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SIM
VTVcab
베트남 수출 준비부터 진출까지 !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성과는 높이는
ONE STOP 지원시스템

YEOSIM
+82 2 578 7171
yeosimseoul@gmail.com / korea@vtvcab.v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38 비아이콘스퀘어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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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회사소개

VIETNAM

YEOSIM
YEOSIM은 한국제품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베트남 1위 국영방송국 VTVcab과
베트남 1위 민간유통그룹 PHU THAI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SEOUL
- 국내 총괄(한국-베트남 가교역할)
- 수출준비(인허가, 번역)
- 베트남 진출 컨설팅
- 물류

YEOSIM-VTVcab
(+Phu Thai)
- 베트남 마케팅
SNS,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 온라인 유통
YEOSIM APP, 라자다, 티키, 쇼피, 센도 등

국내마케팅부터 베트남 유통까지,
수출준비부터 진출까지 지원합니다.

- 오프라인 유통
YEONGNAM
- 국내 마케팅 총괄

한국전용제품관 (STYLE-K)

- 문화공연
BLACK K FESTIVAL (ex.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VTVcab MSC
JEJU
- 제주 우수제품 유통
- 제주 제품 베트남 마케팅
- 제주특별자치도-VTVcab-PhuThai MOU

- SNS 마케팅
FACEBOOK, YOUTUBE, 인플루언서 마케팅

- 디지털 마테팅
GOOGLE 광고, FACEBOOK 광고, YOUTUBE 광고 등

- 콘텐츠 제작
홍보영상(브랜딩, 기업,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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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VTVcab
YEOSIM은
베트남 국영방송국 VTVcab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베트남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VTVcab은 1,000만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국영방송 1위 기업입니다.
YEOSIM VTVcab의 Marketing Support Center에서 LIVE 방송, 인플루언서 촬영, 마케팅 기획 등 한국 기업의
베트남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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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PHU THAI
YEOSIM은
베트남 민간유통그룹 PHU THAI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베트남 유통을
지원합니다.

PHU THAI는 200,000개 이상의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민간유통업계 1위 기업입니다.
패션, 식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기계, 헬스케어 등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한국기업은
베트남 전역에 SHOP IN SHOP과 한국제품 전용 오프라인 매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20개 주요 지방의 견고한 유통망
2,500개의 도매상
200개의 하위 유통업체
160,000개의 점포
2,000개의 전문점 및 편의점
1,000개의 슈퍼마켓과 미니마트
주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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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소개

One Stop
지원 시스템
베트남 진출에 필요한
수출준비부터 온라인유통, 마케팅,
오프라인 유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베트남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비용은 *수출바우처 사용으로 진행가능
*수출바우처: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이루어진 바우처(온라인포인트형태)를 이용해 ‘수출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지원기관(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 플랫폼
4/23
04/28

베트남 진출 TIME SCHEDULE
1개월

1단계
수출 준비

2개월

3개월

4개월

∙ 인증대행(인허가)

5개월

6개월

1. 한국 제품 전용관

∙ 디자인 번역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 MD매칭
2. 오프라인 임접 진행

2. 블랙 K 페스티벌

∙ 컨텐츠(영상)제작

2단계
시장 조사

7개월

3. PHU THAI 유통

∙ 샘플발송
∙ 시장조사
∙ 신용평가

∙ 온라인 4대마켓 입점(cs대응 및 배송)/ 인허가 완료시 가능

3단계
온라인 마켓
입점 및 마케팅

∙ 현지 언론보도
∙ 인플루언서 마케팅

∙ 유튜브 컨텐츠 마케팅
∙ VTVcab페이스북 페이지공유
* 홈쇼핑, APP(여심, 온미 등) 입점은 협의를 통해 진행

4단계
바이어 매칭
5단계
정식 수출

∙ PHU THAI 및 기타유통업체 MD 구매제안서 작성
∙ 샘플 발송

∙ 한국관(한국 제품 전용관) 오프라인 유통
∙ PHU THAI 및 바이어 매칭(오프라인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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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준비-인허가
●

