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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가 국제 바이어를 만나는 바이어-셀러

B2B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01. 케이뷰티커넥트
플랫폼 소개



01. 케이뷰티커넥트
플랫폼 소개

24시간 마케팅&영업

온라인 중요성 성장

가성비

간편한 접근성

K-Beauty 전문 플랫폼



02. 케이뷰티커넥트 플랫폼 페이지구성

셀러페이지

• 참가사 KBC 사용방법
①회원가입 → ②셀러페이지개설 → ③바이어발굴

상품리스트

온라인부스

참가사 정보

참가사 소개
온라인부스

참가사 위치

상세페이지
및 이미지

브랜드로고

메인상품1
메인상품2

홍보영상

메시지박스 관심기업등록 페이지공유



• 바이어 KBC 사용방법

① 회원가입

↓

② K-beauty 상품/서비스 써치
- 관련어 검색
- 상품 분류
- 전시회 관람
- 참가사 분류

↓

③ 셀러페이지/ 상품페이지방문

↓

④ 참가사 컨택

02. 케이뷰티커넥트 플랫폼 페이지구성

메인페이지



참가사 KBC 등록

⚫ K-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 거점 플랫폼
ⓐ 온택트 해외 B2B 바이어 발굴 확대
ⓑ 해외 국가별 B2C 전문 기업과의 B2B 거래로 해외지사형 진출

B2B 파트너 연결

ⓐ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 수출 시장 진출

ⓑ KBC 해외 현지

파트너 B2C서비스신청

해외 상품등록 해외 상품판매

03. 케이뷰티커넥트 서비스

서비스 소개



• 코이코보유 DB를 이용한 바이어 초청
• 코이코 해외 전시 주최 파트너사 바이어 초청
• 구글 검색엔진 홍보를 통한 바이어 유입

• K-Beauty Connect 특별 테마 전시회 초청
• KBC 및 해외파트너 바이어-참가사 매칭

• KBC 바이어 써칭 & 매칭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KBC 참가사
바이어 연결

03. 케이뷰티커넥트 서비스

ⓐ 해외바이어 발굴



기존 바이어 매칭 방식

03. 케이뷰티커넥트 서비스

ⓐ 기존 바이어 매칭 vs  KBC 해외바이어 다이렉트 연결

KBC 가입시

자료 제출 컨펌
직접적 온라인 자료 등록

VS.

3-7일

1일

바이어 매칭 대기

2일 해외 B2B 서비스 신청

해외 바이어써치 마케팅 진행1-3개월 2일차

기존 수작업적인 B2B 매칭으로
제한된 바이어와의 미팅 기회

다양한 형태와 사이즈의 바이어와
직접적으로 소통



03. 케이뷰티커넥트 서비스

ⓑ KBC 해외 파트너



03. 케이뷰티커넥트 서비스

ⓑ KBC 해외 파트너를 통한 해외 진출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시 문제점

- 해외 B2C 플랫폼 內 낮은 인지도
- 시장 내 가격 컨트롤 미약
- 잘못된 CS로 브랜드 평판 저하
- 해외지사, 총판만을 통한 수출 기로
- 현지화 마케팅 진행 어려움

K-Beauty Connect 
한국 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 극대화를 위한 Enabler

현지 상품등록

해외 서비스 참가사 BENEFIT

현지 창고보유

KBC 파트너 플랫폼 上 판매

KBC를 통한 원스톱 해외 진출

로컬 기반 경험 마케팅&컨설팅
진행으로 안정성 UP

해외지사와 같은 업무 진행
(고객상품배송/CS)



해외파트너 CLK DMI Gomi Deltus

국가 미국, 뉴욕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형태
오프라인

The Style K
온라인
tmall

온라인
gomi store

온라인
Deltus.com

신청사모집 先30개 업체 신청시 가입 신청시 가입 신청시 가입

서비스
창고/CS/Sales/

마케팅
위생허가/CS/

마케팅
상품등록/창고/
배송/CS/마케팅

상품등록/창고/
배송/마케팅

03. 케이뷰티커넥트 서비스

ⓑ KBC 해외 파트너



브랜드 제조 원료 & 제형 포장 & 라벨 기기&설비 기타

약 200개 51개 업체 9개 업체 3개 업체 5개 업체 2개 업체

참가사 수

총 112개 사

04. 케이뷰티커넥트 참가사현황

참가사수 및 참가기업 형태



9月
플랫폼 오픈

10月-11月
참가사 무료 사용 & 추가 해외 파트너 연결

12月
정식 가입 운영

05. 케이뷰티커넥트 운영

플랫폼 오픈 및 운영 일정



감사합니다

20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