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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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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ING 
at Vietnam

글로벌 마케팅,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언어걱정, 비용걱정, 환경걱정... 걱정만 산더미 같으시죠? 

글로벌 마케팅을 망설이게 하는 수 많은 걱정들. 

이제 엠피아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급부상하고있는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지역인 베트남에서

엠피아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만들어 보세요.

이미 국내에서 방송효과를 검증 받은 뷰티 방송 프로그램

GET IT BEAUTY가 베트남에 상륙 합니다.

‘GET IT BEAUTY VIETNAM’- Season 1.과 함께

베트남 마케팅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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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Introduction

1.  Who we are

2. Get It Beauty Korea

3.  Marketing Effect

4.  Marketing tool for Market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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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HO WE ARE

▲ TNA 와 CJ ENM의 ‘Get It Beauty’판권계약서

‘Get It Beauty’ 베트남 판권계약사인 ‘TNA’와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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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아가
당신의 데이터를,
당신의 브랜드를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마케터의 경험에 의존해서는 더 이상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담보 할 수 없습니다. 광고주 영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영업대행사들의 관리에 한계
를 느끼신다면,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엠피아와 함께 하세요.

1인 1미디어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진정한 퍼포먼스 마케팅, 탁월한 크리에이티브에서 글로벌 마케팅 까지! 
엠피아는 17년간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광고대행사 입니다.

1.1. WHO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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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UCCESS

MARKETING

공식 광고대행사



1.2. GET IT BEAUTY KOREA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뷰티 전문 TV 프로그램

2006년 온스타일을 통해 방송을 시작한

‘Get It Beauty’는 CJ ENM 제작하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뷰티 전문 TV 프로그램

메인 MC인 탑 모델 장윤주가 뷰티 전문가, 힙한 연예인과 출연해

뷰티 정보와 팁을 제공 ▶ 20~30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

신뢰성과 재미 그리고 입소문 겸비해 방송 후 구매 전환률 매우 높음

▶블라인드 테스트 1위 제품의 매출 400%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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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ARKETING EFFECT

탁월한 마케팅 효과

겟잇뷰티 블라인드 테스트 (비협찬 코너)

Get It Beauty는 블로거, 게스트 대상의

화장품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브랜드/상품별 순위를

공개하는 “겟잇뷰티 블라인드” 코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높은 신뢰를 얻음.

해당 블라인드 테스트 코너에 1위를 차지한 제품은

방송 후 완판 사례 속출 및 매출 최대 400%까지 증가

겟잇뷰티 에피소드별 노출 상품

전문가 꿀팁, 연예인 애장품 등 방송에 노출된

뷰티 상품 추후 추가적 브랜드 및 상품 홍보에 사용

파격적 인기 및 높은 판매력을 가지게 됨

© 2018 M·PIA COMMUNIC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



1.3. MARKETING EFFECT

탁월한 마케팅 효과

블라인드 테스트
1위 제품

매출 400% 증가

방송 이후
브랜드 관련 키워드

검색 5배 이상
급상승

※ 예시 :  홀리카홀리카 마스크팩

블라인드 테스트 방송 이후

관련 상품 온·오프라인 모두 품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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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ARKETING TOOL FOR MARKETING EXPANSION IN VIETNAM

베트남 시장 현황

배트남 내 한국 화장품의 인기

배트남 내 한국 드라마, k-pop등 한류 열풍

▶한국 뷰티 제품 인기수요가 높음

화장품 등 뷰티 제품 광고 및 마케팅 툴의 부족

베트남 내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 실적을 효과적으로

높이는데 필요한 강력한 광고 툴과 프로그램 부재

VS

베트남 뷰티·화장품 업계에
새롭고 파격적인 광고

및 콘텐츠 마케팅 툴 제공!