단계 및 기간

1
서류준비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4

3

2

5

한국인증

베트남검사

베트남인증

유통허가

인증 및 공증

보건부 검사

검사 통과 후
서류발급

유통 허가 진행

(인허가 대상에 따라 준비서류 상이함)

서류발송

허가증 발급

화장품 (총 소요기간: 2-3개월)

2-3주

3-5주

4-6주

1-2주

식품 (총 소요기간: 3-5개월)

2-3주

6-8주

5-7주

2-3주

건강기능식품 (총 소요기간: 4-6개월)

2-3주

8-10주

6-8주

2-3주

성분 테스트에 따라 반려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정에 따라 총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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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온라인 유통
YEOSIM APP과 오픈마켓에 입점 및 구매좌표 설정
4대 마켓 –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전자기기, 옷, 악세서리 등 다양한 한국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LAZADA.VN>

<SHOPEE.VN>

<SENDO.VN>

<TIKI.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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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IM APP 입점
베트남 기반 비디오 커머스 어플

다양한 카테고리 확장 (화장품, 식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VTVcab과 협업으로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진행중

인플루언서, 기업회원 대상

베트남 일반 고객대상

라이브 스트리밍
Facebook,
Youtube 연동

새로운 타입의
기획전

SNS 공유 &
간편 로그인

Viral event
기능

회원 코드

빅 바이어, 제휴사,
인플루언서 등과의
전략적 판매

(Facebook, Zalo 등)

(타임딜, 초특가 등)

빅 바이어, 제휴사,
인플루언서 등과의
전략적 판매

폐쇄몰 기능
제휴 기업 대상
(VTVcab 임직원, 공무원 등)
(VTVcab 직원-3,000명,
회원-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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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케팅
페이스북 페이지 마케팅
VTVcab페이지 팔로워 총 3천만, 1페이지당 평균 팔로워 87만명, 페이지 16개, 뷰티/식품/여행/드라마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재고객 반응 !

뷰티 페이지 팔로워 157만명

120만
좋아요 3.7만
댓글 8.3천
도달

식품페이지 팔로워 176만명

도달 80만
좋아요 2.7만
댓글 2.5만
09/28

베트남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VTVcab이 보유한 1,000명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원하는 인플루언서와 업로드 횟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 656,274

<YEOSIM VTVcab 보유 인플루언서 Data(일부)>

팔로우 245,973

<베트남 인플루언서를 통한 라이브 방송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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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케팅
디지털 광고마케팅

-VTVcab이 보유한 디지털 광고마케팅 프로세스를 통해 광고 진행
-VTVcab 광고팀에서 직접 진행
-

<Google 광고: 검색, 쇼핑, Gmail, 배너 등>

<ZALO: 베트남 국민 메신저>

브라우저 스킨
<유튜브 광고>

<WIFI 광고: 공항, 역, 학교, 카페,
쇼핑몰의 와이파이 광고>

중앙 배너

아이콘

<CoC CoC 광고: 베트남 자국민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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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케팅
VTVcab News를 통해 언론으로 직접 송출
- 온라인 보도자료를 집필
- 베트남 전용 홍보 기사 배포
- 각 항목 별 주요 사업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공신력 상승

언론보도 진행
PROCESS

1. 사전협의

2. 기사구성

3. 베트남어 번역

4. 기사송출

5. 집행보고

베트남어로 번역

보도자료 송출

보도자료 집행보고

02.기사 구성

맞춤 보도자료 제안
사전협의

기사작성 관련 자료
전달 및 검토

언론보도 진행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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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유통구조
오프라인유통(16만개 유통망 확대)
/B2B 매칭

제품 판매 및 구매

한국전용제품관

오프라인 유통
PHUTHAI

오프라인 유통

제품 판매 및 구매

제품 판매
및 구매

입점/판매 의뢰
제품 판매 및 구매
DB 확보

판매 정산

한국기업

베트남소비자
여심 APP

제품 판매 및 구매

제품 정보제공

온라인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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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용 제품관
베트남 하노이 內 최대 규모 한국 제품 전용관 조성

