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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인드라이브 IQ5000 아이나비 K11 air 소프트맨 S581V PONTUS PM600G

품목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CPU 1GHz 1.2GHz 2.12GHz 2GHz

OS Win Compact 7 Android 4.0 Win CE 6.0 Win CE 7.0

Display 7인치, 800x480 7인치, 1024ㅌ600 8인치, 800x480 8인치, 800x480

RAM 1G 1G 512MB 512MB

Storage 16GB MicroSD 16G MicroSD MicroSD

GPS Ublox Turbo GPS Ublox6 ANA Ublox 6 GPS Ublox 6

지도 아틀란 3D 아이나비 3D AIR softman GINI 3D

음성인식 Fine SR1.1 Mach Voice 음성인식 음성인식

차량어플 차선이탈정보,연비짱 실시간 CCTV 안전한주차 주유소가격

사이즈/무게 113x183x23, 410g 117x184x21, 420g 128x204x28, 546g 122x201x25, 520g

가격 268,000 원 277,000 원 278,000 원 319,000 원

*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높고,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이 낮음

판매 내비게이션 조사 3



경쟁제품은 아이나비? -> 다수 업체
내비 자체 성능에서의 경쟁력은?
내비시장 포화 = 차안 사용 내비 포화
기존 시장 확장 불가능
è 기존 내비에서 벗어난 전략필요

이슈1 :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 1인 1단말
로봇 : 1가구 1로봇
내비게이션 : 1차량 1단말
태블릿 : 1인?  1단말 -> 아님

1가구? 1단말 -> 아님
è 태블릿은 개인 선택의 문제임

(구매 망설이는 소비자 많음)

이슈2 : 태블릿

플러스 전략

“ 내비게이션을 차 밖으로 던져버려라”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 단말기는 이미 포화상태 à 시장창출이 어려움

내비게이션에 태블릿 기능을 도입해서 내비겸용 태블릿 단말기 개발

태블릿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를 통해 신시장 창출

“융햡”

포화시장 극복 위한 경쟁포인트 찾기 4컨셉



구분 PONTUS 신제품 아이나비 K11 air 성우 SM508 아이패드미니

품목 내비게이션+태블릿 내비게이션 태블릿 태블릿

CPU 1.2GHz 1.2GHz, QuadCore 1.3Ghz, A7 Dual

OS Android Android 4.0 Android 4.1.2 iOS 7.1

Display 7인치, 1024ㅌ600 8.0 인치, IPS, XGA 7.9인치 IPS

RAM 1G 1GB DDR3 1G

Storage 8G 내장 8G 내장 16G 내장

SD Card slot MicroSD 16G microSD 8G 포함

Camera 후면3M, 전면0.3M 후면3.2M, 전면 0.3M 후면5.0M, 전1.2M

GPS Ublox6 ANA Build-In

Network WiFi, Bluetooth WiFi, Bluetooth2.1 WiFi, Bluetooth4.0

사이즈/무게 두께 10미리 이하 117x184x21, 420g 153x201x9, 420g 134x200x7.2, 308g

가격 20만원대 중반 277,000 원 218,000 원 349,000 원

목표 스펙

(거치형+매립형+슬롯형)

태블릿 단말기 비교 5컨셉



Android
Map

App Download

내장 메모리

카메라

슬롯형

Design
두께10mm

태블릿 겸용 내비게이션 6컨셉



Concept
“ Tablet on Navigation “
“ 태블릿 겸용 내비게이션 “

Specification
- CPU 1.2Ghz
- Android 4.0 
- 1G RAM/ 16G memory
- 8” 1024 x 800 
- 후면 3M/전면 0.3M
- Wi-Fi/Bluetooth/GPS
- Gini 3D map
- DMB/Music/Movie Player
- Design : 아이패드 룩
- Size : 두께 10mm 이하

MP : 2014년 10월 (TBD)

