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CBE

메이이어워드
올해 품목별 특급 뷰티 아이템 차트

중국뷰티박람회(CBE) 전략제휴



2020년메이이품목차트는온라인에서주요플랫폼과오프라인인기

판매채널로판매순위, 입소문추천, 화제량등 3가지참고사항을근거로

10개분류, 25개세분류중올해의우수품목을 100점이상선정해올해의각

품종별최고제품후보리스트를형성한후, 과학기술과패션파워의두가지

레벨을기준으로전문가, 인터넷투표로선정해메이이어워드의영예로

수상하게됐다.

CBE 차이나뷰티엑스포올해의뷰티 IP

2020 메이이어워드돌아보기

2020년메이이패션어워드는글로벌톱화장품그룹, 

국내최고의뷰티브랜드, 화장품업계의엘리트, 국내외신예

뷰티대표, 초강력미업미디어의권위가한자리에모여 5G를

공유하는시대, 메이이어워드의연간 IP는신제품, 신규

마케팅, 트렌드등세가지관점에서주목받고있다.



2021

01
PART

올해의뷰티아이템순위

02
PART

콘텐츠마케팅대상

프리미엄콘텐츠&서비스기관&창객

메이이 연간 어워드로 뷰티현상 I P창출하기

모든 사이트 통합，전당급 소비품&콘텐츠 롤모델 올해의 더블 리스트 만들기

사람중심적인수요에주목해밀고나가고,콘텐츠로미래를움직인다.



CBE 올해의 메이이 어워드 차트는 전 채널 판매 순위, 

소비자 평판 추천, 패션 화제의 세 가지 참고로 올해의 각

품목 중 최고의 제품 후보 리스트를 연속으로 선정하며, 각

세 가지 품목을 추려낸 올해의 제품들은 혁신력과 폭발력, 

잠재력 두가지 측면에서 선정한다.

사랑받는클래식 입소문추천 브랜드영향력

최신 유행제품 다크호스부화올해의하이웨이브 패션

•틱톡, 웨이보, 샤오훙슈, @cosme 등 유명

뷰티블로거들의추천콘텐츠종합하기.입소문추천

•타오바오 , 티몰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CBE 비즈니스 연맹의 오프라인

판매데이터를종합하기.
판매량순위

•온라인 검색엔진 , 패션 매체의 제품에

대한검색량과관심도를종합하기.화제순위

•제품의 전체적인 스타일, 패션분야에서의

영향력, 대중적인파급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패션파워

•종합 제품의 과학 기술 함량과 효능은

입소문을탄다.기술력

•설계 ·포장 ·원료 ·과학기술 등 여러

방면의 혁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창신력

•각 분야의 전문가 (기술 전문가 , 시장

전문가 포함)를 초청해 제품의 잠재력에

대해종합적인평가를진행한다.

잠재력발전

메이이 연간 어워드로 뷰티현상 I P창출하기



2020년 차트는 온·오프라인 공동전파로

온라인 투표 20일에 걸쳐 누적투표 300만+, 각종

매체 보도 100여건 , 좋아요 리뷰 10만+, 각종

콘텐츠, 오픈페이지, 배너 광고, 동영상 스티커

광고, 프로그램 시청 등 총 노출량이 200만명에

육박한다는호평을받았다.



