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창(創昌)한 창업캠프 <창업기업 아이디어톤 프로젝트>

참여기업 과제 브리프
기업명

에스케이씨

담당자
(문의처)
과제명

브랜드명

“TIME” 에어 티타늄 안경테
아임킨더(i’m kinder) 안경테

최현우
(nosepad@naver.com)
- 신기술을 활용하여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generation)를 유입하기 위한
판로개척 기획 아이디어
- 고객지향형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시키기 위한 SNS 마케팅 마케팅 전략

1. 기업
- 대구 3공단 안경산업단지 소재기업으로 안경용 실리콘 코패드 등 15여년의 업력
을 가진 안경부품전문기업임
- 최초 실리콘 코패드를 국산화한 최초 기업이며 수출 비중이 높음
- 최근 3년 전부터 아임킨더(I’m kinder) 라는 브랜드를 런칭 아동용 안경테산업에
진출하여 삼둥이가 착용하게 되면서 삼둥이안경으로 히트를 침
- 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 에어 티타늄 안경을 2017년부터 국산화하여
“TIME” 브랜드로 런칭을 하고 브랜드 및 제품인지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
고 있음
2. 브랜드
- i’m kinder :
: 어린이용 안경 브랜드로서 PC 안경테가 주류를 이룸.
현재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지속적인 개발 및 출시하고 있음
기업/
브랜드/
제품 소개

- TIME :
: 안경분야에서 “TIME” 으로 상표 등록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중
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사의 티타늄 안경을 국산화
제품은 에어티타늄안경테로 특화하여 출시하고 있음

기업/
브랜드/
제품 소개
- S K C :
: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안경코"라 불리고 있는 "nosepads"는 안경 및 선글라스의
핵심부품으로 2000년 초반 국산화를 통해 2018년 현재 년간 300만조 수출

시장
상황

1. 국내
- 안경산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은 국내 중견기업의 도산 등으로 국내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음
- 중국산 저가의 제품이 국내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고가의 제품은 주로 유럽의 브랜드로 역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대구 3공단을 중심으로 안경산업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음
2. 해외
- 유럽이 디자인과 신소재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신제
품을 가장 먼저 출시함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중국은 유럽의 제품을 모방하여 저품질과 저가의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브랜드
(제품 등)
상황

커뮤니
케이션
목표

1. 젊은 소비자 그리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당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진솔한 의견 수렴
2.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마케팅전략에 대한 젊은 소비자의 평가 의견 수렴
3. 당사가 부족한 SNS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 수렴
4. 당사와 협력하여 마케팅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5. 당사를 홍보할 수 있는 블로거 발굴

과제

1. 당사의 이미지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SNS 채널과 그에 대한 접근 방법 모색
2. SNS 채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의 컨셉 정리 (홍보동영상, 블로그,
홈페이지 등)
3. 기타 마케팅전략 및 방법, 채널에 대한 창의적인 안 도출

타겟

1. 어린이 안경 : 유아기, 초등학생를 대상
2. 티타늄 안경 : 중상위 화이트칼라 소득자
1. 유통경로 : 안경 체인점, 일반 안경 도소매점

기타사항

※ 안경은 오프라인 도소매점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 진출 시 기존
매장과 충돌 및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음. 따라서 대부분 제품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목표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