Target Price : 26만원 (TBD)
Target Volume : 5만대(TBD)
User : 차량운전자, 태블릿구매자

* 상기 사진은 아이패드미니

제품 컨셉 도출 7컨셉



내비게이션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겸용

태블릿

1. 심플한 UI
2. 초간단 검색기능
3. 거치형,매립형,슬롯형

태블릿태블릿

1. 아이패드 같은 디자인
2. 차량정보 사무실확인
3. 이북
4. 슬롯형 거치대

네이밍네이밍

1. 내비패드(의미전달)
2. 내비탭(갤럭시탭응용)
3. 신비,길도미,가이아…

다운로드다운로드

1. 앱스토어 사용
2. 내비 UI 변경 앱
3. 일반 어플리케이션

장착이 용이한
슬롯보드 형태의
액세서리 제공

새로운 컨셉
단말기 선점

마케팅 포인트 8컨셉



영업직 K씨의 사례

영업직에 근무하던 K는 잦은 외근으로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기 불편하여 태블릿을 하나 구입하
고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찾는다. 현대 엠앤소프트에 내비게이션과 태블릿 겸용 단말기가 좋
다는 상품명을 발견한다. ‘내비를 차 밖으로 던져라’ 라는 광고 문구가 눈에 띈다.

의심이 많은 K씨는 눈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본다. 예상외로 이마트에서도 판
매한다고 나온다. 이마트에 들른 K는 아이폰, 갤럭시 탭과 같이 진열되어 있는 엠앤소프트의 ‘내비
패드’라는 태블릿을 사용해본다. 내비게이션 같지 않은 샤프한 금속성 디자인이었다. 아이패드 디자
인과도 유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다른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고, 이북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내비게이션을 작동해보니, 일반 내비게이션과 똑같이 커다란 화면에서 볼 수 있
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른 개발자들이 개발한 내비게이션 UI를 다운받아서
나만의 내비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제품을 구매한 K씨는 일반 내비게이션과 다르게 슬롯보드라는 것을 차 대쉬보드에 장착하여 ‘내비
패드’를 슬롯 방식으로 쉽게 꽂았다. 뺐다 할 수 있어서 내비패드를 차 외부로 쉽게 가져갈 수 있었
다. 이후 K씨는 외근 나갈 때나 집, 사무실에서 ‘내비패드’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내비패드’를 본
사람들중에 아이패드를 구매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다. 

‘내비패드’를 차량 슬롯에 꽂으면 자동으로 차내부 정보가 업데이트 되므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차
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외근 나가기전 사무실에서 먼저 길을 검색한 후 차에 장착만 하면 바로 길
찾기가 가능하기때문에 사용이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용 시나리오 9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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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괜찮은 내비게이션 나왔다더라”

외형 디자인 혁신

두께 10mm 이하

투박한 디자인 탈피, 아이패드와 같은 두께와 디자인

두께 20mm

예시)성우모바일

중소업체, 아이패드 룩
홈쇼핑에서 20만원에 판매, 완판

투박

디자인 포인트 11제품기획



“그냥 꽂기만 하면 다 돼”

거치형 매립형 슬롯형

간편한 이동성 보장(필수) à 내비게이션을 차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필수 요소임

슬롯형이라는 새로운 거치 방식의 유형을 만들게 됨 à 시장선도

대쉬보드 쪽에 슬롯방식으로 내비게이션을 간편히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방식

기존의 거치형과 매립형을 제공하는 동시에 슬롯형도 추가되는 형태

액세서리-슬롯 12제품기획



아이패드

신제품의 아이덴터티 결정에 중요한 요소, 신규 시장 선점의 효과

“내비패드? 태블릿 기능도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내비게이션이야”

신 내비게이션, 신비로운 에서 신비라는 단어가 가지는 느낌

갤럭시탭

신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를 관할하는 여신 이름가이아

내비게이션의 순 우리말길도미

갤럭시탭 응용, 내비게이션 + 태블릿 이라는 의미내비탭

아이패드 응용, 의미 전달이 가장 좋음내비패드

네이밍 13제품기획



“내비게이션 UI를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대”

