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페인트 점 · 새로운 판매 스타일에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차별화 비즈니스 가맹 안내
법인 건물 시장・절전그린코트 시스템
개인 주택 시장・절전ECO하우스 시스템
건강 증진 시장・건강ECO하우스 시스템

공격적 ·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도장 업체 문제점
１. 타사와 차별화 없는 것을 시공 가격 경쟁 중심으로 시공하고 있다.
２. 고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점이 있는 판매 방법을 하고 있지 않다.
３. 늘 기다리는 자세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안한 것이 적다. 법인에 대해서는 루트가 없다.
４. 고객을 위한 팜플렛, 홍보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５. 무슨 프로 숍인가, 전문점화를 진행합시다.

기업의 브랜드 전략
지금부터, 단품판매가 아닌,
고객에게 절전 대책 플랜 = 전체 절전 도장을 판매하세요

개인 시장용 브랜드 전략
NO.1상품을 판매합시다.
"개인 시장용으로 타사와의 차별화 상품을 판매합시다"

１. NO.1 도료의 조합과, 브랜드화한 시스템으로 타사와 차별화해
절전의 프로숍으로서 전체 절전 도장을 판매합시다.

１. 차열, 단열 유리 코팅 업계 NO.1 상품, HOT 가드를 판매 해 봅시다.
팜플렛, 홍보 자료를 WEB에서 모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공조 비용 50 % 이상 절감 NO, 1 상품의 합작으로 타사가
절대 흉내 수없는 차별화 전략 절전 그린 코트 시스템입니다.

2. 차열, 단열도장으로 최고성능의 에너지절약 커버코트에 스케치의 대전방지,
초친수 셀프 클리닝코트를 더해 타사와의 차별화 플랜 에너지 절약 커버
코트 plus를 판매합시다.
팜플렛, 판촉물을 WEB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직접 시공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경로가 없는 경우에도
시공취급규칙으로 인해 지금까지 기대할 수 없었던 법인의 시공획득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건강 증진 시장은 건강 페인트 전문 숍으로 전개.
5. 판매를위한 도구, 판촉물을 제공하고 세미나를 가능한 한 많이 개최하자.
WEB에 의한 온라인 교육,지도도 준비.
더 나아가 도료가 지속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영업판매 방법을 공부하게 합시다.

법인 건물 시장・ 절전그린코트 시스템
법인용 시장
절전그린 코트시스템
건강 증진 시장
건강ECO하우스 시스템

3. 실내 전용으로 건강 촉진과 단열, 절전 대책을 할 수 있는 업계 최초
건강 도료를 개발, 타사와의 차별화에 최적 상품.
4. 로고, 명함, 팜플렛 등 브랜드 전략을 활용합시다.

개인 주택 시장
절 전 E CO하우스 시스템
건강 증진 시장
건강ECO하우스 시스템

개인 주택 시장・절전ECO하우스 시스템
실내 내장재용 단열 도장
HOT가드 인테리어

외장재의 차열, 단열, 방오도장
에너지 절약 커버 코트
공기조절비 20%이상 삭감

유리창 차열·단열
HOT가드H-SP
1㎡12000円

법인 건물 시장・절전그린코트 시스템
옥상실외기 및 실외기 주변의 차열, 단열, 방오도장
에너지 절약 커버 코트
공기조절비 15%이상 삭감 1년 상환

실내 내장재용 단열 도장
HOT가드 인테리어

절전 유리 코트 PRO 1㎡8800 엔
에어컨 비용 25 % 이상 절감 5 년 상각

절전 그린 코트 시스템
에어컨 비용50％이상삭감 계획
건물 전체를 AL L 절전 도장으로, 또는 건강 촉진 도장
1. 내장에 단열, 차음, 항균·항곰팡이, 長期招集, 원적외선, 항산화의 건강 촉진
도료.그리고 절전 대책과 건강 촉진 대책 더블 추진.
2. 유리 차열, 유리창의 열 이동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조 효율 향상을 실현
⇒ 태양직사열 5도~10도이상 차단, 西日対策, 결로 대책
⇒ 창문으로 들어오는 유해 자외선 99% 차단
3. 외벽전반의 단열, 차열, 방수, 차음+방오, 미관유지
언제나 깨끗하고, 붙은 더러움도 비로 간단 클리닝(셀프 클리닝)

