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창한 창업캠프 <창업기업 아이디어톤 프로젝트>
과제 브리프
기업명

주식회사 프럼이스

브랜드명

프럼이스(신발 브랜드)

담당자
(문의처)

yith@fromyith.com

과제명

창업아이템을 위한 디지털 트렌드에 맞는 고객경험/소통 증진 아이디어 기획

기업/
브랜드/
제품 소개

* 여행자가 디자인하는 여행자를 위한 신발
* 프럼이스는 세계여행을 다니는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 대표자는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여행자에게 신발을 신어보게 하고 의견을 물음.
그래서 프럼이스 슈즈를 여행자가 디자인한 신발이라고 부름.
* 프럼이스의 제품은 여행지에서 더욱 빛이 나길 바람. 귀사는 여행에서 편하고
멋스러운 제품은 일상에서도 통한다고 믿기 때문.
* 프럼이스 제품의 디자인 정체성인 아웃솔(밑창)은 도보 여행자가 쉽고
편하게 착용하고 걸을 수 있도록 설계 디자인 됨.

* 그 밖에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카탈로그, 패키지, 기타 작은 홍보물 하나에도
여행자 감성을 담아 제작.
* 프럼이스는 창업초기에 벤처기업확인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 되었으며
대표자 포함 3인의 디자인 어워드 수상경력이 40회 이상으로 디자인에
강점을 둔 회사.

* 누구나 한번쯤은 갈망하고 떠나는 여행! 우리는 여행자를 메인 타겟으로 제품을
만들지만 더 큰 서브 타겟을 보고 있음.

시장
상황

*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패션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고 일상속의 학생,
직장인 등에겐 여행의 설레임을 주는 제품으로 자리 잡길 목표하고 있음.

* 특히 도보 여행자를 위한 기능성 패션화 시장의 부재로 새로운 포지션을
기대하고 있음.
* 스타트업 기업의 성격상 아직은 다양한 제품을 양산할 수 없어 유통의 제안이
많음에 불구 제품을 납품하는데 에로가 있었음. 회사의 매출이 점점 증가하면서
현재는 협업하는 브랜드의 매장에 들어가는 형태로 전국의 유명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음.

브랜드
(제품 등)
상황

*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올해는 삼성의 투자를 받으며 법인사업자도 설립해
앞으로 더 많은 투자유치에 집중하여 유명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
* 올해 하반기에 출시 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큼.

* 신발끈이 없어도 안에 고무패킹이 되어 있어 신었을 때 편한 패션 슈즈 제작
* 신발끈에 대한 Wants가 있는 고객들을 위해 ‘벨트는 바지 내려가기 위한 용도가
아닌, 패션 악세사리로 생각하는 패셔니스타들’처럼 신발끈도 패션으로 생각하여
신발끈 별도 제작

커뮤니
케이션
목표

과제

타겟

기타사항

* 여행자를 위한 신발인 프럼이스 제품들의 여행자의 No.1 슈즈브랜드로 로열티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컨셉. 슬로건 도출
* 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렌드에 맞는 고객경험/소통 증진 아이디어 기획

* 브랜드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 할 수 있는 전략수립.
*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고 연예인을 착용하거나 온라인 광고를 하는 방식이 아닌
여행자를 위한 제품이므로, 여행자를 위한 캠페인, 여행자간 커뮤니케이션 등
정해지지 않은 넓고 다양한 방면으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음.

* MAIN 2030 남녀 (도보여행자)
산악 트레킹이 아닌 도시와 시골 걷기를 좋아하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같은
넓은 박물관의 작품을 보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여행자.
* SUB 2030 남녀 (일상 속 학생/회사원)
일상의 노고 속에서 여행을 갈망하고 휴가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

* 귀사는 브랜드 스토리 정리, 데이터, 신제품 개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전시회 참여 외에 뚜렷한 마케팅 활동을 실행한 적이 없음.
* http://www.fromyith.com/
* yith@fromyith.com
* www.instagram.com/fromyith
* www.facebook.com/fromy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