PPL 제품 소개, 미용 팁, 튜토리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뷰티 컨텐츠를 제공

이를 통해 현지 시장에 제품을 홍보 및 2차 마케팅 활용

디지털 바이럴을 이용한 판매 실적 향상 기회 제공
© 2018 M·PIA COMMUNIC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대 효과



CHAPTER II. Get It Beauty Vietnam 

1. Get It Beauty Vietnam Introduction

2. Program – Contents & Episode

3. Timeline

4. MC and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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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GET IT BEAUTY VIETNAM

현지 주요 채널에서 방송

 제작자 : Truong Ngoc Anh,  Tung Leo

 감 독 : Tung Leo

 제작사 : TNA Entertainment

 파트너사 : CJ E&M KOREA,  Promati

 시 즌 :  1 (2019년 5월 방송 예정)

 회 차 : 12회 (에피소드 1-12)

 방송시간 : 45 분/회

 송출시간대 : 골든 프래임 (7pm-9pm) 주1회 에피소드

 시청자 연령대 : 15 ~ 50 세

 채 널 : HTV7, YOUTUBE

 베트남 국영 방송 채널로 전국 채널 망 보유

 90만 명 인구가 HTV7 채널 시청

 HTV7은 엔터테인먼트, 뷰티등 에 관심있는 젊은층(20,30대)을 메인 타깃한 방송 채널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영상 채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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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GET IT BEAUTY VIETNAM

제작사(TNA) 대표 겸 Main MC

 베트남 유명 연기자 Trung Ngoc Anh(쫑압안)이 창립한

TNA 엔터테이먼트사

 CJ ENM 로부터 ‘Get it Beauty’ 판권 구매

 CJ ENM과 협력하여 한국 제작 노하우, 콘텐츠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Get It Beauty Vietnam 제작

Truong Ngoc Anh, 연기 이외 베트남 유명 프로그램 MC경력

 Project Runway Vietnam (2014)

 Project Runway Vietnam (2015)

 Vietnam Next Top Model All Stars (2017)

 현재 할리우드 영화 촬영 및 Get It Beauty Vietnam 2019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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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ROGRAM : CONTENTS & EPISODE

MAIN CONTENTS

 Beauty : 화장품, 미용기구

 Fashion : 의류, 액세서리

 Daily life : 가정용품, 마사지 기기

 Nutrition : 비타민 영양제, 보조 식품

 Self-care : 개인 및 가족 관리 용품

 Health : 다이어트, 운동, 요가

MAIN STRUCTURE

 유명 연예인들의 뷰티 라이프 및 팁 따라 하기

 원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상품 정보 공유

 연예인들의 미용 팁을 공유로 뷰티 및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젊은 시청자를 유치

MAIN SHOW HOST

 베트남 Top A 연예인들로 구성된 메인 MC 

GUESTS

 각 에피소드별 유명 배우, 인플루언서, 블로거, 

 영양사, 운동 코치 등 특별 게스트 초대하여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운동, 미용, 건강, 생활 경험 공유

체계적인 컨텐츠/에피소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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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게스트들 대상으로 해당

에피소드와 관련된 제품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진행

우승 제품에 ‘Get It Beauty’ Certificate

제공

2.2. PROGRAM : CONTENTS & EPISODE

STRUCTURE OF EPISODE

유명 연예인 또는 뷰티 블로거들의 파우치

공개, 뷰티 팁을 공유하는 코너

자연스러운 상품 노출과 연예인이 직접

사용하는 뷰티 아이템으로 자연스러운 노출.

Segment 1.
Talking Mirror / Beauty Secret

Segment 2.
The Blind Test(비협찬 코너)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업계 전문가, 뷰티

블로그들의 메이크업 튜토리얼 경험

메이크업, 뷰티 팁, 피부 관리, 건강 관리, 다

이어트, 헤어 스타일링 등 모든 뷰티 팁 공유

Segment 3.
Tutorial with Celeb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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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ROGRAM : CONTENTS & EPISODE

CONTENTS OF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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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IMELINE

TIME 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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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C & GUEST INTRODUCTION

Main MC & Co-Host

Truong Ngoc Anh
Main MC

© 2018 M·PIA COMMUNIC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

Chau Bui
Co-Host

Angela Phuong Trinh
Co-Host

 1976년생

 베트남 S급 연예인. 

 뛰어난 연기로 베트남 국민 여배우로 알려짐. 

 한국의 고현정 급 배우.  