내장에서 절전 대책
① HOT가드 인테리어
1㎡6000엔
공조비 20%감축 플랜

창에서 절전 대책
②절전 유리 코트 PRO
1㎡8800 엔
공조비 25 % ~ 삭감
계획
5 년 상각

외부에서 단열 대책
③ 에너지 절약 커버 코트
PLUS
1㎡5000 엔
외벽, 지붕 단열, 보온,
방오 페인트

절전 그린 코트 시스템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서 기존 건물의 전기 사용량의
50 %를 차지하는 공조 비용을 3 개의 상품 합작하여 50 % 이상 줄일 수있는
획기적인 절전 대책 시스템입니다.
특별한 설비 및 시공 기술 습득의 필요가 없고, 절전 ECO점 PRO지원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조비 50% 이상의 삭감 플랜을 임팩트 있는 전략으로서 절전 그린코트 시스템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만, 고객의 요구에 의해 아래와 같이 1, 2, 3을
개별적으로 비즈니스 전개도 해 갈 것입니다.

내장에서 절전 대책
①HOT가드 인테리어
1㎡6000엔
공조비 20%감축 플랜

창에서 절전 대책
②절전 유리 코트 PRO
1㎡8800엔
공조비 25%감축 플랜
5년 상각

옥상 실외기에서 절전
③에너지 절약 커버 코트
40㎡~40만엔
공조비 15%감축 플랜
1년 이내 상각

3가지 브랜드 전략을 예산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전 그린 코트 시스템 net를 전개하다. 절전 프로 서포트 .net 로55만엔 세트 구입 에 가입
법인용 절전 그린 코트 시스템、 개인 시장용 절전ECO하우스 전략、 건강ECO 하우스 전략을 트리플 전개

절전 프로shop은 토탈 shop

공조비 50%이상 감축 플랜의 토탈 WEB사이트
・사용자를 위한 절전 그린 코트 시스템의 종합 안내
・절전 PRO 서포트점용
・절전 대책 추진 협의회·회원용·사무국 전용

55만엔 PRO지원용 WEB 사이트
일반 도장점과는 전혀 다른, 고객에게 단지 도장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절전 그린 코트
시스템을 브랜드화해, 전국 합동 판촉으로 전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숍입니다.
개인 주택은 물론, 이번 특히 법인 시장을 직접 시공 획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고
있습니다.

개인 시장용 브랜드 전략
절전 ECO 하우스 .net에18만 세트 구입에 가입

절전 ECO 하우스 가맹점 전용 WEB 사이트
개인 주택 시장에 절전 ECO 하우스 브랜드에서 일반 도장
업체와 차별화 된 브랜드 전략을 전개.
WEB를 사용한 판매 촉진의 활용에 의해, 성능 NO.1을 증명.
기업 지원 충실.

건강 증진 시장 브랜드 전략
건강 ECO 하우스 .net에18만 세트 구입에 가입

건강 ECO 하우스 가맹점 전용 WEB 사이트
건강 증진 시장에 건강 ECO 하우스 브랜드에서 일반 도장
업체와 차별화 된 브랜드 전략을 전개.
WEB을 이용한 판매 촉진을 활용하여 성능 NO, 1을 증명한다.
기업 지원 충실.

절전 대책 ALL 절전 도장 업계 NO1 절전 ECO 쇼핑 지원
더운 태양열
지역 밀착으로 고객과 거래 있으신 분은 꼭 시공 대행
중심의 절전 대책 추진 협의회에 참가해주십시오.
이번 절전 대책 상품은, 특별조건이므로 고객에게 정보가
도착하면, 반드시 시공 의뢰가 많아집니다.

결로가 싫다
자외선 차단하고 싶다
절전 대책하고 싶다
해결

무료로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절전 PRO 지원 업체
지역 총괄 점

기업 OB·기업 관련
세무사 · 회계사 · 컨설팅 회사
생활협동조합・조합·단체
설계 사무소 · 건설사 · 공무점
SS・가스 회사 · 판매업
빌딩관리회사·부동산회사
개발자, 하우징 회사

시공 획득 영업
절전 유리 코트PRO
1㎡8800円
HOT가드H-SP
1㎡12000円
HOT가드 인테리어
1㎡6000円～8000円
에너지 절약 커버 코트 실외기
1㎡10000円
에너지 절약 커버 코트 외장
1㎡5000円

절전 대책 사용자
상장 회사 체인 본부
지방 기업

고문 처 기업
(고문 대상 기업)
가맹 기업·조합원
신축안·리폼 안건
거래처・내방객・배달처
관리 건물 신축·개발 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