내비패드

유저
개발자

내비패드

유저

기본내장 UI

다운로드 UI앱

다운로드 UI앱

다운로드개발업로드

예시)날씨앱

기상청앱 원기날씨

기상청 앱공모 1등작
‘원기날씨’ 앱 사용이 더 간편

핵심 “심플한 UI”

UI 관련 API 제공

추가 앱

UI 경쟁력 확보 가능 – 심플하고 조작성 뛰어난 앱
외부 개발자가 참여함으로써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음

다운로드 앱 전략 14제품기획



신속한 네트웍 연결성
– 아이폰 Wi-Fi 검색 기능 벤치마킹
- 안드로이드 단말기 데터링 자동 연결
- 차안 네트웍으로 최신 지도 신속한 업데이트
- 도로 CCTV 보기 가능

“이 폰은 통화가 제일 잘돼” à 모든 통신사 통화 잘됨
“이 내비는 길을 제일 잘 찾아” à 모든 내비 길 잘 찾음

단번에 간편하게 찾는 검색, 사용 되어지는 음성 인식검색검색

“내비게이션은 길을 제일 잘 찾아야돼”

조작

네트웍

최근에는 경쟁력 요소가 아님
내비는 간편한 최신지도 업데이트가 관건

최소터치, 심플한 UI

내비게이션 자체 기능 15제품기획



Item Specification Description
Design Color Gray, Silver, Black

Size 140 x 200 x 90 (mm)
Weight 500 (g)

Display Pixels 1024 x 768
Type LVDS IPS XGA
Size 8 inch

Chips CPU Quad Core (A9 )
CPU Speed 1.2 GHz
GPU GC4000T 16 Core GPU
RAM 1GB DDR3
Memory 16GB (내장 8GB + MicroSD 8G 증정)

Camera Back 3.2MP
Front 0.3MP

Wireless Wi-Fi Wi-Fi 802.11 a,b,g,n
Bluetooth Blutooth 4.0

GPS UBLOX-6 UBX-G6010(ANA) / 내자 ANT
Storage I/F SD 카드 SD카드

USB 1EA Host
Speaker Mono 1EA, 8chm 1.2W stereo
A/V Input CAMERA-In (CVBS)

Output Head phone
Power Ciger jack 12~24V

Battery 3.7V lithium, 5500mAh

O/S Android Andriod 4.1.2 (Jellybean)
Map GINI 3D Hyundai MNSOFT GINI 3D
TDMB TCC3151 내장 ANT타입 + 외장 확장 MCX Connector
TPEG TPEG KBS TPEG
Multimedia Audio MP3, WAV, OGG, FLAC, APE, AAC, etc

Video MPEG4, H.263, H264, RMVB, RM, WMV, etc
Photo JPEG, BMP, GIF, PNG, etc
E-Book PDF, TXT, HTXT, EPUB, Adobe DRM

Application Basic Apps PONTUS UI, CarManager, Google Apps
Apps Download Google Play App

세부 스펙 정의 16제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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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마트 전자제품매장 TV홈쇼핑

“이마트에서 먼저 확인해보자”

총판-온오프라인

TV 미디어를 활용하여 광고 효과를 활용함

TV 홈쇼핑을 통한 판매 추진 – 아이나비 내비, 성우모바일 태블릿 완판 사례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실물 전시가 필요함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 와 하이마트 입점 추진

