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보도용 

Toyota, 토털 마켓 마케팅 모델 창조  

Toyota, 변화하는 미국 시장을 포용하다   
 

캘리포니아 주 토랜스, 2013년 12월 18일 – 요즘 미국의 자동차 딜러 매장이라면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자동차 구입을 위해 방문한 수많은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객들이 새로운 주류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향후 2030년까지의 전체 인구 성장분의 88%가 다문화 
출신 인구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미국의 인구조사국 데이터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Toyota는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 시장에서 
No.1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Toyota 는 판매 미디어(paid media), 평가 미디어(earned media), 자사 
미디어(owned media)에 대해 보다 연계성 높은 마케팅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전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던 대행사들을 Total Toyota 또는 T2라는 명칭의 토털 마켓 
모델로 집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들 대행사는 기존과 같이 서로 분리된 개별 사업 단위 
형태를 취하지만, T2 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협업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행사 차원의 접근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Toyota의 사내 다문화 마케팅 팀이 앞으로는 
모든 제품 마케팅 팀들에 걸쳐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선두 지위를 확대하기 위한 Toyota 의 움직임과 더불어 위에 언급한 
새로운 마케팅 방식은 Toyota 진출 지역들 중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띠는 미국 지역의 
다양한 고객층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Publicis Groupe 소속이자 지난 20 여 년 간 Toyota 의 광고 대행사 역할을 맡아 온 
Saatchi & Saatchi 로스앤젤레스가 이번 새로운 마케팅 모델을 이끌게 됩니다. 또한 
Toyota와 수십 년 동안 파트너십을 형성해 온 대행사 4곳이 Saatchi의 활동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들 추가 대행사 중 3 곳은 Publicis 산하의 Communications(아프리카계 
미국인), Conill Advertising(히스패닉) 및 Zenithmedia(방송 및 옥외광고 미디어 
구매)입니다. 반면 새 모델에 합류하게 될 또 1 곳의 추가 대행사인 InterTrend 
Communications는 독립 대행사로, 아시아계 미국인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T2 모델의 도입으로 Toyota 는 고객의 감성과 구매 취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방식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혁신을 위한 모델 역할을 하겠다는 Toyota의 약속인  “Let’s 
Go Places” 모토를 실천함으로써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T2 는 다른 글로벌 업종들의 모범 사례들을 통합하는 동시에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모델입니다. 다양성이 커져 가는 토털 마켓에 
걸맞는 아이디어들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T2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Toyota의 향후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 통일화  
• 미디어 영향력 증대 
• 보다 결집된 대행사 팀 체제를 통해 창의성 및 문화적 감성의 결합을 적극 활용  
• 올바른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 

 
대행사 마케팅 활동의 통합 작업이 이미 개시되었으며, 2014년 4월 1일 부로 시작되는 
Toyota의 2015 회계연도에 이러한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Toyota 의 새로운 마케팅 모델은 미국 시장의 변화하는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라고 Toyota Motor Sales, U.S.A., Inc. 마케팅 부문 
부사장인 Jack Hollis 는 답변합니다. “과거에는 당사의 다문화 대행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 팀들을 통합함으로써 Toyota는 앞으로 
브랜드 리더십을 유지하고 보다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Toyota 소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Prius를 창시한 Toyota는 Toyota, Lexus, Scion 브랜드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위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Toyota는 북미 지역에서 2,500만 여 대의 자동차와 트럭을 생산해 왔으며, 현재 이 지역에서 총 
14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40,000명에 달하는 직접 고용 인력을 갖추었습니다. 2012년, 
당사의 1,800개 북미 딜러 매장은 230만 대가 넘는 자동차와 트럭 판매고를 올렸으며, 지난 
20년 간 판매된 모든 Toyota 차량의 약 80%가 현재에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Toyota는 미국 내 곳곳의 교육, 안전, 환경 부문의 자선단체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는 사내에 광범위하게 축적된 자동차 및 트럭 생산 노하우를 지역사회 단체 및 
기타 비영리 기관들과 공유하여 이들 의 선행 실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YSE:TM) Toyota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에 www.toyotanewsroom.com을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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