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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ZILU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첫 단계

티즈루 T字路는 세갈래길 이라는 의미로 한국-중국-파트너사들의 균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OUR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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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중국 1위 생활정보포털의  

국내 단독 마케팅 대행사 


사용자 5억 
58통청 한국지사와의 MOU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 

최적화된 중국 마케팅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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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10년이상의 전문성과 

 문화이해도를 갖춘 한국,중국팀 


현대백화점, 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포함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검증된 한중전문가 그룹   

02

국내 최대 50만명 

중국인풀 보유 


자체 데이터 분석 툴 활용 
국내 최대 인플루언서 통합 마케팅 플랫폼 

tziluchina.com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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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5억명, 중국 1위 생활정보포털 

58통청KOREA 단독 마케팅 대행사��

국내 최대 50만명 규모 중국인풀 보유 
중국 인플루언서 통합 마케팅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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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즈루차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사용자 5억명의 중국 1위 생활정보포털 58통청KOREA와 합작 운영 


중국인체험단을 통한 중국 대표SNS 바이럴 | 

중국 인플루언서 라이브커머스(온라인생방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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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ZILUCHINA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모바일 광고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왕홍마케팅이 그 흐름을 주도 하고 
있으나 고비용이라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제품, 브랜드 검증에 필요한 A/B 테스트를 왕홍마케팅 
비교 최대 1/100의 비용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강점으로 현재 분야별 영향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국인들을 주축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티즈루차이나는 영역별 최적의 중국인 체험자와 중국 대표 SNS를 선정, 양질
의 리뷰를 배포하여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중국인들을 먼저 잡아야하는 이유 

저비용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  

한국에 있는 중국인플루언서들이 전하는 국내 제품과 브랜드의 디테일한 정보는 중국인들의 신뢰를 확보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뷰티, 패션, 식품 등 영역별 필요한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 테스트와 데이터 구축을 티즈루차이나가 보유한 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데이터와 리뷰콘텐츠를 통해 국내 중국인을 넘어 관광객을 타깃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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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빅데이터 활용 신속한 집행 

국대 최대 규모의 자체보유 중국인풀안에서 모집부터 선발까지 신속하게 진행,  
대행이 아닌 직접 운영으로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컨트롤     

중국 1위기업의 검증된 브랜드 인지도   

중국 대기업과의 단독 MOU를 통해  
중국인들의 높은 신뢰도 확보로  타사 대비 영향력있는 인플루언서 선정에 유리

자체 분석시스템을 통한 최적의 인플루언서 선정 

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영역별 최적합 대상 선정, 
퍼포먼스 리포트로 빠르고 정밀하게 확인하는 아웃풋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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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즈루차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강점  

중국 대표SNS 바이럴(중국인체험단) | 인플루언서 라이브커머스(온라인생방판매) 



NO.1 인플루언서 통합 마케팅 플랫폼 

중국 대표SNS 바이럴(중국인체험단) | 인플루언서 라이브커머스(온라인생방판매) 

티즈루차이나 인플루언서 분석 시스템 

국내 최대 50만명 규모의 재한중국인 빅데이터와  
자체 분석 툴을 통해 활동영역별 최적의 인플루언서를 
선정합니다.  
고객사들은 제공되는 퍼포먼스 분석 리포트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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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ashion

Travel

EventVideo



티즈루차이나가 50만 재한중국인 풀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 
중국 1위 생활정보포털, 58통청KOREA와 MOU체결,  
국내 최대 재한중국인 데이터 활용

중국인유학생  75% 
직장인, 사업자  20% 

기타    5%  

서울지역  80% 
기타  20%

58同城韩国站 50만 유저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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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즈루차이나가 50만 재한중국인 풀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  
중국 1위 생활정보포털, 58통청KOREA와 MOU체결,  
국내 최대 재한중국인 데이터 활용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70%

• 2017. 해외 서비스도시 100개 돌파
    중국내 서비스도시 470개 돌파  

• 2015. 중국 최대 채용사이트 ChinaHR 인수 

• 2015. 경쟁사 Ganji 합병으로 생활정보포털 영역 1위  

• 2014. Tencent(사용자 10억 
    중국 대표 메신저 위챗 개발사) 투자유치

• 2013. 10  미국 NYSE  상장

• 2005. 11 베이징설립

Uesr 5억+

China Service Area 465개+

661개 도시 중 핵심 도시 전역 

Global Service Area 100개+

세계 전역으로 서비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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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ILU Marketing Service



• 방문형 
    장소방문, 체험 후  
    후기작성

• 배송형 
    제품 택배수령, 체험 후  
    후기작성

• 기자단형 
    제품 택배수령, 체험 후  
    후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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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즈루차이나 중국인체험단 서비스 유형 

티즈루 중국인체험단 서비스란? 사용자 5억명의 중국 1위 생활포털 58통청KOREA와 합작 운영,  
자사 기준을 통과한 검증된 중국인체험단이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뒤,  
중국 대표 SNS에 긍정적인 리뷰를 배포, 홍보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체험단 진행 프로세스

