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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코리아센터는 

14년간 축적된 해외 온라인 비즈니스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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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센터 소개 



해외 마케팅 전략 

NewJersey 
Gardena 
Delaware 

Frangkfurt 

Tokyo 

shanghai 

 코리아센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550명 국내 

300명 해외 

더 편리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고객의 도전과 시작을 응원 합니다 

한 발 앞서 글로벌리더가 됩니다 

핵심가치 임직원수 매출규모 

2014년 

880억 

1,000억 

2015년 

1,200억 

2016년 

1,300억 

2017년 

메이크샵&몰테일 합산 
(단위 : 억원) 



회 사 명 ㈜코리아센터 

대 표 자 김 기 록 

설 립 일 2000년 1월 12일 

직 원 수 국내 인력 550명,  해외 인력 300명 

홈페이지 www.makeshop.co.kr(메이크샵) , www.makeglob.com (메이크글로비) 

소 재 지 국내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1401~1408호 

주요사업 

임대형 쇼핑몰 ASP | 전자상거래 베이스 구축 | 온라인 창업 /  

교육 지원 | 인터넷 도메인 사업 온라인 유통 ㅣ 국내 온라인 

쇼핑몰 해외 무역 지원 외 

수상, 인증 
(요약) 

2002 : 중소기업청 기술혁싞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3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대상 수상 ( 정통부후원, 한국커머스넷 ) 

2008 :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2008 : IT Innovation 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15 :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국가기술자격 시험 업무협약 체결 

2015 : 201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쇼핑몰 솔루션 부분 수상 

회사 소개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http://www.makeshop.co.kr/
http://www.makeglob.com/


회사 소개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해외마케팅 광고주 
국내 유명 뷰티, 패션 브랜드를 포함해 산업재, 헬스케어, 게임 등 다양한 방면의 업종에 대한  

해외 대상 브랜딩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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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현황  
해외 마케팅 전략 



해외 시장 현황 

2014년 1분기 

3,789억 

1,418억 2015년 1분기 

4,223억 

2,549억 

2016년 1분기 

4,463억 
4,787억 

2016년에 역전된 온라인 직구 vs 역직구 

출처 : 중앙일보 

온라인 직구 시장 

온라인 역직구 시장 

한류를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국내 브랜드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역직구 거래량과 한국 제품 선호도 



$431bn 

$660bn $431b
n 

North America 
58% 

Western Europe 
46% 

   $384bn 

Central & 
EasternEurope 

40% 

Asia 

 150% 

Middle East & Africa 
90% 

Latin America 
60% 

$312bn $445bn 

$43bn $75bn 

$27bn $51bn 

$1053bn 

$73bn $50bn 

B2C 전자상거래 성장률 

Source : E-Marketer 

해외 시장 현황 

2014 2017 

88% 증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 입니다. 



진출 국가에 맞는 광고 플랫폼을 선정해야 합니다. 

해외에는 국내보다 많은 경쟁사와 매체로 가득합니다 

해외 마케팅 전략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3단계 

2단계 

1단계 
인지 
Recognition 

1.사용자 획득 
2.브랜드 인지도 확립 

4단계 

서비스(상품)에 맞는 최적화 된 마케팅 컨설팅 

해외 마케팅 전략 

각 업종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에 맞는 맞춤형의 체계적인 마케팅 퍼널 설계를 통해 코리아센터에서는최고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전환 

1.잠재고객 확보 
2.구매 및 전환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관심유도 
Attention 

1.사용자 관심 유도 
2.제품 및 서비스  

관심유도 

반복 

1.사용자 획득 
2.브랜드 인지도 확립 



해외 마케팅 전략 

단계별 맞춤 컨설팅 진행 

미팅 및 전화 상담 

제안서 및 견적서  
전달 

예산 협의 및 
채널 선정 

광고계정 세팅 및 
소재 등록 

광고 라이브 

결과 리포트 전달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체리코코 
CHERRYKOKO 

조아맘 
JOAMOM 

핫핑 
HOTPING 

우리는 후발주자 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난닝구 
NANNIN9 

젬마월드 
ZEMMAWORLD 

츄 
CHUU 

정샘물뷰티 
HOTPING 

데싱디바 
DASHINGDIVA 

해외 마케팅 전략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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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센터 
해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SNS  마케팅 

검색광고  마케팅 

코리아센터 해외마케팅 

업종 / 제품/ 국가 / 광고 목표에 따라 

업체에 최적화 된 매체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광고매체  소개 

09:10 

바이럴 마케팅 

100% 

해외언론홍보 
-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유명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
도자료를 배포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소개할 수 있
습니다. 

Instagram 
-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래머의 계정에 광
고하고자 하는 브랜드 및 
상품을 노출시켜 인지도 
및 구매 유도. 

