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어커뮤니케이션즈  회사소개서 



연예인 및 셀럽 등 MCN그룹을 주축으로  
웨이보, 바이두 등 중국 TOP매체는 물론 샤오홍슈, 뤼죠우 등 New매체를 통해 
  가장 ROI(Return of Investment)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퓨어 커뮤니케이션즈는? 

Mainly lead by MCN group such as entertainers and KOL  
Through Chinese TOP media such as Weibo and Baidu, 

as well as new media such as Xiao Hongshu and Lu Zhou. 
 Provide the highest Return of Invest (ROI) communication service. 



OUR SKILLS 

다양한 연예인 및 KOL(셀럽) Pool 

모델에이젂시 X MCN기능을 갖춖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대행사로서  
1,000명 이상의 국내 및 중국 모델 섭외는 물론  
유명 연예인 젂속모델 관렦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전 영역 매체 활용 가능 

바이두, 웨이보 등 TOP매체는 물론 샤오홍슈, 뤼죠우, Yoho 등 NEW매체 발굴을  

통해 중국 현지 트렊드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브랜드 PR(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최상의 서비스 및 퀄리티 제공 

지속적인 트렊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 현지에 맞는 젂략기획에서  
콘텐츠 제작 그리고 결과보고까지 가장 ROI 높은 PR(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UR TEAM 

전략기획부 

미디어기획부 

기획운영부 

콘텐츠기획부 

홍보마케팅부 

온/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및 관리 
KOL 제앆 및 섭외 

시장조사 및 모니터링 
PR Benefit 측정, 결과보고서 관리 

메시지기획, 기사 작성,  
Key Visual 제작, 포스팅 관리 

미디어 플래닝 및  
NEW 매체 발굴, 실행관리 

Client 현황붂석 
예산 및 젂체운영 관리 

‚각 붂야의 젂문가로 이루어짂  
중국 Digital MKT Team‛ 



Client 중국  

시장현황분석 

MKT  

전략 수립 

Client 최종 

Confirm 
광고 집행 결과보고서 

MARKETING PROCESS 

KOL 선정 

매체 선정 

예산수립 

PR Solution기획 
Client 의견 

반영하여 최종 수정 
실시갂 모니터링 

주갂/월갂  
보고서 제공 

최종 보고서 제공 OT(Needs 파악) 

TASK 수립 

Result Study & MKT Re-Planning 



PLANNING EXAMPLE 



퓨어 커뮤니케이션즈는 퓨어만의 E.P.S.M모델을 기반으로 풍부한 KOL Pool을 보유하고 있으며, 

클라이얶트의 중국 내 마케팅 현황을 붂석하여 가장 ROI 높은 One-stop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TA에 맞는 매체 선정은 물론, KOL 자체 평가(팔로워수, 인터렉션, 젂문성 등)를 통해  

효율성(ROI)이 높은 KOL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lite Professional Specialized Mass 

연예인/셀럽 
(Celebrity) 

KOL 
(Key Opinion Leader) 

KOS 
(Key Opinion Spreader) 

KOF/KOC 
(Key Opinion Followers) 

•팔로워 500만 이상 
•비교적 쉬운 이슈화 
  ex) 유명 연예인/셀럽 

• 팔로워 100만 이상 
• 노춗량 높음 
    ex)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 팔로워 50만 이상 
• 구매젂활율 높음 
    ex) 뷰티 인플루얶서,  
          패션 인플루얶서 등 

• 팔로워 20만 이하 
• 컨텐츠 대량 생성 가능 
     ex) 왕홍 등 

E.P.S.M MODEL 



KOL 

01 

PURE 



KOREAN CELEBRITY LIST 



CHINESE CELEBRITY LIST 



KOL Resources  
(Key Opinion Leader) 



리지아치(李佳琦) 
웨이보 팔로워: 349만 
시아오홍슈 팔로워: 683만 
카테고리：뷰티 
 
주요경력: 
2017타오바오TOP BJ 
2018타오바오TOP BJ 
‚립스틱 오빠‛라는 별명의 소유자 
젂체 팔로워 수 약 5,000만명 
시아오S, 관시아오통, 치웨이 등 
중국 유명 배우들과 콜라보 짂행 

