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서 언더아머 신규 브랜드 캠페인

과제명 - 10대 영타겟(중,고등학생)과의 관계성 강화를 위한 언더아머 브랜드 캠페인

시장상황
-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2030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저변 확대 중
- 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스트릿/캐주얼 웨어 간 경계가 낮아지면서 스포츠웨어를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소비자들의 증가
-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범용적으로(스포츠 종목에 국한x,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웨어가 인기

타깃층/구매패턴 등

- 기존 타겟
: (core) 스포츠를 통해 얻는 성취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성취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트레이닝하며, 그 과정 속에서 스스
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는,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High Level Focused Performer]
: (sub) 바쁜 일상에서도 스포츠를 즐길 정도로 열정이 있으며, 자기 관리/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활용하여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넓은 의미의 [Every Level Focused Performer]

- 신규 타겟 : <10대 영타겟>
: 기본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체 구기종목(축구/농구/야구 등) 및 장비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러닝에 대한 관여도가 높음
: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연령인만큼 내 몸 가꾸기에 관심이 많고, 이에 따라 신체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종목(헬스/맨몸운동 등)
에도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임

제품 특징 / 
Line up/

주요 USP 등

-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 및 하위 제품 카테고리를 커버하는 스포츠 풀라인업 제품 보유 중
- 그 중 gym workout(헬스)에 특화된 고기능 스포츠웨어에서 타 스포츠브랜드 대비 앞선 품질/기술력 인식 보유

마케팅 상황

- 언더아머는 Human Performance Company로서 운동 고관여자들의 향상된 퍼포먼스 달성에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제품 및 기술력을 갖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30대 이상/트레이닝 고관여자/높은 레벨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Target에게 적합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Young/Light/Entry 유저 대상으로의 브랜드의 확장에는 다소 한계로 작용함

기존 광고전략
- 지난 3년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응원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 중
- 22년 보다 다양한 종목/레벨/연령대의 타겟에게 다가가기 위한 <나를돌파> 캠페인 전개

해결과제

- 기존 타겟을 넘어 10대 영타겟에게까지 언더아머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 운동에 진심인 10대에게 경쟁사(나이키/아디다스) 대비 언더아머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선호도 증대 방안
- 10대들이 선망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캠페인 아이디어 제안 가능

(ex. TV/디지털 영상, SNS 참여/확산 프로그램 및 360 프로모션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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