

2. 각 업체별 보도자료 배포  

    - 중국 10대 주요 포털 사이트에 언롞 보도자료 배포 후 바이두                        노출 1회 

         텅신                  시나                 왕이                   소후                 등  

- 화장, 유행 관련분야 20위 내의 관련 사이트 선정 기사 1회 

         중국화장품망(中国化妆品网)                   중국화장품관찰(中国化妆品观察) 

3. BBS (커뮤니티) 홍보 마케팅 

    - 중국 내 BBS(Bulltein Board System 커뮤니티 사이트) 내 홍보자료 배포 

     - 화장품과 연계성이 높으면서 활성화가 잘된 커뮤니티 공략 

     - 바이두와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SEO를 보다 중점화 해 배포 

4. Wechat          배포 

   -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코스인 Wechat 계정에 배포 

5. 왕홍 현장 생방송 

   - 홍콩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현장에서 왕홍이 직접 업체들 생방송 진행 및 제품 소개  

   - 생방송 중 업체 중국 쇼핑몰(타오바오, 티몰, VIP닷컴, 징동닷컴 등)로 바로 연결, 판매 유도  



특별취재 제안 금액 

     

 진 행 항 목 금액(원, VAT 별도) 

 1~4 항목 : 현장취재 및 보도 2,500,000 

 5 항목    : 왕홍 현장 생방송 3,000,000 

 1~5 항목 : 모두 진행시  5,500,000 



1. 코스인코리아닷컴 웹 기사 게재 (www.cosinkorea.com) 

        코스인은 화장품,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 신속한 뉴스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스인은 주요 포털사인 네이버, 구글, 다음, 줌, 네이트에  

         자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스인은 주요 SNS(위챗, 블로그, 페이스북)를 통하여  

         광고주 들에게 최대한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포털 사이트 기사 연동 



2. 중국 포털 기사 연동 (바이두 百度) 

중국 최대 검색 엔진 “www.baidu.com”  



2-1 중국 매체 기사 송출 

中国网（중국왕） 

중국 포털 언론사이트 8위 

월 방문자 4332만 

<기타 BBS 배포 내용은 결과 링크 엑셀파일 참고> 

기사 보기  클릭 

http://xiaofei.china.com.cn/news/info-5-84769.html
http://xiaofei.china.com.cn/news/info-5-84769.html
http://xiaofei.china.com.cn/news/info-5-84769.html
http://xiaofei.china.com.cn/news/info-5-84769.html
http://xiaofei.china.com.cn/news/info-5-84769.html
http://xiaofei.china.com.cn/news/info-5-84769.html
http://xiaofei.china.com.cn/news/info-5-84769.html


2-2 중국 매체 기사 송출 

瑞丽网（루이리왕） 

중국 패션분야 언론사이트 1위 

월 방문자 2906만 

<언론 배포 내용은 결과 링크 엑셀파일 참고> 기사 보기  클릭 

http://beauty.rayli.com.cn/wenzhangku/2017-09-07/597891.shtml
http://beauty.rayli.com.cn/wenzhangku/2017-09-07/597891.shtml
http://beauty.rayli.com.cn/wenzhangku/2017-09-07/597891.shtml
http://beauty.rayli.com.cn/wenzhangku/2017-09-07/597891.shtml
http://beauty.rayli.com.cn/wenzhangku/2017-09-07/597891.shtml
http://beauty.rayli.com.cn/wenzhangku/2017-09-07/597891.shtml
http://beauty.rayli.com.cn/wenzhangku/2017-09-07/597891.shtml


2-3 중국 매체 기사 송출  [기사 링크] 
∙ 중국 화장품망(中国化妆品网)  ∙ 중국 화장품관찰(中国化妆品观察)    
                                           중 1개 매체  중국어 기사 번역노출 

(중국 화장품망 中国化妆品网 PC)                   (중국 화장품망 中国化妆品网 Mobile) 

http://www.zghzp.com/news/hyzx/gndt/70018.html
http://www.zghzp.com/news/hyzx/gndt/70018.html
http://www.zghzp.com/news/hyzx/gndt/70018.html


10 
Copyrights 2017ⓒ MetaBranding & Design 

3-1. BBS (커뮤니티 ) 홍보 마케팅 

중국TOP 1~100th 

BBS 

1.百度贴吧 

2. 天涯社区 

3. 凯迪网络 

4. 猪八戒网 

5. 铁血网社区 

6. 西祠胡同 

7. 宽带山 

8. 西安论坛 

9.搜道美女时钟 

10.  猫扑 

ᆢ 100위 까지 

중국 내 

1위~100위 

BBS 게시판 

선정 

http://tieba.baidu.com/p/5309337132 

http://tieba.baidu.com/p/530933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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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BS (커뮤니티 ) 홍보 마케팅 