파피쨩(Papi酱) 
웨이보 팔로워: 3,135만 
시아오홍슈 팔로워: 208만 
카테고리: 웃긴영상/개그 
 
주요경력: 
슈퍼 셀럽 데이 웨이보 
TOP10셀럽으로 선정. 
여러 예능에서 고정 춗연자로 
활약 중 
첫 광고 매춗 액 약 37억 달성 

장따이(张大奕) 
웨이보 팔로워: 1,138w 
카테고리: 패션모델 
 
주요경력: 
《Rayli》、《미나》、《싞웨이》
등 유명 패션 잡지내 모델로 
활약 
온라인 상점 싞제품 개시 
2초만에 완판 달성 
재구매율 100% 

포니(Pony朴惠敏) 
웨이보 팔로워: 924w 
시아오홍슈 팔로워: 
490w 
카테고리：뷰티 
 
주요경력: 
뷰티 셀럽 중 TOP급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많은 뷰티 블로거 

KEY OPINION LEADER 



Oscar 강명량(江铭亮） 
FOLLOWER: 62만 
키: 182cm 
체중: 60kg 
 
주요경력: 
<HEART SIGNAL>인기 남자 
게스트 

아시열의나(我是热依娜) 
FOLLOWER: 52만 
키: 179cm 
체중: 50kg 
 
주요경력: 
<창조101>도젂 성공, 젂국 
40강 
잡지: Grazia, Elle MEN, Rayli, 
Instyle 등  

샤오메이리(同学肖美丽) 
웨이보 팔로워 : 87만 
카테고리: 뷰티/패션 
 
주요경력: 
브랜드 모델 경력: 숨37, 
safeguard, 왓슨스, 
BOSIDENG, FILORGA, 
PROVA 등 

Abby 장호령(蒋浩铃） 
FOLLOWER: 79만 
키: 178cm 
체중: 52kg 
 
주요경력: 
<Road to the Runway>, <I, 
Supermodel>, <Queen> 등 
잡지: Vougue China, ELLE 
UK, ELLE HK, Marie Clarie 
HK 

KEY OPINION SPREADER 



Dazui 강신양(江晨阳） 
FOLLOWER: 9만 
키: 174cm 
체중: 54kg 
 
주요경력: 
<Road to the Runway> 
시즌1 선수 
2015 국제 모델 사천 경기 
구역 결승젂 준우승 
 

셰무즈(谢慕纸) 
웨이보 팔로워: 16만 
시아오홍슈 팔로워: 6.1만 
카테고리: 먹방/요리/여행 
 
주요경력: 
브랜드 모델 경력: 정샘물, 
스틸라, OHUI, Carlyn, 
Bally, ABOUTME, 
FORMEL CAMELE 

장허가(张栩嘉） 
웨이보 팔로워: 9.1만 
시아오홍슈 팔로워: 5.1만 
카테고리：먹방/요리 
 
주요경력: 
브랜드 모델 경력: 
라네즈, 설화수,  
한율，마몽드, 정샘물, 
프리메라, 리리코스，factr, 
TIRTIR, BALLY 

Emmm 양사우(梁思雨） 
FOLLOWER: 55만 
키: 171cm 
체중: 47kg 
 
주요경력: 
2015 중국 인터넷 젂자상거래 
모델 대회 3위   
잡지: marie Claire/LOHAS 
활동: 2015 상하이 
모터쇼/2016 북경 모터쇼  

KEY OPINION FOLLOWER 



이사배 
FOLLOWER: 220만 
 
주요경력: 
세계적으로 인기 
[이사배가 모델하면 
100%완판] 
예능프로그램 춗연 

씬님 
FOLLOWER: 164만 
 
주요경력: 
뷰티 크리에이터 
스타 커버 메이크업으로 인기 
씬님의 리뷰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짐 

라뮤끄 
FOLLOWER: 139만 
 
주요경력: 
다이아티비 춗연 
패션/뷰티 함께 짂행 
30대 여성 지지도가 
높은편  

하늘 
FOLLOWER: 83.5만 
 
주요경력: 
얼짱시대 
쇼핑몰 모델 
인스타 공구 짂행 
하늘하늘 속옷 브랜드 보유 

KOREAN KOL LIST 



단순 Fan수나 인지도가 아닌 

인터렉션 수치와 이미지 구분에 따라 

브랜드와 제품에 적합핚 Line-Up LIST를 제공합니다.  

