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 Solutions

브랜드 관리 및 진단 : 브랜드 경쟁력 조사

 본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시장 Dynamics를 반영하고 시장/소비자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효율적 마케팅/상품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반 마련이 목표임.
프로젝트 목표 및 기대효과

프로젝트 기대효과

프로젝트 목표

“시장 내 Status 진단과

1

시장변화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선제적으로 대응 & 상품 전략 반영

2

마케팅 활동 계획 및 이슈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및 개선점 탐색

3

시장 전반적인 Trend 및
향후 시장 변화 파악에 용이

4

지표 Tracking 과 브랜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브랜드/모델별 방향성 도출

브랜드/ 모델별 전략 도출”
 자체 목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브랜드/마케팅 관리지표 설정 및 분기별 Tracking
 차급별 분석을 통한

모델/서브 브랜드 단위 마케팅 전략수립 및 정교화
 소비자 니즈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체 상품 조사 강화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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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젝트는 소비자 구매프로세스 기반 Funnel 단계별 위상 파악과 전략 방향 명확화를 통해
경쟁력의 단계별 강화를 목표로 함.
Framework
Brand Funnel & Diagnosis Points

재구매 / 로열티
(Repurchase / Loyalty)

구매
(Purchase)

Brand
Engagement
(Media & Vehicles)

+

경쟁구조 분석
Competitive Structure

브랜드 선호
(Preference / Relevance)

Brand Strength
(차별성 & 강∙약점)

+
브랜드 인식
(Customer Perception)

인지
(Awareness)

Brand
Association
(Emotion & Function)



소비자 구매프로세스에 기반한
Maker 브랜드들의 現 위상 파악



각 구매 프로세스 단계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포인트 파악



Diagnosis Points
① Brand Funnel
고객의 브랜드 인식에서 행동 전홖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포인트 획득
② Brand Association
이성과 감성적 브랜드 관리방향 획득
③ Brand Strength
차별성과 강∙약점 확인을 통해 Maker
브랜드들이 확보 및 강화해야 할 포인트 획득
④ Brand Engagement
Maker 브랜드들의 강점 및 차별점
전달을 위한 Media or Vehicles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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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Output은 다음과 같음.

주요 Output

Brand Funnel

Brand Association

Brand Strength

Brand Engagement

① 브랜드 경쟁구조 분석

⑤ 전반적 이미지 포지셔닝

⑦ 강·약점 및 차별화 포인트 도출

⑧ 구매 프로세스 관점에서 접근

- 브랜드 및 모델 Switching Matrix
분석과 경쟁구조 분석을 통해, 주 경쟁
브랜드 명확화

- 소비자 Mind Set 내에서의 각 브랜드
및 경쟁브랜드 이미지 파악, 고객 인식상
이미지와 목표 이미지 갂 Gap 분석을
통해 지각되는 이미지 파악 및 이미지
형성 원인 도출

- 現 브랜드 현상을 야기한 원인과 문제점
기반 Critical Points파악
 개별 브랜드 또는 모델의 전략방향성
설정

- 축약된 자동차 구매 프로세스별
Media Channel 이용패턴 확인과
단계별 Media Channel 내
주 탐색/홗용 Contents 확인

② 브랜드/모델별 인지수준 파악
- 브랜드 또는 모델별 소비자 상기 및
인지 개수 파악을 통해 소비자
Consideration Set 내에서의 경쟁현황
파악

③ Customer Level 확인과 관리

- 자동차 구매 프로세스별 Media
Channel 이용패턴을 통해 구매
프로세스별 접근방향성 확인

⑥ 세부 이미지 포지셔닝
- 세부 브랜드 및 모델들의 브랜드 연상
수준과 상대적 평가를 통해, 각 브랜드
및 모델의 방향성 확인

- Brand Funnel 관리를 통해 단계적
Customer Level 확인과 관리방향 확인

④ 주요 지표 경쟁력 비교
- 브랜드 경쟁력 비교를 통해 他기업 또는
개별 브랜드의 소비자인지 및 구매행동
지표측면에서의 Bottle-Necks 확인

전략과제 도출

목표 방향 설정

강·약점 및 차별성 파악

전달의 효율성 & 효과성 측정

브랜드 이슈 규명을 통한
해결과제 명확화

개별 브랜드/모델 위상확인 및
목표방향 설정

Critical Point 확인을 통한
상품 가이드 마련

개별 브랜드별 對고객 브랜드 Comm.
현황 파악과 개선 방향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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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Process는 브랜드 관리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기별 1회 조사 실시(년갂 총 4회) 혹은
Flexible한 조사 설계 반영으로 보다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가 가능함.
(현황 파악을 위해 1회 조사로 가능)

ILLUSTRATIVE ONLY

지속 관리 Process

Wave

1st Wave

2nd Wave

1

4
조사 설계 워크샵

3rd Wave

7

마케팅 현안 점검
및 항목 개발

4th Wave

10

마케팅 현안 점검
및 항목 개발

마케팅 현안 점검
및 항목 개발

Optional

싞차 출고 고객
모니터링 조사 진행

Process

2

5
계획 수립 및 진행
F/W
개선점 검토

3

Method

• 하위차급 보유자 – CAPI
• 상위차급 보유자 – PAPI

12
결과 보고(분기)

결과 보고(년갂)

싞차 출고 고객 모니터링
조사 결과 보고

이슈 모델
선정

정량

F/W 계획수립
및 진행

Check

9
결과 보고(반기)

11

F/W 계획수립
및 진행

Check

6
결과 보고(분기)

8

F/W 계획수립
및 진행

정량

정성

정량

정성

F2F(출고 고객 조사)
- 싞차 구매자(트림단위)
※리스트 제공필요

정량

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