진행 : VTVcab, PHU THAI, 여심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진흥원
모집 : 300개 기업 이상
위치: 하노이 타임시티 (예상)
운영: 2019. 11월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은 8월부터 시작 예정
•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전시 및 홍보, 판매 진행
• Open studio를 활용한 한류스타, 베트남 연예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진행
• 인허가, 번역, 통관/ 선적 등 수출부터 先사입을 통한 입
점 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

• 바이어 초청, 제품 설명회 등 상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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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베트남 텔레비전 케이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기관 지정

▲수출바우처 :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이루어진 바
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이용해 ‘수출 서비스 메뉴판’에
서 원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지원기관(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사업 플랫폼

페이스북 마케팅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 VTVcab 수출지원 서비스 :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YEOSIM과 VTVcab이 진행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수출바
우처로 사용 가능

인플루언서 마케팅

B2B 바이어매칭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

• SNS마케팅-인플루언서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 B2B 바이어 매칭
• 베트남 내 한국전용제품관 입점
한국관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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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호치민 JEJU PLAZA 오픈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산학융합원과 YEOSIM VTVcab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7월6일 제주산 화장품·식품 홍보 판매를 위한 제주플라자를 오픈
• 제주플라자는 호치민시 대표 유통매장인 반한몰(VanHanhmall)에 위치해있으며, 화장품·식품산업이 융·복합된 카페(Cafe) 형태로 운영
• YEOSIM VTVcab은 반한몰에 입점한 제주플라자의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을 전폭 지원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VTVcab이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을 통하여 마케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 SNS계정에 제주플라자 행사 업로드>

<베트남 인플루언서를 통한 라이브 방송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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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호치민 JEJU PLAZA 오픈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산학융합원과 YEOSIM VTVcab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7월6일 제주산 화장품·식품 홍보 판매를 위한 제주플라자를 오픈
• 제주플라자는 호치민시 대표 유통매장인 반한몰(VanHanhmall)에 위치해있으며, 화장품·식품산업이 융·복합된 카페(Cafe) 형태로 운영
• YEOSIM VTVcab은 반한몰에 입점한 제주플라자의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을 전폭 지원

*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 화면으로 이동

제주플라자 행사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907082340580228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62563794634454
042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
&idxno=36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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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Marketing Support Center)
Reference

VTVcab MSC 오픈
• VTVcab MSC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열어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유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 베트남 국영 베트남텔레비전 케이블(VTVcab)이 민간 유통그룹 푸타이 그룹(Phu Thai)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와 협력하여 베트남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마케팅하고 유통하는 VTVcab MSC를 오픈
VTVcab이 보유한 인프라를 통한 무한한 마케팅
*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 영상화면으로 이동

VTVcab이 소유한 인프라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할 VTVAcab MSC 개소식 진행

<MSC를 통해 베트남 마케팅 지원>

https://vtv.vn/goc-khan-gia/vtvcab-marketing-support-center-chinh18/28
thuc-ra-mat-2019070415434414.htm

MSC(Marketing Support Center)
Reference

VTVcab MSC 오픈
• VTVcab MSC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열어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유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 베트남 국영 베트남텔레비전 케이블(VTVcab)이 민간 유통그룹 푸타이 그룹(Phu Thai)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와 협력하여 베트남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마케팅하고 유통하는 VTVcab MSC를 오픈

VTVcab MSC 오픈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0/96405853/
2

*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 영상화면으로 이동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18838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7/489077/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41529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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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BA와 MOU채결
• 베트남 국영방송국인 VTVcab이 서울산업진흥원(SBA)과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마케팅 및 유통을 지원할 예정.
• VTVcab과 SBA는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효율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진행하여 VTVcab은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과 온라인

