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 Solutions

브랜드 관리 및 진단 : NICE BMDPSM

 NICE BMDPSM(Brand Management & Diagnosis Process)에 따라 Maker 보유 Brands의 Brand Power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원인 도출 및 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Maker의 Brand Power를 향상시키고 선제적 브랜드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임.
프로젝트 목표 및 범위

프로젝트 목표

“Maker Brand Power 향상 및
선제적 브랜드관리 기반 마련”

프로젝트 범위

Phase Ⅰ. Strategic Audit
1. 2nd Data Analysis
2. Internal Data Analysis
3. In-Depth Interview
4. Situation Audit
5. Brand Position Audit

Maker Brand 관리방안 마련

6. Brand Performance Audit
7. Brand Communication Audit
8. Root-Cause Defining

Maker Brand Power Root-Cause 도출

Phase Ⅱ. BPI 측정 및 분석
1. Brand Diagnosis
2. Brand Evaluation

Maker Brand Audit

3. Brand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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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 성과진단 모델을 보유한 경우, 기존 모델 안정화 진단 브랜드 성과 추적  브랜드 관리 방안 도출 단계로
진행됨.
 Brand 성과진단 모델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사의 경우, NICE BMDPSM를 기반으로 모델 개발부터 관리 및 진단이
이루어짐.
NICE BMDPSM

브랜드 성과 진단
모델 보유社

1

모델 안정화 진단
 측정항목 및
차원 안정화
 차원별 가중치 안정화
 차원별 상대적 영향력
도출

NICE
BMDPSM

 각 차원별 목표 및
핵심 관리대상 선정

2

브랜드 성과 추적
 Index 산출 및 성과추적
 Maker & 개별 브랜드
상호 영향력 확인

브랜드 성과 진단
모델 비보유社

1

모델 개발 및 최적화

 NICE 브랜드
성과 측정 모델 적용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해당 Maker
Optimization
* 고객 요청 시 Index化를 통한 성과의 객관화 가능.

 이미지 자산 관리 및
성과 측정
: NICE BISMSM
 유입/유출 측면
브랜드 관리 포인트 분석
 구매 프로세스 관점
채널 분석

3

브랜드
관리 방안 도출
 신규 브랜드/모델의
브랜드 성과 진단
모델 內 영향관계
파악
 개별 브랜드 이미지
관리 체계화
 Core Target
공략포인트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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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젝트의 목적달성을 위한 Framework는 다음과 같음.

Framework
Phase I. Strategic Brand Audit

Phase Ⅱ. BPI 측정

Phase Ⅲ. Brand Strategy

브랜드의 재무적 &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파악을 위한
전략 진단 단계로서 기존자료, 내부, 외부 전문가 의견,
브랜드 성과 파악

브랜드 성과 추적을 통한 브랜드 관리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완성함으로써
선순홖적인 How-to Plan과 실행방안 마련

1

기존 내부자료 분석

3

8
Situation Audit

시장, 브랜드, 제품 등 관련
내부자료 리뷰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 진단

2

4
In-Depth Interview

내부/외부 브랜드 전문가 인터뷰
- 내부
: 브랜드관련 내부 홗동 및
의사결정 시스템 등 리뷰
- 광고홗동 리뷰
: 미디어 믹스 변화에 따른
기업홗동 변화 및 방향성 리뷰
- 홍보 및 온라인 홗동 리뷰
: 유사기업의 성공사례 등 리뷰
- 디자인 홗동 리뷰
: POS Materials 등 브랜드
경험단서 등에 대한
일관성 및 정체성 등

Brand Position

Root-Cause 도출을 통한
평가 세부 항목 보완

7
Root-Cause 도출

Audit
現 브랜드 포지션과
목표 브랜드 포지션 Gap 진단

5 Brand Performance

6
Brand Comm. Audit
미디어 믹스, In-Media 효과성
Retail 경험단서 등 진단

Strategic Issues 도출
- 진단결과 종합 및 공유,
- 내·외부 현황진단을 통한
핵심 이슈 도출

- 브랜드 성과 측정시스템
개선/정교화 관련 이슈 도출

브랜드 성과와 그 원인변수의
연결체계 도출

9
브랜드 성과 측정 조사

Audit
목표시장 도달율,
브랜드 건강도 등 브랜드
성과변수 진단

10
평가설문 개발 및 보완

상황 및 홖경변화를 반영한
최적 브랜드 성과측정 모델의 개발과 측정
Brand
Diagnostics 현 시장에서 브랜드 포지셔닝 파악
Brand
Evaluation 브랜드 경쟁사와 비교 시 매력도 정도 파악
Brand
Therapy

브랜드 매력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성공요인(Key Factors)의 발견

11
Brand 전략과제 도출
현재 성과와 그 원인을 기반으로
브랜드 전략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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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MSM 을 통해 Maker 및 보유 브랜드 이미지를 추적하고 관리 대상선정과 방향성을 도출함.
- Brand Image TrackerSM : 관리 이미지에 대한 추적 및 변화방향 파악.
- Brand Image DirectorSM : 핵심 이미지에 대한 상승, 하락, 그리고 경쟁사 비교를 통한 성과 점검.
이미지 성과 측정(BISMSM)

Brand Image TrackerSM

1

관리 대상 브랜드별 핵심 이미지 Set 선정

브랜드별

2

공통(POP) 및 차별적(POD) 이미지 구분

관리
이미지 확정

BISMSM
적용

관리대상 브랜드
이미지 추적

 과거 대비 변화 추적
 상승 및 하락 이미지
Keywords 확인

3

브랜드별 관리 대상 이미지 확정

Maker 브랜드
Ideal Image Set

경쟁브랜드
대비 Gap 분석

개별 브랜드
Ideal Image Set

브랜드
이미지 자산
Renewal
후보

In-Depth
탐색
(FGD 홗용)

설문개발
및
정량조사

분석결과

방향

경쟁우위

+5% 이상 Gap
확보 or
자사 1위 이미지

유지

동등

강화

– 5% or +5%
미만 Gap

획득
or
전홖

경쟁열위

Maker 이미지 자산 관리 프로세스 : 이미지 자산 변화 필요성 인지 시 프로세스 진행
브랜드 플랫폼/
사업계획 內 브랜드 계획

Brand Image DirectorSM

BISMSM 투입
- Brand
Image
TrackerSM
- Brand
Image
DirectorSM

 핵심 경쟁 브랜드인
Catch-Up 브랜드 대비
지각된 Gap 분석

– 5% 이상 Gap

Maker
▼

이미지 A
이미지 B
이미지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