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 Solutions

런칭 전략 수립

 시장, 고객, 경쟁 환경에 기반한 자동차 시장의 특성 및 Key Drivers를 이해하고, 대상 차량의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Marketing 전략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프로젝트 목적 및 범위

“ 브랜드 런칭 방향성 정립”

프로젝트 범위
 Phase Ⅰ. Basic Research Scope
1. 자동차 시장 특성 이해
- 자동차 시장의 Key Drivers
- 주요 Players 및 경쟁 구조 이해
- 소비자의 KBF / 니즈 파악

2. Maker 경쟁력 현상 파악

+ Consumer

Brand

+

Product

- 브랜드 경쟁력 수준 진단
- 고객의 Value Positioning 이해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 모색
- Positioning 방향성
- Comm. 방향성

 Phase Ⅱ. Key Research Scope

Value Proposition 도출

1. 자동차 시장 특성 및 Key Drivers파악
- 브랜드 vs. 제품
- Positioning vs. Communication
- Price/Trim vs. Sales/Dealer

2. Value Proposition 점검

Targeting

+ Positioning +

Marketing
Mix

- USP vs. Market Key Drivers
- Owner vs. Ideal Core Target

3. Ideal Positioning 구축
- 새롭고, 차별적인 Positioning 구축
- Churn-in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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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칭 전략 수립

 성공적인 런칭 전략 수립을 위해, 본 프로젝트는 시장에 대한 다각적 검토, 디자인/상품성 경쟁력 수준에 따른 최적화된
Marketing 전략을 도출하는 5단계로 접근함.

접근 프로세스 및 분석 Frame
Step 1.

Market 이해
Step 5.

MKT
Direction
Step 2.

성과 분석

 내부 자료 검토
- 4P 분석
- 부진 원인 진단

Step 3.

Step 4.

경쟁력 진단

방향성 설정

 POP / POD
- Tangible &
Intangible
- 상품성 & 디자인
 Max Performance
- 가격 Range
- 사양 및 옵션

Positioning/
Concept

IMC Strategy

 Target VP
 Target CCR
 USP
 Offers
 Sale/Dealer 점검
 Comm.
Concept Case

WorkShop

 Market 트렌드
 매스컴 Review
 전문가 심층인터뷰

Strategic
Roadmap

Iterative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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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모듈별 결과에 대한 주요 Output은 다음과 같음.

주요 Output

STEP 1. Market 이해

STEP 2. 성과 분석

STEP 3. 경쟁력 진단

STEP 4. 방향성 설정

STEP 5. 전략 구체화

시장 현황 및 전망
(Market Boundary)

성과 분석
(이미지/상품성 측면)

경쟁사 대비
지각된 이미지 경쟁력

Core Value
유지/개선사항 파악

Core Target Audience에 따른
Comm. Concept 개발

주요 경쟁사 동향
(주요 모델 USP, PR 포인트)

수요층 분석
(보유자 특성 및 니즈)

경쟁사 대비
디자인/상품성 경쟁력
(외관/실내 디자인 등)

상품성/디자인 관련 요구 사항
(AVP/TVP, Benefit/USP 발굴)

통합적 Comm.을 위한
Prioritization

동종/이종 산업의
Best Practice

Marketing 성과 분석
(PR/광고, 영업 접점)

가격/사양 및 트림 최적화

Core Target 특성 및 가치
(Lifestyle Value, KBF, CCR*)

Comm.전략 차원의 실행과제
및 중장기 Roadmap 수립

데스크 리서치
(매스컴, 주요 통계자료 분석)

내부+영업 담당자 인터뷰
(내부 담당자, 법인/딜러 )

기존 런칭조사 자료분석 /
런칭 클리닉 실시

기존 런칭조사 자료분석 /
런칭 클리닉 실시

Creative Workshop
(외부 전문가: 마케팅/광고 )

Market Trend 분석

Data Review

Performance/Target CCR

Position Direction / Concept

IMC Strategy

* CCR (Consumer Critical Requirement) : 고객 핵심 요구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