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 WELL
Hcompnay 마케팅 전문가들의 Know - How는 특별합니다

BO WELL“H”하다
•
•
•

실제사례 분석 : 육아/침구류 브랜드 B
마케팅 진행기간 : 4/26~5/9
마케팅 목적: 오프라인 육아/침구류 브랜드B사, 온라인 첫 진출 기획

BO WELL “H”하다
온라인 첫 진출, Hcompany 를 만나면 생기는 일. avi

Point.
1) 20년 백화점 브랜드 B사. 오프라인에 거점을 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담은 스토리
2) 온라인에 접근방식을 모르고 있었기에 입소문 마케팅 기획 or 판매기획이 필요
3) 오프라인으로 정체되어 있는 브랜드를 온라인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목적

1

제품 특성에 맞는 카페를 통한 바이럴작업

총 게시물: 43건 / 조회수: 13,141

“실비: 0원”

2 웹사이트 커뮤니티 핫딜을 통해 구매력 상승

[옥션] 보웰 낮잠이불 60% 할인 무배

월 매출 그래프
주문건수: 1101% 상승 ( 60건 > 882건 )
매출: 1170% 상승 ( 17,000,000 > 1억9천 )
회원가입: 2281% 상승( 48건 > 1095건 )

1. 광고 전 세부적인 컨셉
2. 프로모션 기획
3. 맘카페 침투마케팅
4. 웹사이트 침투마케팅
광고전

광고중

광고후

5. 핫딜 침투마케팅

Step.1
이벤트 기획

Step.2
카페 핫딜 (HOT DEAL)

Step.3
웹사이트 핫딜

앱 런칭 기념 EVENT

오프라인에서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던 B사
온라인에서 소비자 진입장벽을 낮춰
온라인 전용 제품 생산 구축
오프라인과 새로운 라인업으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유지하며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하다

온라인에 어느정도 입지가 잡혔을 때
맘카페 핫딜로 할인 행사 이벤트 기재
가격 경쟁의 구매력 상승
폭발적인 조회수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

여러타겟층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웹사이트
웹사이트 진입
진입
카페 핫딜로 브랜딩이 된 제품을
웹사이트 핫딜로 추가 구매력
상승
구매력
상승

광고 매체 전략
맘카페 침투마케팅
(A급 맘카페 180여 곳 진행)

카페 핫딜마케팅
(이벤트 기간 일정에 맞추어 진행)

웹사이트 핫딜마케팅
(잠재고객 정밀 타겟)

1,2분기 매출현황
월

판매량

매출

3

216

16,238,800

4

298

19,412,200

5

823

87,385,910

6

916

101,844,310

적절한 이벤트시기와 최적화 된
핫딜 마케팅의 조화는 매출로 직결
반사이익으로 이벤트 제품 외 다수 제품 매출 증대 효과

BO WELL
Hcompnay 마케팅 전문가들의 Know - How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프로세스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대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클라이언트를 위한 가장 최고의 결과 값을 만들고자 합니다.

BO WELL “H”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