 30대 이상의 두터운 팬 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각종 인기 프로그램인 탑모델, 프로젝

런어웨이, 할리우드 영화 출현 하여 활발히 활동중.

 https://www.youtube.com/watch?v=250Dpwo_ehE

 1997년생

 베트남 유명 패셔니스타

 현재 베트남에서 제일 핫한 패션스타로

각종 국제 패션 이벤트 Paris Fashion week

초대 연예인 .

 10대~20대사이 여성으로 부터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으며 최근 각종 티비, 영화에도 출연함.

 한국의 GD급 패션/뷰티 임팩트 및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셔니스타.

 https://instagram.com/Chaubui_

 1995년생

 아역 배우 출신으로 베트남 S급 유명 연기자. 

 국민 여동생으로 알려짐. 

 럭셔리 뷰티 아이콘으로유명 하며 고급 스런

스타일로 20~30대중반 여/남성으로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음. 

 뛰어난 연기 평으로 각종 영화, 드라마 출연. 

SNS에서뷰티/폐션 아이콘으로 활발히 활동중.

 https://instagram.com/angela.phuongtrinh

https://www.youtube.com/watch?v=250Dpwo_ehE
https://instagram.com/Chaubui_
https://instagram.com/angela.phuongtrinh


2.4. MC & GUEST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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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Actress Model - Actress Actress

Main Achievement
- Best Actress of The Year (2014) –
Golden Kite Award 

- New Face của WeChoice Award 
(2016)

- Top Fashion Influencer (2017)

- Awardee of MAMA (2017)

Show host/ Movie

Movie:
- Huong Ga” (2014)

TV Series:
- TV film “Bloody money” (1999)
- Project Runway Vietnam (2014)
- Project Runway Vietnam (2015)
- Vietnam’s Next Top Model (2017)

Movie:
- Em chua 18

TV series: 
- The Face Vietnam (2017) 

Event:
- Paris Fashion Week (2017-2018)
- Seoul Fashion Week (2018)

Movie:
- Taxi, em tên gì?

- Sứ mệnh trái tim

- Vệ sỹ, tiểu thư và thằng khờ

TV Series:
- Glee Viet Nam (Season 1, 2)
- Nguoi me nhi
- Kinh van hoa
- Mui ngo gai

SNS

263,000 followers
https://www.facebook.com/truong.n.a
nh.775

1 mil followers
https://instagram.com/Chaubui_

910,000 followers.
https://instagram.com/angela.phuon
gtrinh

https://www.facebook.com/truong.n.anh.775
https://instagram.com/Chaubui_
https://instagram.com/angela.phuongtrinh


2.4. MC & GUEST INTRODUCTION

베트남 Top A급 연예인 (슈퍼 모델 / 미스 베트남)

Lan Khue
Miss Ao Dai Viet Nam 2014 

Show host, Super Model

Pham Huong
Miss Universe Viet Nam 2015

Show host, Super Model

Minh Tu
Super Model, Show host

1st Runner – Asia’s Next Top 
Model

J.Mi Ko
Korean famous electronic 

violi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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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C & GUEST INTRODUCTION

베트남 Top A 탤런트

Katleen Phan Vu
Actress

Kaity Nguyen
Actress

Kieu Trinh Xiu
Actress

Quynh Anh Shin
Ac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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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C & GUEST INTRODUCTION

베트남 Top A 탤런트/가수

Rocker Nguyen
Singer, Actor

Issac
Singer, Actor

Will
Singer, Actor

Jun Pham
Singer,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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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C & GUEST INTRODUCTION

베트남 인기 아이돌

Thanh My
Young Actress, Hot teen

Han Sara
Korean Actress, Singer

Ne Ne
Thai Actress, Singer, Hot teen

Lime Band
Singer, Ac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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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C & GUEST INTRODUCTION

베트남 Top A 가수/댄서

Cuong Seven
Dancer, Actor, Singer

Lam Vinh Hai
Dancer, Actor

Quang Dang
D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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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C & GUEST INTRODUCTION

