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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otorsport Team
Made possible by our sponsors and 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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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1997년 창단 이래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모터스포츠팀으로 TCR Asia, Blancpain GT World Challenge Asia에 참가해왔습니다.

2020년에도 TCR Asia, GT World Challenge Asia Series 등  각종 유수 레이스에 

도전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모터스포츠 명가로 비상할 계획입니다.

Indigo Glob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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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vents Integrated Media

Related Countries

Related Brands

Macau Grand Prix
Blancpain GT World Challenge Asia
TCR Asia

소셜네트워크

Facebook, Instagram, 
Youtube ‘Indigo TV’

지원 및 구성원

Hyundai Motorsport, 
Indigo Crews

전시

Auto Salon Week,
Automechanika

Why Indigo Racing?

Team Information
   Racing Record
   Drivers / Car Specifications 
   Integrated Media

International Competition
   Macau Grand Prix   

   Blancpain GT World Challenge Asia
   TCR Asia 

Sponsorship Marketing
   Sponsorship Benefits

Partnership Packages

Appendix1 2019 Indigo Calendar

Introduction

2019 Review

Spo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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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드라이버 슈트, 모델의상, 

홍보물을  통한 반복적인 노출로 

스폰서와의 친밀도를 높입니다. 

인디고레이싱팀의 개성과 우수한 

경기 성적은 스폰서 이미지로 

전이되며, 호감도를 높입니다.

레이싱의 고성능 & 역동성에 

스폰서 고유 이미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낼 수 있습니다

레이싱 및 스포츠 관련 정보 

제공으로 기능성 상품개발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기능성 
상품 개발

서브 브랜드 
출시

브랜드 
이미지

국내 모터스포츠와 함께 발전하며

경험에서 얻은 숙련된 기술력

History ; advanced

Why
Indigo Racing?

인디고레이싱팀은 1997년 창단하여 현대성우쏠라이트 (배터리), 현대성우메탈 (휠), 현대성우캐스팅(주물)

의 다양한 자동차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모터스포츠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국내 최고의 경주용 자동차 제작 기술 및 운영 노하우로 현재까지 국내 프로 

자동차경주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으로 레이싱팀 명가(名家)라는 자부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디고레이싱은 2018년 리브랜딩되었습니다. 기존 아이덴티티에서 별의 형태를 ‘펜타곤’으로 이어받았으며, 

인디고 ‘ I ’ 글자 디자인은 레이싱 스키드 마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인디고레이싱팀의 개성은 빛나는 별을 의미로, ‘SHINE’을 대표합니다.

SNS를 비롯한 팬 미팅, 이벤트로

팬들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A-Z를 아우르는 섬세한 운영 노하우

한국 최초로 글로벌 경주에 진출하며,

국내를 넘어선 열정과 성실함

Insight ; detailed

Sincerity ; passionate

치열한 경주로 누구보다 앞서 달리며, 

선두를 내어주지 않는 강인함

Neverending ; challenge

Excitement ; interactive

Personality

Collaboration

FILA x Indigo Team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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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고레이싱 브랜드 개성 2019년 휠라 X 인디고 팀웨어

레이싱과의 콜라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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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ng Record 2019 Highlight

Blancpain GT World Challenge Asia "GT3 클래스"

- 팀 종합 2위, 드라이버 챔피언 (종합 1위)

TCR 아시아 "i30 N TCR 클래스" 팀 종합 2위

FIA GT 월드컵 "GT3 실버 클래스" 1위

Blancpain GT Series Asia “GT3 클래스” 종합 3위

TCR Korea “i30 N TCR 클래스”

CJ슈퍼레이스 ”Cadillac6000”, “GT1”, “GT2” 출전

CJ슈퍼레이스 “GT2 클래스” 종합 2위

CJ슈퍼레이스 “GT1 클래스” 종합 1위

KSF “제네시스쿠페 20 클래스” 종합 1위

KSF “제네시스쿠페 20 클래스” 종합 1, 4위

KSF “제네시스쿠페 10 클래스” 종합 1, 4위

KSF “제네시스쿠페 클래스” 종합 2, 5위

KSF “제네시스쿠페 클래스” 종합 1, 3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KSF “제네시스쿠페 클래스” 종합 1, 2위