Youtube 
- 전세계 No.1 동영상 플랫폼인 
Youtube 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
리에이터를 섭외하여 제품에 대
한 홍보 가능. 

 

해외언론PR, Youtube, Instagram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웹 상에 특정 제품 및 브랜드 홍보 컨텐츠를 배포하여 인지도 확립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광고매체  소개 

09:10 

SNS 마케팅 

100% 

Facebook 
- 전세계 최대 SNS 
- FB 유저 데이터  
  기반 타겟팅 기능 
- 텍스트>이미지 순  
  콘텐츠 가독성 

Wechat 
- 중국 최대 메신저 
- 8억 명의 현지인 사용 
- 공식계정을 활용한    
  고객과의 소통 

Instagram 
- 2030세대 이용 1위 SN 
- 유저 데이터 기반  
   타겟팅 기능 
- 이미지>텍스트 순 
   콘텐츠 가독성 

 

지역,연령,성별,관심사 타겟군을 설정하고 SNS에 소재를 노출시켜  
홈페이지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Weibo 
- 중국 최대 메신저 
- 8억 명의 현지인 사용 
- 공식계정을 활용한    
  고객과의 소통 



광고매체  소개 

09:10 

검색 마케팅 

100% 

Google Adword 
- 전세계 최대 검색엔진 
- 키워드,디스플레이,제휴
매체 광고 등 다양한 범
위에서 활용 가능. 

- 중국 본토를 제외한  
    전세계 타겟팅 가능 

Yahoo Adword 
- 일본/대만에서 구글과 같이 
사용되는 인기 검색엔진으로 
키워드,디스플레이,제휴매체 
광고 등 다양한 범위에서 활
용 가능. 

구글, 야후 등의 검색엔진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재고 
키워드,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한 유입 확보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Baidu Adword 
- 중국 최대 검색엔진 
- 10억 명 이상이 사용
하는 중국 내 최대 검색
엔진으로 키워드,디스플
레이 광고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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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성공 사례 



해외마케팅 사례 

화학 약품 및 시약 업체 K사 

노출수 증가 2,010% 

클릭수 증가 2,700% 

전환(상담/문의)  
증가 

X 2 
K사 구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추이 

광고진행 

*Google Adword 진행 

타겟 국가 – 아시아, 중동지역 

광고매체 – 구글 애드워즈 캠페인 

(키워드 광고)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CPC 감소 40% 

방문자수 증가 300% 

SW 다운로드 
증가 X 2 

타겟 국가 – 미국, 일본 

광고매체 – 구글 애드워즈 캠페인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 

               바이럴 상품 

영상 솔루션 업체 G사 

해외마케팅 사례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방문자수 증가 500% 

구글 내 브랜드 
검색량 증가 

1,120% 

 매출액 증가 X 2.6 

타겟 국가 – 미국, 일본 

광고매체 – 구글 애드워즈 캠페인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 

               바이럴 상품 

화장품 브랜드 J사 

해외마케팅 사례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CPC 감소 33% 

방문자수 증가 X 2 

 매출액 증가 X 2 

매출 
광고비 

구글,페이스북 리뷰 바이럴 1년간 진행 결과 타겟 국가 – 미국, 일본 

광고매체 – 구글 애드워즈 캠페인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 

               A8 어필리에이트 

               블로거  

여성의류 쇼핑몰 J사 

해외마케팅 사례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54 %  

설치수 증가 180% 

CPI 감소 40 %  

 인터랙션 증가 

타겟 국가 – 일본 

광고매체 – 구글 애드워즈 캠페인 

모바일게임 업체 M사 

해외마케팅 사례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57%  

구매당비용 
감소  

92% 

GDN 
평균 ROAS 

740%   

 전환율 증가 

타겟 국가 – 일본(Japan) 

광고매체   

- Google Adword 

- Facebook & Instagram 등 

해외마케팅 사례 

국내 여성의류 쇼핑몰 업체 Z사 



 해외 에이전시 및 매체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 업무 대행 

 국가별 / 매체별 기준을 고려 시, 제안 요청부터 광고 집행까지 평균 약 2~4주 정도의 기간 소요 

광고주 

제안 요청 

(미팅 혹은 

유선) 

매체 제안서 

제공 

예산 협의 및 

진행 일정과 

매체 선정 

광고 소재 

전달 및 세팅 

광고 집행 

및 

리포트 전달 

 매체별 기준에 

  따라 평균 1~3주 

  소요 

 캠페인 기간 중 

  월 단위 리포트 제공 

 광고주 측에서 

  캠페인 일정, 예산, 

  선호 매체, 국가, 

  타겟 유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광고주 측 사정에  

   따라서 기간 상이 

광고 프로세스 안내 

Copyright 2018 KOREACENT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Thank You 

Koreacenter / 해외광고팀 / 대리 / 박준홍 
wnsghd2004@cocen.com / 02-6903-9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