베트남 유명 뷰티 블로거

© 2018 M·PIA COMMUNIC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

Quach Anh
Make-up Artist

Dao Ba Loc
Singer

Chloe Nguyen
Beauty Blogger



2.4. MC & GUEST INTRODUCTION

베트남 유명 가수 / 작곡가

Kai Dinh
Composer, Singer

Tien Cookie
Composer, Singer

Gil Le
Singer,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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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Marketing Plan 

1. Product Placement Advertisement (PPL)

2. Digital Plan

3. Marketing Tool

4.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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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roduct PLacement Advertisement (PPL)

Get It Beauty 간접광고(PPL)

1. 블라인드 테스트(비협찬코너) 2. Talk to Mirror/ Beauty Secret 3. Tutorial

상품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1순위 공개
1위 상품 방송 후 겟잇뷰티 라이선스 구매 가능

겟잇뷰티 대표 코너
◆ 플랫폼: HTV7, 페이스북 , 유튜브
◆ 출연자:  메인 MC, 게스트, 실험단,
◆ 제작방식: 협찬 브랜드 상품 1위 ,  라이선스
제공, 겟뷰 영상 재편집 + 협찬 브랜드 이미지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ic-fKpcbAg

연예인 게스트, 뷰티 인플러언서가 추천하는
뷰티팁, 노하우 공개

연예인/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화장품 공개 코너
◆ 플랫폼: HTV7, 페이스북 , 유튜브
◆ 출연자: 연예인 게스트,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
◆ 제작방식: 협찬 브랜드 연예인 사용 화장품으로
소개, 겟뷰 영상 재편집 + 협찬 브랜드 이미지
(초상권 추가 논의 필요)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vP7Ntp1PlA
https://www.youtube.com/watch?v=5WpgY1ROIXg

메이컵, 폐션, 헤어, 의사, 트레이너.등
각 분야 전문가가 출연하여 PPL 상품 추천 및
전문지식 공유

전문가가 추천/공유하는 코너
◆ 플랫폼: HTV7, 페이스북 , 유튜브
◆ 출연자:  메인 MC 및 출연진 유동적
◆ 제작방식: 전문가가 추천/사용하는 협찬 브랜드
상품. 겟뷰 영상 재편집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YzSlElZofg

https://www.youtube.com/watch?v=Oic-fKpcbAg
https://www.youtube.com/watch?v=3vP7Ntp1PlA
https://www.youtube.com/watch?v=5WpgY1ROIXg
https://www.youtube.com/watch?v=WYzSlElZofg


에피소드/코너별 영상 편집뒤

겟잇뷰티 공식 유튜브,페이스북

디지털 플래폼에 업로드

3.2. DIGITAL PLAN

TV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간접광고(PPL)

PPL 및 콘텐츠 영상 제작

HTV7 및 Today 채널 통한 방송

HTV7 TV 방송 유튜브, 페이스북

겟잇뷰티 특별 게스트, 연예인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클립영상 쉐어 제품 소개 포스팅

 디지털 바이럴

Digital V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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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IGITAL PLAN

Viral Marketing

Get It Beauty Official Page

 겟잇뷰티 에피소드/ 코너별 PPL 영상 편집 뒤
 겟잇뷰티 베트남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업로드

KOL Viral Marketing

 겟잇뷰티 MC, 특별 게스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방송
공유.   