护肤
피부관리

卸妆 리무버

彩妆
색조메이크업

底妆 베이스

洗护 샴푸

洗发水/护发素
샴푸/린스

洁面 클렌징 遮瑕 컨실러 头发护理 모발케어

化妆水 스킨 唇妆 립메이크업
头发造型

헤어스타일링

精华 에센스 眼妆 아이메이크업

个人护理
퍼스널케어

身体护理
바디케어

乳液/面霜 로션/크림 眉妆 눈썹화장 手部护理 핸드케어

眼部护理 아이케어
彩妆工具

메이크업도구
家用美容仪器
가정용미용기기

防晒 썬케어 孕婴童 유아동
孕妇/婴儿/儿童
임산부/영아/아동

香水香氛
향수스프레이

香水香氛
향수스프레이

面膜
마스크팩

补水/美白/去角质/抗衰老
수분/미백/각질제거/노화방지

口腔护理
오랄케어

牙刷/牙膏/漱口水
칫솔/치약/가글

男士护理
남성케어

男士护理
남성케어

口服保养品
오랄케어제품

口服保养品
오랄케어제품



클렌징어워드 토너어워드 에센스어워드 앰플어워드 앰플어워드

앰플어워드 크림어워드 아이크림어워드 로션어워드 팩어워드



립메이크업어워드 아이메이크업어워드 썬크림어워드 메이크업도구어워드 메이크업도구어워드

가정용기기어워드 베이비용품어워드 구강케어어워드 남성케어어워드 향수어워드



2020년중국뷰티박람회의글로벌화장품전산업사슬의

방대한자원을바탕으로 CBE 최대뷰티 IP인메이이어워드와함께

巨量引擎、瑞丽、阿里妈妈등주요양질의콘텐츠가생산과

인큐베이팅되는소셜플랫폼과기관은모범사례를통한양질의

콘텐츠심층검토, 폭발적인 IP 사례의전면해석, 트래픽의재구성, 

브랜드및채널의자체데이터의진로및유통량등새로운방법을

모색한다.

올해의프리미엄콘텐츠대상(브랜드)

중국 시장을 깊이 들여다보고, 중국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컨텐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최근 1년간

영향력 있는 마케팅 동작이나 사건의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 사례의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올해의가치있는서비스기관대상(MCN / 서비스업체)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아우르며 최근 1년간 서비스 브랜드에 선도적인 마케팅 사례를 창출한 양질의 서비스 기관

및 서비스 사업자

올해의 영향력있는장인창객상(KOL)

올 한 해유니온 플랫폼 / 브랜드를 통해 선도적인 마케팅 동작이나 사건을 창조해낸 프리미엄 뷰티 크리에이터이다.



전 코스의 토탈 체험 구현

• 소셜 체험 코너(브랜드 전시, 생중계, 기술 공유 등)

• 양질의콘텐츠, 장인창객, 정교한마케팅등올해의상이
화려하게발표됐다.

• 올해최고의마케팅가치리더, 플랫폼, 사례들어디로튈지
화려하게발표하다.

 우수한 품질의 컨텐츠를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를디코드하다.

 브랜드 성장 경로 및 소셜 미디어에 주목

전자상인의구체적타법.

 브랜드 및 오프라인 딜러 탐색 자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설 데이터와 소셜 마케팅 가치를

해독하다.

신예 브랜드건나 글로벌 그룹의 새

브랜드건나 브랜드 경쟁의 핵심은

콘텐트생태계의각축이다.



지역빅데이터와연계해트렌드분석권위자선정

 판매량 순위 - 타오바오, 티몰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CBE 비즈니스 연맹의 오프라인 판매

데이터를종합하기.

 입소문추천 - 틱톡, 웨이보, 샤오훙슈, @cosme 등유명뷰티블로거들의추천콘텐츠종합하기.

 화제순위 - 온라인검색엔진, 패션매체의제품에대한검색량과관심도를종합하기.

 기술력 - 종합제품의과학기술함량과효능은입소문을탄다.

 패션 파워 - 제품의 전체적인 스타일, 패션 분야에서의 영향력, 대중적인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창신력 - 설계·포장·원료·과학기술등여러방면의혁신정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기.

 잠재력 발전 - 각 분야의 전문가(기술 전문가, 시장 전문가 포함)를 초청해 제품의 잠재력에 대해

종합적인평가를진행하다.

2019, 2020년 CBE 연명아리그룹, <메이이백서> 공동발간



전시투표예열

 [미디어매트릭스] 인기패션

미디어, 업계미디어및플랫폼과

공동으로투표를시작하고

투표에서제품노출과관심을

높입니다.