유통전략 18판매/매출/일정관리



개발기간:4개월

스펙 단위 금액 산출근거 주관부서

샘플구입 단말기구입 상품기획 \ 1,000,000 추정가 상품기획

연구소 \ 5,000,000 추정가 연구소

6,000,000

디자인 Mock-up DesignMockup\ 3,000,000 추정가 상품기획

공모 공모비용 \ 상품기획

3,000,000

하드웨어 용역개발비 \ 100,000,000 추정가 경영기획

기타 \

100,000,000

기구금형 Mock-Up Working \ 10,000,000 추정가 기구팀

금형 Tool off \ 150,000,000 추정가 기구팀

160,000,000

소프트웨어용역개발비 Application \ 100,000,000 추정가

\

100,000,000

지적재산 특허출원료 H/W \ 경영기획

S/W \ 경영기획

0

상품화 포장 매뉴얼 \ 2,000,000 추정가 상품기획

박스 \ 5,000,000 추정가 상품기획

7,000,000

Test인증 인증 Android \

FieldTest 출장,샘플비 \ 10,000,000 추정가

투입인력 직접부서 연구소 \ 100,000,000 추정가 경영지원

인건비 상품기획 \ 20,000,000 추정가 경영지원

\ 882,000,000

$

소계

소계

고정비 합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 개발비 >

분류

기준수량:50K (1$=\1,038)

스펙 단위 금액 산출근거 주관부서

하드웨어 CPU 1.2GHz $ 20.00 추정가 연구,구매

(부품비) RAM 1G $ 5.00 추정가 연구,구매

Memory 16G $ 10.00 추정가 연구,구매

Display 1024*768 $ 20.00 추정가 연구,구매

PCB $ 4.00 추정가 연구,구매

GPS Ublox $ 10.00 추정가 연구,구매

Camera 3M $ 7.00 추정가 연구,구매

etc Electronics $ 25.00 추정가 연구,구매

101.00

기구금형 기구사출물 $ 15.00 추정가 기구팀

15.00

상품화 액세서리 $ 5.00 Charger

포장 $ 1.00 매뉴얼, 박스 구매

6.00

로열티 Royalty HW $ 1.00 추정가 경영기획

SW $ 1.00 추정가 경영기획

2.00

제조비용 외주가공비 완제품 $ 0.22 추정가 경영기획

Loss $ 1.00 재료비 * 1% 국내영업

1.22

기타경비 부대비용 $ 1.00 판매수수료,금융비용,A/S경영기획

기타 $

1.00

$ 126.22

\ 131,016 도입가 13만원 이하

분류

< 재료비 >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변동비 합계

예상 M/C & 예상 개발비 19판매/매출/일정관리

* 아래 금액 수치는 추정치임, 회사 내부 M/C 및 개발비 정보를 기반으로 재 작성되어야 함(회사마다 산출방식 상이함)



BEP - 손익분기수량

예상 매출액 – 1년

재료비 \131,016 개발비 \882,000,000

가격타입 변동비적용 유통비(40%) 공헌이익 Rate BEP 수량

1 \300,000 \131,016 \120,000 \48,984 16.33% 18,006

2 \290,000 \131,016 \116,000 \42,984 14.82% 20,519

3 \280,000 \131,016 \112,000 \36,984 13.21% 23,848

4 \270,000 \131,016 \108,000 \30,984 11.48% 28,467

5 \260,000 \131,016 \104,000 \24,984 9.61% 35,303

6 \250,000 \131,016 \100,000 \18,984 7.59% 46,461

7 \240,000 \131,016 \96,000 \12,984 5.41% 67,932

8 \230,000 \131,016 \92,000 \6,984 3.04% 126,295

9 \220,000 \131,016 \88,000 \984 0.45% 896,670

10 \210,000 \131,016 \84,000 (\5,016) -2.39% (175,825)

구분 Q4' 2014 Q1' 2015 Q2' 2015 Q3' 2015 합계

판매량 15,000 20,000 10,000 5,000 50,000

가격타입 \260,000 \252,200 \244,634 \237,295 \248,532

재료비 \131,016 \128,396 \125,828 \123,312 \127,138

유통비 \104,000 \100,880 \97,854 \94,918 \99,413

Margin \24,984 \22,924 \20,952 \19,065 \87,925

매출액 \3,900,000,000 \5,044,000,000 \2,446,340,000 \1,186,474,900 \12,576,814,900

영업이익 \374,754,600 \458,479,344 \209,522,879 \95,327,190 \1,138,084,013

* 예상 매출액 : 약 120억, 영업이익 : 약 11억

* 가격은 매 분기 3%씩 하락, MC는 2%씩 하락

BEP & 예상 매출액 20판매/매출/일정관리

* 아래 금액 수치는 추정치임, 회사 내부 M/C 및 개발비 정보를 기반으로 재 작성되어야 함(회사마다 산출방식 상이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6월 ~10월