E.P.S.M MODEL PROPOSAL 

Cute Sexy Elegant Luxury Lovely Intellectual 브랜드 적합도

5 3 3 4 4 3 / #뷰티 #쿠션 #

박민영 배우 로코퀸 1986 /
김비서가 왜 이

럴까
5 3 3 4 5 3 90% #패션 #뷰티 #셀카 #김비서 #똑부러지는 #피부

공효진

한효주

기타 키워드
나이

(년도)
이미지

브랜드

분류연예인 닉네임 주요영화 주요드라마

●한국 연예인 리스트(예시) ●KOL 리스트(예시) 

① 최귺2~3개월갂 인터렉션 수치 붂석 
② 럭셔리&프리미엄 브랜드 Co-Work Reference 붂석 
③ 기존 Fan수가 아닌 최귺 3개월 Fan증가량을 통한 주목도 붂석 



퓨어 차이나 마케팅은 

일반적인 왕홍 마케팅이 아닌 브랜드 현황(现况)에 적합한 셀럽과 왕홍의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가장 적합한 매체사를 선별하고 스케줄(Phase)을 기획하여 

Client의 퍼포먼스(브랜딩, 판매)를 극대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체 
공신력 

 
중국 내의 공싞력 
있는 매체사 선별 

홍보 
기획 

 
중국 젂문AE가 
현지의 타겟과 
현황을 고려한 

컨셉기획 

컨텐츠 
 

중국젂문 Net-work 
와 내부제작팀을 

통한 로컬리제이션 
컨텐츠 제작 

PROJECT PROPOSAL 



• 네이버와 유사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 데일리 유저수 2.6억 이상 

• 지식백과, Q&A 등 채널이 활성화 되어있음 

• 직접적인 쇼핑보다는 판매사이트로 링크되는 

형태 

• 중국 최대 뉴스 미디어 

• 월 액티브 유저수: 2.54억명 

• 개인 관심사에 맞는 뉴스 추천 

• 다음과 유사한 중국 포털사이트 

• 매체 산하 3개 어플리케이션 운영(凤凰

网， 手机凤凰，凤凰视频)  

• 카테고리별로 최싞 정보 제공 

• 텐센트 산하 종합 포털사이트 

• 텐센트 QQ는 중국 최고의  IM 서비스     

   네트워크로 회원수 10억 이상 보유 

Strategic Partners - MASS MEDIA 

바이두 (百度)  진르토우티아오(今日头条) 

펑황왕/봉황왕 (凤凰网) 텅쉰왕/텐센트왕 (腾讯网)  



• 젊고 세렦된 영상클립 커뮤니티 

• App Store 붂류 1위 (필수앱) 

• 월 액티브 유저수 : 1.5억 (총 유저수 10억) 

• 잠재력이 가장 높은 앱이라 평가되고 있음 

• 뛰어난 알고리즘 시스템 

• 중국 최대 모바일 채팅 APP 

• 한국 ‘페이스북’처럼 대중화된      

• 위쳇 모멘트 보유 

• 데일리 유저 수 10.1억 이상 

•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 트위터+페이스북 형태의 APP 

• 월 액티브 유저수: 4.46억 

• Mass 고객 도달률 매우 높음 

Strategic Partners – SOCIAL MEDIA 

• 사용자 공유/브랜드 입주/셀럽참여 

• 세계 최대 구매사이트 

• 최귺 중국에서 가장 핪한 플랫폼 

• 사용자 KOL리뷰가 주도하는 판매방식 

• 주요 판매 : 스킨케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샤오홍슈 (小红书） 도우인 (抖音） 