CBE 메이이어워드뷰티라이브축제

 [뷰티향연] 메이이대상뷰티라이브는뷰티

업계의패션성을더욱부각시켜주고, 

브랜드오너, 신진브랜드인큐베이팅

메이커, 메이저사업자, 헤어네트웍스 KOL, 

MCN 주요기관등을초대해올해패션

생방송을폭발시킨다.

 [전국전파] 대중매체, 패션매체, 업계매체, 

온라인생중계플랫폼과 100대커뮤니티가

연동해퍼블리싱(PF)을한다.

CBE 뷰티박람회
차트발표식예열

 [전국전파] 차트홍보및예열

 [특집평가] 품종추이분석보도

 [커뮤니케이션] 올해의화제웨이보, 위챗, 

디더링등소셜네트워크플랫폼에서

서로관심을불러일으키다

CBE 뷰티박람회현장
다이아몬드존제품전시

 [단독전시공간] 수상제품은전시기간

동안 CBE 중국뷰티엑스포전시회의메인

입구황금자리의전시공간을제공한다.

 [실시간리액션, 입소문전파] 전시기간

동안, 각품목의메이이제품과 CBE 공식

공명번호, 공식웨이보, 트럼블블루 V 등이

연합하여상호작용을한다. 

CBE 메이이어워드선정일정표

CBE 8~12월연중무휴
딥러닝뷰티루트지원

 【전국정착】 CBE 전국 31개

지회의상업연맹에의해, 

제품의정착전국지역루트를

추진한다.



리뉴얼 : 2021 CBE 메이이어워드뷰티라이브페스티벌

주요전자상거래플랫폼및온라인유통채널, MCN 
운영기관, 인터넷왕홍, 패션미디어, 국내외뷰티전문
셀러브리티들이한해한해뷰티패션축제로자리를함께한다.

 헤드앵커가함께선물로뷰티생방송페스티벌개막

 업계연례 패션축제, 비주얼&트래픽&트렌드가한자리에

 엘리트두뇌 대결, 뷰티올 산업체인올해의커뮤니케이션 공간

CBE 차이나뷰티 엑스포와함께



소셜미디어

패션매체

업계동향전

문가

뷰티 KOL홍인

뷰티전문달

인

전국각성

TOP

대리소매

체인

국내외

주류브랜드

온라인주류

온라인소매

MCN 기구

브랜드인큐베

이팅운영기관

CBE 메이이어워드뷰티라이브축제

시간 : 2021년 5월 12일 19시
장소 : 상해 푸동 케리호텔
규모 : 1000명, 뷰티 패션 전국리더, VIP



메이이전용전시지역

• 장소 : 푸동뉴인터내셔널엑스포센터 1번입구
• 전시회남입구다이아몬드존서메이이어워드수상브랜드

전용전시공간으로브랜드이미지부스를제작해브랜드
이미지를높이는데효과적이다.



01

서북시장

02

중원시장

03

서남시장

CBE 상업연맹전국순회전시지원제품정착

• 산시간쑤칭하이신장닝샤 • 쓰촨윈난충칭티베트구이저우• 하남산동하북호북안휘



2012년 5월 17일제2회중국화장품

소매업대회에서상무부간부와중국

뷰티박람회쌍경민주석이공동으로

현판을내리고정식출범했다.

연맹소개서

联盟宗旨

CBE 비즈니스연맹

天津

河北

阿苏克

辽宁

黑龙江

山东

河南

上海

山西

陕西

宁夏

甘肃
青海

西藏

四川

云南
广西

海南

重庆

新疆

吉林

江西

贵州

福建

浙江

江苏
安徽

北京

湖南

广东

内蒙
古

湖北

1. 전국에서가장영향력있고경쟁력있는
상업기업과연합하여 CBE의최신비즈니스기회를
공유하고시장위험에공동으로대응한다.

2.연맹회원에대하여 CBE산업자원의전환을실현하여
우선적으로접목한다.