런칭

2014년

상품기획

2015년

디자인

금형 /    소프트웨어

WS ES1 ES2 PP

판매

상세 일정 관리

차기제품런칭

Date 04월 25일

파트 릴리즈 담당자(부서)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상품기획 상품기획서 상품기획자
UI기획서 UI기획자

디자인 GUI 2D디자이너
제품디자인 3D디자이너
디자인목업 디자이너

기구금형 T0 기구설계자
T1~T3 기구설계자

Tool-Off 기구설계자

H/W W/S 하드웨어
E/S1 하드웨어
E/S2 하드웨어

P/P 하드웨어

S/W Firmware 펌웨어
Application 소프트웨어

Map 소프트웨어

Test 인증 QA

필드테스트 QA

생산 부품발주 구매부서

외주생산 생산

판매 총판 온라인 영업

총판 오프라인 영업

당사(회사내부) 외주업체

9월5월 6월 7월 8월

개발일정 21판매/매출/일정관리



목표 : 사용 시나리오 DB 기반 단말개발

안드로이드 OS 적용
일반 내비게이션 개발

사용 시나리오 DB수집
DB수집시작(부서내)
<브레인스토밍 도입>

1단계

3개월

2단계

3개월

3단계

3개월

4단계

3개월

“DB to Target “
(From Database to Target)

샤프한 디자인 적용
내비게이션 + 태블릿

사용 시나리오 DB
수집 사내로 확장
<1인 1일 10 여개>

안드로이드 인증 단말
개발API배포 판매허용

일반인 참여 시나리오
공모,마케팅활용
<스토리화>

내비패드 브랜드 구축
사용자 앱 거래

근미래 내비게이션
컨셉 1,000개 만들기
<내비패드 라인업>

* 참고 : 단계별 내비게이션 개발 접근 방식 22



상품기획팀

Brain Storming

근미래 사용 사례 수집

다른 부서

외부 공모

컨설팅

사용스토리 DB

가능성선별
내외부 환경분석

타당성 검토

신제품라인업

단말컨셉
1000개

* 참고 : 단계별 내비게이션 개발 접근 방식 23



배경

예상 투자 수익

기능 및그림(도면) 설명

개요

진입 포인트

Biz Model

예상 효과
포화상태인내비게이션시장창출의 한계를극복하기위해
태블릿기능도입
하드웨어 스펙은 태블릿과 동일함
태블릿구매예정자의 틈새를 파고듬

내비게이션 신규 시장 창출 가능
태블릿 시장 진출 가능
차량정보 실질적인 이용 가능
내비게이션 오픈 앱 다운로드 시장 형성

‘내비패드’ 새로운 개념의 단말기 영역 개척

Target : 차량운전자, 태블릿구매자

유통망 : 온,오프라인 총판
이마트, 하이마트 등 매장
TV 홈쇼핑 런칭

샤프한 예쁜 디자인을 가진 내비게이션
앱다운로드 가능한 태블릿 겸용 내비게이션

“차 밖으로 내비게이션을 던져버려라”
차량밖에서도 사용 가능한 내비게이션
‘신개념 태블릿 겸용 내비게이션’ 출시

9mm
디자인

내비게이션 +
태블릿
앱다운로드

1년간 5만개 판매
개발비 10억, 예상 매출 120억, 영업이익 11억

내비패드(내비게이션+태블릿)
1 page
Proposal 001

슬롯형

목표 컨셉 DB  999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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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