웨이신/위쳇 (微信） 웨이보 (微博） 



• 중국 메이저 뷰티 패션 사이트 

• 연예인 관렦 컨텐츠 구성이 많음 

• 오프라인 이벤트 비중 높음 

• 데일리 PV:5,500만 

• 중국 1,2선 도시 위주 뷰티 패션 트렊드 

사이트 

• 데일리 PV: 2,447만 

• 모던 클래스, 체험단 운영 

• 중국 메이저 뷰티 패션 사이트 

• 매체 산하 3개 어플리케이션 운영 

• 데일리 PV: 2,900만 

• 여성 뷰티/패션 사이트 중 퀄리티 최상급 

• 중국 뷰티 패션 트렊드 사이트 

• 비쥬얼적 컨텐츠가 인상적인 플랫폼 

• 자체 소속모델 운영, 매년 패션쇼 및 오스카 등 

• 시상식과 콜라보 컨텐츠 발행 

• 월 액티브 유저수: 4,500만  

Strategic Partners – TREND LEADING MEDIA 

Onlylady (女人志女性时尚网） Yoka (时尚优卡） 

PCLADY (太平洋时尚网） Rayli （瑞丽网） 



언론 미디어 마케팅 
각 카테고리별 언론 매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문사, 기자발표회 등 
미디어 채널을 통해 브랜드 가치 상승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한 브랜딩 

언론 매체는 공정성과 권위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  
또한 자연스럽게 기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매우 
효과적  

키워드 검색을 통해 브랜드 노출량 증가 

바이두는 언론 기사를 매우 중요. 키워드 검색시 관련 뉴스가 첫 페이지 최상단
에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소비자는 브랜드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브랜드 관련 정보가 더욱 많이 노출 됨  

반영구적 보존, 바이럴 효과 극대화 

보도자료는 배포 후 반영구적으로 존재하기에 브랜드와 제품의 자연스러운 바
이럴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높은 신문 점유율, 브랜드 인지도 제고 

보도자료는 지역 제한없이, 기업 관련 정보를 온라인 곳곳에 노출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음.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의 효과 up 

높은 완성도로 더욱 높은 정확성 요구 

보도자료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세히 기록하므로 기업에서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자세히 제공할 수 있음  
 

가성비 높음, 광고 비용 절감 
보도자료를 통한 마케팅은 다른 마케팅에 비해 가성비가 높다는 장점이 있음. 
기업 예산 절감은 물론, 기업에 맞는 합리적인 마케팅 수단 

1）종합  미디어 

2）뷰티  미디어 

3）지역 미디어 



예시 

언론 매체 
인지도가 높은 고퀄리티 언론 매체를 통해 

기사의 전문화 

기사 배포 시간 설정 
빅데이터 분석,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업로드 시간 확정 

기사 내용 
보도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기사 노출을 위해 
키워드 SEO 진행  

채널/카테고리 
기사 클릭을 유도하여 노출량 증가 

기사 제목 
센스 있는 기사 제목으로 이목을 끌고 키워드 
광고를 통해 검색 최적화 

기사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첨부하여 
시각적으로 풍부화  



샤오홍슈 마케팅 
셀럽의 “잇템” + KOL 강력 추천 + 일반 사용 후기 

바이럴을 통한 판매량 제고 

각 카테고리 관심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바이럴과 구매 유도를 통해 “잇템”생성 

 

구매 전환률 높음 

재미있는 요소와 결합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제품 홍보 

 

브랜드 인지도 up 

더욱 디테일한 정보 및 시각적인 요소로 메시지 전달 가능 

적합한 KOL 선별 
- 카테고리별 KOL, 팔로워 수, 업로드 빈도 등 



KOL 및 일반 계정을 통한 바이럴 
 

단계별 바이럴을 통해 다양한 사용층에게 제품 홍보 

예시 

KOL, 인플루언서, 셀럽 “잇템” 
 

셀럽이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제품의 화제성 up, 
단계별 KOL 통한 이슈메이킹 

피드광고 
 

샤오홍슈 피드광고와 자체 SEO로 
 목표 타겟층에게 광고 노출 

키워드 바이럴 
 

샤오홍슈 핫키워드 노출과 대량 포스팅을 통해 
브랜드 성장속도 up 



위챗 마케팅 

위챗 공중 계정 광고 — 마케팅 다원화에 대한 소요 만족. 
정확한 타겟팅, 높은 전환률의 마케팅으로 보다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광고 수단 

높은 노출량 
사용자 수가 많으며 잠재 고객이 많음  

 

높은 구독률 
User가 주동적으로 공중계정을 구독하며, 다양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음  

 

높은 편리성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기에 판매활동이 자유롭고 편리함  
 

높은 정확도 
위챗 공중계정에는 비슷한 관심사의 User가 모여 있는 만큼 목표 타겟에 대한 마케
팅의 정확도가 높음 

 

높은 도달률 
문자, 메일보다 공중계정을 통해 전송된 내용은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이 됨 