커머스 매장 운영을 추진
VTVcab과 SBA의 MOU채결
VTVcab과 SBA는 한국기업의 원활한 베트남 진출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

 VTVcab은 PHU THAI Group과 협력하여 금년 하반기(10월 예상)에
한국 제품 전용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쇼룸, 오픈 스튜디오,
K-Lounge, Korea Life Style, O2O, B2B 등을 진행하는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전시, 소개 및 유통
 한국-베트남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이 활용할 오픈 스튜디오는 라이브 방송,
팬미팅, TV CF, 옥외광고, 언론홍보, 미디어홍보, SNS, KOLs(인플루언서)을
통한 제품홍보, 대규모 음악 행사 개최, 베트남 K-POP 팬들에게 한국 문화
소개를 통해 베트남에 하나뿐인 핫 플레이스를 만들 예정
문의는 VTVcab의 한국 공식 에이전시 YEOSIM VTVcab 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http://yeosimvtvcab.com
☏ 02.578.7171
E-mail yeosimseo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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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BA와 MOU채결
• 베트남 국영방송국인 VTVcab이 서울산업진흥원(SBA)과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마케팅 및 유통을 지원할 예정.
• VTVcab과 SBA는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효율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진행하여 VTVcab은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과 온라인

커머스 매장 운영을 추진

*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 화면으로 이동

VTVcab과 SBA의 업무협약 체결 기사

https://ictnews.vn/kinh-doanh/doanh-nghiep/vtvcab-ra-mat-du-anvtvcab-msc-ho-tro-doanh-nghiep-han-quoc-tiep-thi-phan-phoi-sanpham-184878.ict

https://congthuong.vn/ra-mat-du-an-hop-tac-ho-trodoanh-nghiep-han-quoc-tai-viet-nam-121976.html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7/5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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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OSIM VTVcab 행사 영상
* 영상 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 화면으로 이동

▶ 호치민 제주플라자 오픈

https://drive.google.com/file/d/1CQlraQIGr6etzY5LMWGXRa2J_vvZyIF
k/view?ts=5d24011b

▶ VTVcab MSC 오픈

▶ VTVcab SBA 업무협약

https://www.youtube.com/watch?v=P6ynm8WvZuE&feature=youtu.b
e

https://www.youtube.com/watch?v=fJmmA9L5nOc&feature=youtu.be

문의는 VTVcab의 한국 공식 에이전시 YEOSIM VTVcab 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http://yeosimvtvcab.com
☏ 02.578.7171
E-mail yeosimseo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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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2019 베트남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바이어 매칭)
일시: 2019. 4. 15(월), 09:30~17:30
*별도상담회 17:30~20:00
장소: 5F 백두홀 중앙
참가: 국내기업 183개 업체(별도상담회 23개 기업 포함)
Type: 품평회 타입

참여바이어
VIP

6명

VTVcab 촬영

8명

Phu Thai MD

5명

VTVcab E커머스 팀

7

일반바이어

16

인플루언서

6

총 인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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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2019 베트남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제품시연>

<한-베 라이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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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OSIM 자체 마케팅 프로그램 ‘HERE WE GO’

한국-베트남 동시 LIVE 방송 진행 한국의 인기가수 ‘청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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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행사 및 K-Beauty Trend 전시 판매
KPOP 콘서트 & 메이크업쇼 등을 통한 브랜드와 제품 홍보

전시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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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여심 앱 및 제품 홍보 행사 플리마켓 in 호치민,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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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뉴스기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아프리카 TV , 롯데카드

<여심 VTVcab 합작법인 설립>

<VTVcab-중진공-Phuthai MOU>

<여심 롯데카드 발급>

<아프리카 TV 베트남 MCN채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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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IM
여심을 통해, 한국의 모든 것을 베트남으로
YEOSIM, Everything of S.Korea to Vietnam
yeosimseoul@gmail.com
yeosimyeongnam@gmail.com

+82 10 2195 5415
+82 70 5184 4567

www.yeosimvtvca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