3.상·하류교류와협력을촉진하고, 소매상-채널상-

브랜드상간커뮤니케이션교량

연맹의취지

CS채널

성을단위로, 전국에는 31개의

분회가있다.

회원단위는전국 2만여개양질의

소매단말기를덮었다.

CBE 비즈니스연맹

저선백화점 대형쇼핑몰 모바일전자거래상



브랜드
전시

소매
대학당

시상식
만찬

소매
회의

소매판매회의채널연구

CS업데이트, 인화장디지털화에너지집중

채널연구: 3대지역채널방문및분석보고

브랜드정책추가 : 브랜드는어떻게선택하고어떻게

하면브랜드능력을보여줄수있을지생각하기

시상식영예의대관식
CBE 클라우드스토어리서치선발

지역루트는영광스러운대관식거행

다차원전역전파

브랜드전시
풀코스관통하기
초청지역바이어들이회의에잘

참석해효율적으로접촉하기

소매대학당꿀팁나눔
오프라인매장체험및서비스로복귀

지역마케팅사례분석

가장핫한이슈에초점맞춰만들기

CBE클라우드스토어
채널조사연구
CS 채널콘텐츠마케팅조사

승전비법밝히기

콘텐츠세팅
Content setting

CBE

클라우드

스토어



돌아보기

800+ 회의참가



정상회담생중계
13276명시청

돌아보기



돌아보기

정상회담생중계 13938명시청

900+ 회의참가



중원지구백화점(부분)
郑州丹尼斯大卫城
郑州正弘城
郑州市熙地港购物中心
郑州福都购物广场
郑州新田360国贸店
新乡胖东来百货
南阳大统百货
周口万顺达

중원지역소매(부분)
洛阳色彩都恋品牌策划有限公司 朱锐
夏邑县碧云天商贸有限公司 张煜东
洛阳周天名妆化妆品连锁 周天杰
周口晶晶美妆 杜鹏
禹州市雅丽化妆美容连锁 周占鹏
漯河市艾华氏商贸有限公司 明晓贺
三门峡悦薇化妆品有限公司 曹金宝
西华皇冠化妆品连锁店 冯海涛
商丘小蚂蚁尚品美妆连锁 蒋志军
南阳市嘉美化妆品连锁 崔向奎

山西普利生企业管理咨询有限公司 杜智勇
SN'SUKI 全球爆款美妆店 龙海星

烟台恒美化妆品连锁机构 孙锡财

郑州辅和贸易有限公司 刘智群

郑州毕佳实业有限公司 毕武振

郑州新颜美妆有限公司 向晓宇

河南堂之志商贸有限公司 唐玮

郑州集美轩商贸有限公司 陈照洋

河南雅丽企业管理咨询有限公司 邹红魁

河南云杰商贸有限公司 杨世杰

郑州博雅商贸有限公司 解洪涛

河南丽莱化妆品有限公司 王建双

郑州精典商贸有限公司 翟玲莉

郑州水之韵商贸有限公司 常道选

郑州御妆供应链服务有限公司 孙啸林

周口薇雅化妆品有限公司 刘洋

郑州市佳昕化妆品有限公司 张昕

郑州新诚德商贸有限公司 丁成德

郑州全喜商贸有限公司 马全喜

河北晨龙化妆品销售有限公司 段亚静

湖北晶盟化妆品有限公司公司 陈晶

山东美联楚进出口有限公司 赵贵梅

济南逑美商贸有限公司 杜昌龙

山西云合商贸有限公司 贾云岗

泊伊美汇 吴栋
郑州苹果红了化妆品连锁 吴振亚
福都保税 黄清兴
天娜美妆 赵松峰

중원지역루트(부분)

돌아보기



돌아보기

서남부 프리미엄 화장품 매장(부분)

1000+ 회의참가



CBE 메이이어워드

중국뷰티박람회(CBE) 전략제휴

올해 품목별 특급 뷰티 아이템 차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