1. 고객사 의뢰 
___ 

체험유형 
규모기간 확정 

의뢰 후 24시간 이내

2. 적합자 모집.선정 
___ 

데이터분석추천자 
or New 인플루언서 확정 

약 3~7일 소요 

3. 체험 
___ 

채널 
미션 가이드 전달     

약 5일 소요 

3. 리뷰작성, 배포  
___ 

후기 모니터링  
양질의 콘텐츠 생성 

약 5일 소요 

4. 고객사에 리포트 전달  
___ 

채널별 인터렉션, 
효과분석표 

리뷰 배포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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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즈루차이나 매체 분석 
중국의 SNS는 엄격한 자체 규정을 통해 잦은 시스템 변화,  
무분별한 광고성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티즈루차이나는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 후 인플루언서들의 아웃풋에 적용할 수 있도록하여 매체별 가장 적합한 
후기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1억5000+ 
1일 평균 가입자   20만+  

1일 생성 컨텐츠   3만+

현재 가장 핫한 티즈루 차이나 리뷰 채널 | 샤오홍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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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리뷰 배포  
최적합 중국SNS

샤오홍슈 | 현재 젊은층에 가장 핫한  
중국판 인스타그램 + 이커머스 융합 플랫폼 

웨이보 | 사용자 7억명의 중국 최대 SNS플랫폼,  
중국판 트위터

또우인(틱톡) | 유튜브를 제치고 전세계  
앱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2018년),  
숏 비디오 플랫폼

따중디엔핑 | 대중들의 논평을 기반으로하
는 중국 최대 020 플랫폼

웨이신(위챗) | 중국 최대 메신저 우빠통청(58통청) | 생활정보포털

사용자 10억명 중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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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리포트 
리뷰배포 후 10일내 퍼포먼스 리포트 제공 

• 매체별 인터렉션 분석  
• 바이두(중국의 네이버) 샤오홍슈 리뷰 연관 노출파악 등 분석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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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티즈루 마케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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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온라인생방판매)

중국 인플루언서 마케팅 58통청KOREA 플랫폼광고

-사용자 5억, 중국 1위 생활정보포털  
커뮤니티방/공식SNS/배너 광고 

중국마케팅최적화작업

-중국 언론보도 / 바이두 노출 배포 
-브랜드 홍보물 제작, 배포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기획, 운영 
-중국인 서베이(제품/서비스) 

 

> Best performance in the field

제품/서비스별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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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Beauty 

Fashion / Jewelry 

Culture / Event / Travel 

Food 

Health 

______ 

Marketing Performance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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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Performance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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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Beauty 

Fashion / Jewelry 

Culture / Event /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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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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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Event / Travel

Reference 
Collaboration 

Beauty 

Fashion / Jewelry 

Culture / Event / Travel 

Food 

Health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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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Beauty 

Fashion / Jewelry 

Culture / Event / Travel 

Food 

Health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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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Beauty 

Fashion / Jewelry 

Culture / Event / Travel 

Foo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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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DEPARTMENT STORE 
현대백화점 

웨이신 모바일 프로모션 운영

발급률 140%증가 

Reference 
Collaboration 

Beauty 

Fashion / Jewelry 

Culture / Event / Travel 

Food 

Health 

______ 

Marketing Performance



Reference 
Collaboration 

Beauty 

Fashion / Jewelry 

Culture / Event / Travel 

Food 

Health 

______ 

Marketing Performance

HYUNDAI DEPARTMENT STORE 
현대백화점 

웨이신 개별커뮤니티방 구축 온라인 바이럴

유입률 110%증가 



Reference 
Collaboration 

Beauty 

Fashion / Jewelry 

Culture / Event / Travel 

Food 

Health 

______ 

Marketing Performance

SHINSEGAE DUTY FREE SHOP 
신세계면세점 

웨이신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운영  
웨이신 개별커뮤니티방 구축

멤버쉽카드 발급률 
450% 증가



Reference 
Collaboration 

Beauty 

Fashion / Jewelry 

Culture / Event / Travel 

Food 

Health 

______ 

Marketing Performance

KOEUNMISO DENTAL CLINIC 
+ 5 MORE BRANDS 
고운미소치과 외 5개브랜드 

020 프로모션 운영  

1200명 한정 전원 마감



Reference 
Collaboration 

Beauty 

Fashion / Jewelry 

Culture / Event / Travel 

Food 

Health 

______ 

Marketing Performance

KOREA TOURISM ORGANIZAION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바이럴 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자 400%증가
2018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중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200명 전원 모집마감 



www.tziluchina.com

THANK YOU 
LEADING THE TREND MARKETING - TZILUCHINA 

Wechat. tzilucn

01  
About TZILU 

02  
Why TZILUCHINA 

03 
TZILU Marketing Service 

04 
Re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