중국TOP 1~100th 

BBS 

1.百度贴吧 

2. 天涯社区 

3. 凯迪网络 

4. 猪八戒网 

5. 铁血网社区 

6. 西祠胡同 

7. 宽带山 

8. 西安论坛 

9.搜道美女时钟 

10.  猫扑 

ᆢ 100위 까지 

중국 내 

1위~100위 

BBS 게시판 

선정 

http://tieba.baidu.com/p/5309337132 

http://tieba.baidu.com/p/5309337132


4. 코스인 중국 SNS 웨이신(위챗) 노출 



5. 왕홍 현장 생방송 (방송시간 약 1시간) 

  **  왕홍 현장 생방송 중 귀사의 중국 내 쇼핑몰(타오바오, 티몰, VIP닷컴, 징동닷컴 등)로 바로 연결, 판매 유도 

이  름 : 鲍鲍 

웨이보 팬수 : 20만   

생방송 이즈보 : 150만 

최고시청 : 1277만 

화장품 관련 다수 브랜드 협찬 및 방송 

1 

http://weibo.com/u/3226722030
http://weibo.com/u/3226722030
http://weibo.com/u/3226722030
http://weibo.com/u/3226722030
http://weibo.com/u/3226722030
http://weibo.com/u/3226722030
http://weibo.com/u/3226722030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33238109&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33238109&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33238109&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33238109&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33238109&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33238109&jumpbrowser=1&nest_url=


왕홍 소개 

이  름 : Alice王桃桃 

웨이보 팬수 : 24만  

플랫폼 : 타오바오 생방송 16만 

- Haier , DR.JART+, HANHOO, OLAY, 

Estee Lauder, OSM, CASICO, NB 및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주관 “2017 중

국 웨이상,왕홍 초청 및 매칭행사 참여 

2 

  **  왕홍 현장 생방송 중 귀사의 중국 내 쇼핑몰(타오바오, 티몰, VIP닷컴, 징동닷컴 등)로 바로 연결, 판매 유도 

https://weibo.com/u/2125314211?is_hot=1
https://weibo.com/u/2125314211?is_hot=1
https://weibo.com/u/2125314211?is_hot=1
https://weibo.com/u/2125314211?is_hot=1
https://weibo.com/u/2125314211?is_hot=1
https://weibo.com/u/2125314211?is_hot=1
https://weibo.com/u/2125314211?is_hot=1


왕홍 소개 

이름 : 尤金哥哥 

웨이보 팬수 : 19만 

이즈보 팬수 : 109만  

생방송 최고 기록 : 68만  

-Iqiyi에서 진행하는 오락 프로그램 출연 

-한국 with Beauty salon 광고 

3 

  **  왕홍 현장 생방송 중 귀사의 중국 내 쇼핑몰(타오바오, 티몰, VIP닷컴, 징동닷컴 등)로 바로 연결, 판매 유도 

http://weibo.com/p/1005051783170751/home?is_hot=1
http://weibo.com/p/1005051783170751/home?is_hot=1
http://weibo.com/p/1005051783170751/home?is_hot=1
http://weibo.com/p/1005051783170751/home?is_hot=1
http://weibo.com/p/1005051783170751/home?is_hot=1
http://weibo.com/p/1005051783170751/home?is_hot=1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22013896&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22013896&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22013896&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22013896&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22013896&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22013896&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22013896&jumpbrowser=1&nest_url=


왕홍 소개 

     이름 : Freya  
     웨이보 팬수 : 11만 
     이즈보 팬수 : 100만 
     플랫폼 : 타오바오 생방송 7.5만 
 
     - 뷰티 쪽 행사 MC, 광고, 화보 모델 등 
     다수 경력 

4 

  **  왕홍 현장 생방송 중 귀사의 중국 내 쇼핑몰(타오바오, 티몰, VIP닷컴, 징동닷컴 등)로 바로 연결, 판매 유도 

http://weibo.com/u/2566217901?is_hot=1
http://weibo.com/u/2566217901?is_hot=1
http://weibo.com/u/2566217901?is_hot=1
http://weibo.com/u/2566217901?is_hot=1
http://weibo.com/u/2566217901?is_hot=1
http://weibo.com/u/2566217901?is_hot=1
http://weibo.com/u/2566217901?is_hot=1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12983580&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12983580&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12983580&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12983580&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12983580&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12983580&jumpbrowser=1&nest_url=
http://www.yizhibo.com/member/personel/user_info?memberid=12983580&jumpbrowser=1&nest_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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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 수 :493만명 
좋아요 수: 343만명  

https://www.yizhibo.com/l/9WHo008uvf2UQytp.html 

5-2. 왕홍 현장 생방송 사례 (2017년 9월 광저우 전시회) 

https://www.yizhibo.com/l/9WHo008uvf2UQytp.html


Thank  you 

감사합니다. 

광고 문의 

담 당 자 : 광고마케팅국 과장 최성빈 

연 락 처 : 010-8825-9035 / 02-2068-3413 

E – mail : skh2033@cosin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