1）개인 미디어 

2）지역 미디어 

4）유아 교육 

3）핫 이슈 



예시 

기획기사 제목 
창의적인 제목으로 클릭 유도 

내용 
이미지, 영상 등 파일 형식 지원,  

다양한 형식으로 브랜드 이미지 전달 

본문 링크 
본문링크가 첨부 되어 더욱 자세하게  

제품 소개 가능 

업로드 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브랜드 TA에 맞는 
업로드 시간 선택 

기획기사 
기업 문화와 제품 특징에 따라 기획기사 작성 

조회수 및 좋아요 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분석하여 광고 효과 
분석 및 후속 SEO 진행 



웨이보 마케팅 
팬 마케팅의 주요 수단, 웨이보V계정, 연예인 계정, KOL 계정 등 
웨이보 계정을 통해 웨이보 마케팅 진행 

팬 타겟팅 

카테고리 별 KOL을 통해 소요 팬층에게 정확한 타겟팅 진행 

인터렉션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 가능 

바이럴 마케팅 

팬층 파워를 이용한 이슈 메이킹 

1）KOL계정 

2）육아 계정 

3）일상 계정 

4）패션 계정 



예시 

배포 시간 
기업 형태에 따라 배포 시간 설정 가능 

이미지 삽입 
최대 9장의 이미지 삽입 가능 

팬들과 소통 
댓글을 통해 광고에 대한 팬들의 반응 실시간 

체크 가능 

계정 
KOL 아이디/계정 정보 

내용 
직접 포스팅 혹은 타인의 포스팅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 외부 링크 삽입 가능 

인터렉션 데이터 
공유, 댓글, 좋아요 등 데이터 표시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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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S 

02 

PURE 



• 사용자 공유/브랜드 입주/셀럽참여 

• 세계 최대 구매사이트 

• 최귺 중국에서 가장 핪한 플랫폼 

• 사용자 KOL리뷰가 주도하는 판매방식 

• 주요 판매 : 스킨케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댓글 통해 팔로워들과 소통 

Q: 리필도 포함되어 있나요? 

A: 리필은 없습니다 

Q: 지복합성 피부도 사용 

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 샤오홍슈- 스와니코코 곰표 쿠션 



- 광고 집행 기간: 2018.10-2019.12 

- 개요: 단계별 KOL과 샤오홍슈 바이럴 진행, 브랜드 공식 계정 통해 적극적인 홍보, 구강 전문 브랜드라는 전문성 강조 

▹ 샤오홍슈- GUM 

 200명 KOL 바이럴 

 200명 샤오홍슈 포스팅 

 GUM 구강케어라인 샤오홍슈 포스팅 



- 광고 집행 기간：2018.9-2018.12 

- 컨셉：럭셔리 의류 입문 브랜드 

- 개요: 유명 아티스트 및 패션 KOL과 진행, “나의 일상 패션 공유”라는 워딩과 함께 여러 건의 포스팅 진행.  

    TOMMY의 럭셔리 브랜드 포지셔닝 강조와 함께 브랜드 스토리 소개 

▹ 샤오홍슈- TOMMY HILFIGER  

 28명 유명KOL 진행 

 28편 샤오홍슈 포스팅 

 4종 맨투맨 노출 

 500만 노출 예상 



• 젊고 세렦된 영상클립 커뮤니티 

• App Store 붂류 1위 (필수앱) 

• 월 액티브 유저수 : 1.5억 (총 유저수 10억) 

• 잠재력이 가장 높은 APP이라 평가되고 있음 

• 뛰어난 알고리즘 시스템 

유명 KOL 리지아치의 추천으로 쿠션류 판매 

1위로 급부상. 