 50명의 겟잇뷰티 실험단, 방청객 (블로거, 인플루언서) 
 Brand Ambassador 로 SNS에 제품 소개, 후기 포스팅

No. Name Insta FB

1 Dong Nhi 1,127,204                           8,403,027                           

2 Chi Pu 2,563,469                           8,148,932                           

3 Lan Khue 490,233                              368,988                              

4 Pham Huong 939,112                              

5 Minh Tu 598,547                              386,137                              

7 Kaity Nguyen 692,297                              429,840                              

8 Kieu Trinh Xiu 474,838                              472,532                              

9 Quynh Anh Shyn 1,866,419                           1,060,459                           

10 Rocker Nguyen

11 Issac 1,487,409                           470,567                              

12 Will 131,026                              

13 Jun Pham 417,139                              205,110                              

14 Thanh My 31,543                                 

15 Han Sara 241,589                              802,071                              

16 Ne Ne 301,310                              

17 Lime Band 381,458                              

18 Cuong Seven 108,844                              255,461                              

19 Lam Vinh Hai 54,728                                 385,799                              

20 Quang Dang 165,933                              756,058                              

21 Quach Anh 106,447                              152,488                              

22 Dao Ba Loc 24,284                                 73,396                                 

23 Chloe Nguyen 288,394                              128,155                              

24 Chau Bui 1,047,864                           219,714                              

25 Kai Dinh 5,853                                   103,182                              

26 Tien Cookie 106,794                              191,826                              

27 Gil Le 694,976                              707,916                              

Followers

팔로워 24.134.659※참고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etitbeautytv/?hl=k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onstyleTV             

https://www.instagram.com/getitbeautytv/?hl=ko
https://www.youtube.com/user/onstyleTV


3.3. MARKETING TOOL

온라인용 영상 편집/ Footage 광고

• 방송PPL구간을 재편집해 제작 (단, 출연자 초상권, 성명권 사용 시 별도 협의 필요)
• 페이스북 파워 팬페이지 바이럴 진행

※참고
풋티지: https://www.instagram.com/p/BnuxdT-lbgE/?hl=ko&taken-by=getitbeautytv

<겟잇뷰티> 다이슨풋티지광고

https://www.instagram.com/p/BnuxdT-lbgE/?hl=ko&taken-by=getitbeautytv


3.3. MARKETING TOOL

마케팅 라이선스 (풋티지/판매영역확장) 

구분 활용IP 활용처 활용범위 및 제약사항

마케팅

라이선스

+ 편집영상 포함

+ 판매영역 확장

프로그램로고,

PPL 방송본

캡쳐이미지,

풋티지

(영상,음성)

- 자사플랫폼 (오프라인, 디지털)

- 외부미디어

(방송,디지털, 인쇄, 라디오)

- 외부 유통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디지털)

- 활용IP를 협찬한 제품 광고, 홍보 활동에 사용 가능

- 제품에 스티커 부착, 인쇄, 포장에 사용 가능

- 활용IP 사용 시 폰트 변경 및 이미지 재 가공, 편집 불가

- POP 및 (디지털) 배너 문구, 배너 랜딩페이지 가능

라이선스 노출위치 제약 有

: 문구) 가격, 1+1, 기획판매 등 직접판매정보 노출 불가

- 출연자 초상권, 성명권 사용 시 별도 협의 필요

- 사용기간 및 국가범위 변경 시 별도 협의 필요

겟잇뷰티 1위 상품에 한해 PPL적용회차 방송 이후, 
방송에 노출된 제품의 광고홍보 활동 및 판매 촉진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적 활동에 [겟잇뷰티 2019] 콘텐츠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 제공
◆ 출연자 초상권, 성명권 사용 시 별도 협의 필요
◆ 본 방송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기준

※참고
풋티지 SNS 포스트: https://www.instagram.com/p/Bl65aeUh5pk/?hl=ko&taken-by=getitbeautytv
블라인테스트 라이센스: https://www.instagram.com/p/Baan9AcFLPG/?hl=ko&taken-by=getitbeautytv

https://www.instagram.com/p/Bl65aeUh5pk/?hl=ko&taken-by=getitbeautytv
https://www.instagram.com/p/Baan9AcFLPG/?hl=ko&taken-by=getitbeautytv


3.4. OPPORTUNITIES

기대효과

베트남 탑 A 연예인
섭외 준비 완료

CJ ENM과의 협력 및
겟잇뷰티 한국성공 사례

베트남
국영 방송 채널

마케팅
시너지

Get It Beauty는 CJ ENM과 협력제작한
베트남 최초의 뷰티 전문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내 미용 및 화장품 업계의
강력하고 독보적인 마케팅 툴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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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Sponsorship

1. Package

2. Qu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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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PONSORSHIP - PACKAGE

스폰서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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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ONSORSHIP - QUOTATION

예산 / 세부 견적은

지금 문의 하세요.

02-324-7272
ad@mpia.co.kr
www.mpia.co.kr

mailto:ad@mpia.co.kr
http://www.m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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