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안바우 HUB153은 상위 중국도소매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 휴대폰에 다이렉트 문자를 발송
하는 국내 유일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天宝广告
Direct message

HUB153



왜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1년 동안 박람회를 다니면서 중국바이어 연락처를 1-20곳 받기 힘든 상황가운데
SMS중국 키워드 타케팅 문자 홍보가 상당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메일 오픈률은 10% BUT 문자SMS 확인률은 90%를 넘습니다

박람회는 더 이상 NO
쉽고 빠르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바이어를 찾아드립니다.



한국기업 중국기업
대표 휴대폰

상품소개

키워드 타케팅 중국 문자 발송이란

300만 중국 도매기업 핸드폰 연락망 중에서 귀사의 상품을 구입할 최적의 회사

대표, 담당자들과 다이렉트 홍보 후 위쳇 상담을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문자서비스 소개



상품소개

중국기업 대표에게 직접홍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품목을 다룬다면 중국에 화장품 유통 판매 하는 회
사를 추려서 문자 광고를 해주고 제품 상담문의까지 중국어로 해주
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의류,식품,화장품,아이디어,자동차 상품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
한 키워드 연락망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소개



상품소개

키워드 타케팅 문자 확인 사이트

http://hub153.com/sms-list/ id : demo   pw : chunbo

문자서비스 소개

<A사 기업리스트 제품검색> <B사 기업리스트 지역검색>

http://hub153.com/sms-list/


상품소개

키워드 타케팅 문자 확인 사이트

http://hub153.com/sms-list/ id : demo   pw : chunbo

문자서비스 소개

<바이두에 회사이름 복사 검색 후 번호일치 확인가능>

http://hub153.com/sms-list/


상품소개

키워드 타케팅 문자 확인 사이트

http://hub153.com/sms-list/ id : demo   pw : chunbo

문자서비스 소개

<바이두에 회사이름 복사 검색 후 번호일치 확인가능>

http://hub153.com/sms-list/


문자서비스 소개



상품소개문자발송내역 확인 제공 피드백

<발송압축링크, 발송시간, 발송문자수량> <발송목록 전체 확인>



상품소개문자발송내역 클릭수 및 ip주소확인 피드백

<클릭수 및 ip 주소 제공>



실제 위쳇 상담 내역



문자발송 형태

80자 문자 발송형태

광고홍보상세페이지 압축링크 + 회사제품간단소개 + 위쳇주소

예시)

문자는 80여자로
중국어상세페이지 링크+ 핵심소개문구+ 위쳇 상담주소로 구성되며 조율하여 최종 발송합니다.

http://c7.gg/4dcu 鼻整容缝线，脸部防纹，自行鼻微整容，江南名医院教育结业
证书送交 微信：bizkorea

압축링크+코 성형실, 얼굴 리프팅실, 셀프 코성형기, 강남유명병원교육수료증교
부 + 위쳇 문의 : bizkorea



PPT模板下载：www.1ppt.com/moban/     行业PPT模板：
www.1ppt.com/hangye/ 

节日PPT模板：www.1ppt.com/jieri/           PPT素材下载：

www.1ppt.com/sucai/
PPT背景图片：www.1ppt.com/beijin g/      PPT图表下载：

www.1ppt.com/tubiao/      
优秀PPT下载：www.1ppt.com/xiazai /        PPT教程：

www.1ppt.com/powerpoint/      

Word教程： www.1ppt.com/word/              Excel教程：
www.1ppt.com/excel/  

资料下载：www.1ppt.com/ziliao/                PPT课件下载：
www.1ppt.com/kejian/ 

范文下载：www.1ppt.com/fanwen/             试卷下载：

www.1ppt.com/shiti/  

教案下载：www.1ppt.com/jiaoan/  PPT论坛：www.1ppt.cn

Information

TIANBAO.KR
HUB153.COM
VIR-AIR.COM

070-4175-8255
bizchunbo@gmail.com

HUB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