도우인 리지아치의 추천으로 
구매했다는 글 

▹ 도우인- DPC 레오파드 쿠션 



•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 트위터+페이스북 형태의 APP 

• 월 액티브 유저수: 4.46억 

• Mass 고객 도달률 매우 높음 

▹ 웨이보 – 설화수 설린 에센스 

웨이보 오픈 배너 

티몰 구매사이트로 
링크 

구매전환율 제고 

 ‘발견 페이지’ 배너 

고객 클릭 유도 

웨이보 핫토픽 3위 



▹ 웨이보&위챗– 온더바디 한정판 키트 

-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진행, 웨이보 팔로워 2.5만명 증가 
- 웨이보 팔로워들과 적극적인 소통, 온더바디 모델 차은우의 로맨틱한 이미지로 진성팬 모집 
- 1월부터 웨이보 블루V계정과 Co-work진행, 6개월 내 총 30여 회 진행 
- 위챗에서 정기적으로 브랜딩 위주의 홍보글 업로드 
- 정기적으로 제품 SNS이미지 촬영 



▹ 웨이보&위챗 – TOMMY HILFIGER Annual Cooperation 

- 연별 매체 홍보 전략 기획 

- 월별 매체사 통한 보도자료 배포 

- 매 해 두 차례의 북경 패션위크 기획 및 집행 

- 매 해 두 차례의 뉴욕 패션위크 중 중국 연예인, 아티스트 초청, 유명 매체사 인터뷰 진행 



• 중국 내 최고의 온라인 패션 ·뷰티 매체 

• PCLADY 공식 페이지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 : 약 4,300만 명 

• 글로벌 뷰티·패션 브랜드들과 업무 제휴 짂행 중 

• 중국 유명 연예인이 PCLADY 내 다양한 붂야의 컨설팅 기획을 담당하고 있음 

중국 내 온라인 패션·뷰티 매체로 미용과 패션 붂야의 젂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하나의 포털사이트로 자리매김함. 

▹ PCLADY 실제 포스팅 예시 



▹ 럮칭 이벤트 

브라이틀링 
• 브라이틀링 2017 싞제품 럮칭 행사 

• 잠실점 매장에서 싞상품을 국내 최초로 한 자리에서 

젂시 및 시착 하는 행사 

• 연예인 지성, 박경, 하석짂 초청 

태그호이어 
• 어반에슬론 참여자를 위한 태그호이어 홍보행사 

• 참가자들이 이벤트 참여 후 인스타그램 공유 

• 태그호이어 본사에서 성공적인 이벤트라고 인지, 추후 

지속적 짂행 

DPC 
• 브랜드 홍보 모델 연예인 박민영, 이유리 초청 

• 연예인 박유나, 조병규 초청, 초청 왕홍 리자치, 

• 스킨샷LED 마스크 디바이스 기기 싞제품 론칭 발표, 

뷰티 토크 짂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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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이벤트 CONVERSE 북경 플래그 쉽 스토어 오픈 행사 



▹ 오프라인 이벤트 MISS SIXTY 오프라인 오픈 행사 



▹ 오프라인 이벤트 DPC 상해 런칭 행사 

김수현의 오프닝쇼, 박민영의 뷰티토크, 피부 관리 트렊드 쇼 등 다양한 볼거리 
중국 유명 왕홍 셜리, 린샨샨 및 미디어 관계자 300여명 참여 
김수현, 박민영 왕홍 라이브 방송에 춗연 큰 이슈 



#쁘띠학원#  

신제품 발표회 

DR.WU 

 

DR.WU 신제품 캡슐 마스크팩 론칭 발표회 

DR.WU를 위한 “일일 학원”컨셉 

브랜드 홍보 모델 쿤링(昆凌) 출산 후 행사 참여 

캡슐 마스크팩 신제품 론칭 발표, 쁘띠 성형과 메디컬 스킨케어에 대한 심층토론 진행 

 



EXECUTION 

PR VALUE 8,643,900，69개 매체사, 13명KOL & 피부과원장 

왕이비디오(网易视频) 독점 실시간 방송 진행, 시청자 100만명 이상 

요우쿠/iqiyi/텅쉰비디오(腾讯视频)등, 조회수 300만회 이상 달성 



JURLIQUE 

징안지아 남구 센트럴 광장 

매체발표회&야외이벤트 

#비범하게 태어나  

아름다움을 만나다# 

2018  브랜딩 발표회 



EXECUTION 

PR VALUE:664만+ 

커리어 우먼 KOL：쳔지에(陈洁), 린하이인(林海音) 

70개 패션&뷰티 매체사, 16 명 실시갂방송 KOL 

야외 이벤트 & 
H5홍보 

실내짂열존 
감각적인 제품 Display 

포토존 
매체사 & 

KOL 발표회 현장 



THANKS 

http://puremodel.co.kr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 43 4층 

02-557-8387 
010-3357-8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