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아이템 개요 – 커피베이>

1.

기업명 : 커피베이(COFFEE BAY)

2.

광고 아이템 : 광고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주제. 광고에 반영할 기업 이미지 또는 제품 브랜드의 특성,
컨셉 등(추후 참가팀과 논의하여 디벨롭 예정).
1안. 커피베이 브랜드 특징 소개 : 고품질의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커피베이
2안. 『카야토스트&아메리카노』와 같은 음료-베이커리 페어링 메뉴 강조
3안. 브랜드 스토리 전개: 당신의 일상을 작은 커피 여행으로 바꿔주는 Coffee Mate,

COFFEEBAY
4안. 중독성 있는 노래나 춤을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광고

3. 시장 상황
1) 시장 상황
① 참여기업의 업계 시장 상황 전반에 대한 내용 → 예)시장 규모, 성장성 및 특징
- 커피베이는 연구개발부의 최신 트렌드 조사를 통해 시즌마다 신메뉴를 출시하고 점점 더 까다
로워지는 고객의 입맛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메뉴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커피베이는 토스
트, 베이글 등 다양한 베이커리를 포함한 디저트 메뉴에서 만족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550
여 개의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2)

부가 상황
① 경쟁사 현황→ 예) 국내외 업체, 유사 업종

-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한국 진출 20 주년을 맞아 선보인 다양한 음료와 MD(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리저브 바 매장 등 프리미엄 매장 출점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이디야커피는 최근 5 년간 연평균 300 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했다. 지난 3 월에는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2800 호 가맹점을 오픈하며 국내 최다 가맹점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4. 당사 현황
① 기존 및 최근 1년 이내 사업 성과
-

2018년 프랜차이즈 시장이 극심한 불황 속에서 대부분의 본사가 어려움을 겪은 반면, 커피베이
가맹본부의 매출은 20% 가량 성장했다. 이 밖에도 매일경제 100대 프랜차이즈 4년 연속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프랜차이즈 1등급 인증 등 국내 권위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수상에도
이름을 올리며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② 회사 비전 및 향후 계획
-

‘끊임 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변화의 리더가 된다’는 사훈을 토대로 지난 2009년 12월 론칭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전문 브랜드 커피베이는 고객에게 사랑 받는 브랜드, 가맹점과 상생하는
기업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5. 마케팅
① 주요 대상(Main Target) : 예) 5~10세 유아동, 60대 이상 노년층
-

1339 여성을 타겟으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모색
② 주 타겟의 특징과 공략 방안

-

‘커피베이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들어와서는 원두의 맛과 향,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에 반하고,

나갈 때는 가격에 또 한 번 만족한다’
③ 광고 제작 시 유의 사항 및 강조 사항, 차별점
-

‘태우지 않은 커피, 커피베이’ 문구 사용 지양

6. 요청 자료
① 회사소개서(pdf)
② 기타 자료 : 기존 홍보 자료, CI(.ai) 등
-

유첨

7. 기타
① 광고 제작 시 지원 가능한 사항(전담 인력, 시연 제품 및 촬영 장소 등)
-

장소 지원 가능 (커피베이 가산직영점)

② 기타 건의 및 제안 사항
-

30초 영상 제작

8. 문의처
① 담당자 : 마케팅팀 070-4854-3827
② E-mail : mk9@appletreefc.com
③ Homepage : http://www.coffee-b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