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국 온라인 홍보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신청기업 모집공고

우리 진흥원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기술에 대해 중국시장 인지도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목적으로 “2021 중국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신청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참가
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1 중국 온라인 홍보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부산 소재 중소기업(필수조건)
가. 중국 전자상거래 및 SNS 채널에 입점되어 자체 현지 판매망을 보유한 기업
나. 2020년도 수출액이 2,000만불 이하인 부산 소재 중소기업
다.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재무제표 보유기업
라.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수출을 위임받은 부산소재 무역업체
마. 2021년도 타 기관의 관련 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지원금 수혜 예정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부산시 해외마
케팅 지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2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 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사업분야별 소요비용의 90% 지원, 업체부담 10%(1사당 500만원 한도)
가. 지원내용
3. 모집규모

연번

1

서비스

대상
기업

언론 매체

제품

홍보

기술

주요내용
∘ 중국의 공신력있는 언론 매체에 기사제작 및 송출
- 언론매체 : 웨이보, 바이두, SINA 등 대형언론사
- 기사작성 : 기자 or 기자출신 에디터
- 중문번역 : 중국어 전문가
∘ SNS 플랫폼 및 숏클립 홍보 마케팅
- 플랫폼 : 도우인(TicTok, 抖音), 샤오홍슈(小红书), 기타 SNS 플랫폼 등

2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제품

- 주요내용
① SNS 플랫폼 포스팅자료 제작 및 제품홍보 활동
② SNS 숏클립 영상제작 및 홍보마케팅 추진
※ 숏클립 영상 : 15초 단위의 단편영상

나. 지원조건
◯ 지원요율 : 전체 소요비용의 90%
◯ 지원한도 : 1사당 500만원 한도(초과금액은 참가기업이 부담)
[중국 주요 SNS 플랫폼 정보]
온라인 사이트

특징
∘ 도우인(抖音)의 글로벌 버전이 TicTok으로 한국에선 TicTok으로 많이 알려짐.

도우인

∘ 음악과 동영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15초 숏 클립 공유 플랫폼으로, 20-30 젊은 세대의

(抖音)

많은 지지와 단순 오락성 숏 클립 공유 외에도 브랜딩, 챌린지, 광고 등 여러 영역으
로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중국 최대 오락성 SNS 플랫폼.
∘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SNS 정보공유 성격을 가진 쇼핑몰, “나의 생활을 기록하라”라는

샤오홍슈

슬로건을 토대로 뷰티, 맛집, 건강, 육아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기록할 수 있는 SNS 채널

(小红书)

∘ 2019년기준 이용자수 2억명으로, 주 고객층은 20-30대 여성이 활발한 이용자 집단으로 볼
수 있음.

온라인 사이트
메이파이
(美拍）

특징
∘ 메이투씨우씨우(美图秀秀) 어플로부터 파생된 동영상 어플로 뮤직비디오와 같은 효과
를 비롯해 bgm 설정, 표정 변경, 스마트 편집, 필터 효과 기능으로 사용자들의 흥미를
이끌고 있음.

훠산샤오스핀
(火山小视频)
콰이쇼우

∘ 15초 시간 내 일상을 담을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일상은 물론 재능, 크리에이티

브, 취미 등의 소재를 동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 또한, 고화질 LIVE 기능을 제공.
∘ ‘gif 콰이쇼우’ 라고도 부르며, 중국 각지의 전체적인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 일상 생활기록
App. 일상 기록을 통해 팔로워 혹은 LIVE로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음.

(快手）

∘ 웨이보 플랫폼 산하의 먀오파이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숏 클립보

먀오파이

다는 1~5분가량의 짧은 동영상이 대다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개개인이 크리에이터가 되

(秒拍)

는 위 App 들과 달리 뉴스, 드라마, 예능 등 기존의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이를 공유하는
APP으로 분류할 수 있음.

6. 지원방법 :

본 지원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완료한 업체 중, 신청
기업이 1개사를 직접 지정하여 진행

7. 서비스 추진절차
① 신청업체 모집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
BEPA

⇨

② 제안설명회 개최
(지원업체 대상)
BEPA ↔ 지원업체

⇨

③ 지원업체별
수행업체 결정
수행업체 ↔ 지원업체
⇩

⑥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

⇦

BEPA → 지원업체

⑤ 서비스별 결과물 제출
수행업체 → BEPA, 지원업체

⇦

④ 서비스별 업무착수
수행업체 ↔ 지원업체

⇩
⑧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지원업체 → BEPA

⇨

⑨ 지원금 산정 및 지급
BEPA → 지원업체

8.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3. 25.(목) ~ 2021. 4. 8.(목) 18:00
나. 신청방법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http://trade.busan.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된 회원은 향후 부산시의 모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가능
② 상단의 청색 메뉴 중 “지원사업 신청” 선택 → 메뉴 중 “무역대응력” 선택
③ “2021 중국 온라인 홍보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선택 → 화면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④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필수 : 신청기업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제출서류는 참가기업 선정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이므로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하며, 신청
기한 내에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9. 제출서류 : ‘붙임’의 “신청기업 제출서류” 참조

※ 그 밖에도 해당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선정결과 통보 :

2021. 4. 16.(금) 限

※ 선정결과는 선정 및 예비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팀 최경원 과장
○ 주 소 :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연산동, 프라임시티)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연락처 : 전화 051-600-1722 / 이메일 trade@bepa.kr

11. 신청 및 문의 :

2021. 3. 25.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