코리아모터스포츠 그랜드페스티발 

“GT클래스” 1위 / “G쿠페클래스” 1, 2위

Super 3800 종합 1위, 3위

Super 2000 종합 2, 4위

GT1 종합 2위

GT1 종합 2위, 3위

GT1 종합 1위, 4위 / 포뮬러 종합 3위, 5위

GT1 종합 1위, 3위 / 포뮬러 종합 1위, 4위

GT1 종합 1위, 2위 / 포뮬러 종합 2위, 4위

GT1 종합 2위, 5위 / 포뮬러 종합 2위

GT1 종합 3위, 4위 / 포뮬러 종합 2위

포뮬러 종합 2위, 4위

포뮬러 종합 3위

투어링A 종합 2위 / 인디고레이싱팀 창단

2011

2010

2009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종합챔피언 수상 기록

2019년 수상기록

레이싱 경기 종합챔피언

15회

인디고레이싱팀  창단

22년

CJ슈퍼레이스 GT1클래스

종합챔피언 (‘16)

TCR Korea i30 N 클래스

종합챔피언 (‘18)
블랑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  

GT3클래스 종합챔피언 (‘19)

제네시스 쿠페 20클래스

2년 연속 종합챔피언 (‘14-15)

제네시스 쿠페 클래스

2년 연속 종합챔피언 (‘11-12)

#97
김  진  수

Super 3800 

종합챔피언 (‘09)

제네시스 쿠페 10클래스

종합챔피언 (‘14)

GT클래스/ G쿠페클래스

종합챔피언 (‘10)

GT1 

3년 연속 종합챔피언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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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lancpain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 영암전 9 라운드  P1 달성 ]

[ FILA 팀웨어 착용한 2019 TCR 아시아 팀 ]

#74
페페 오리올라 

TCR Asia
- 팀 종합 2위

- #74 드라이버 3위

- #97 드라이버 6위

Blancpain GT World 
Challenge Asia
- 드라이버 챔피언

- 팀 종합 2위

#97
최 명 길

마누엘 메츠거

인디고레이싱의 기록들 2019년의 주요순간

#97
김 진 수



9

8

Car Specifications

Mercedes-Benz 
AMG GT3

Hyundai
i30 N TCR

2019 Race Car

2019 Blancpain GT World Challenge Asia 
2018 Blancpain GT Series Asia

2019 TCR Asia 
2019 TCR Malaysia
2018 TCR Korea

6.3L V8 (Naturally aspirated)

6,300cc

1,285kg

550hp

700Nm

2.0L GDI Turbo

350hp

Xtrac Sequential Paddle Shift

FRONT: MacPherson Strut 

REAR: Multi-link

DAMPER: Ohlins

Odyssey PC1200

Braid社 10” x 18”

Racing ABS (Anti-lock brake system)

Racing TCS (Traction control)

Aluminium Carbon Body Panel

BBS (Alloy)

Steel Disk (AP 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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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dise

Indigo Brand Products

인디고레이싱 출전차량 인디고레이싱 홍보물

2019년 경기 출전 차량 인디고 브랜드 홍보물

참 가 경 기

참 가 경 기

엔 진형 식

배 기 량

무 게

최대 출 력

최대 토 크

엔 진형 식

최대 출 력

변 속 기 

서 스 펜 션

배 터 리

휠

안전 장 치

샤 시

휠

디 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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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타겟

장소

타겟

장소

2019 오토살롱위크 (201910월)

자동차 및 스포츠를 좋아하는 2040 

일산, KINTEX

인디고레이싱 및 모터스포츠 팬

일산 킨텍스 / 경기장 내 피트

Exhibition

Communication

Offline Channel

젊은 층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나아가는 인디고레이싱팀은 소셜네트워크를 비롯한 

팬미팅, 이벤트, 전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통합매체를 통해 젊은 문화와 함께합니다.

전시장 내 가장 큰 부스를 선점하여, 매 년 드라이버와 

팬미팅 및 포토타임, 레이싱 및 스폰서 제품과의 

다양한 체험 제공

로얄팬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온라인 컨텐츠와 

오프라인을 연계해 각종 현장 이벤트 및 행사 진행.

Online Channel

Integrated Media

21.6%

5million

78,582

13,900

2019 5월 

13,900

2,169,444

1st   38%

2nd  20%

3rd   19%

25-34 ages

35-44 ages

18-24 ages

Branding

Facebook

Youtube

‘인디고 TV’는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이 운영하는 채널로 

레이싱 관련 인포테인먼트 영상이 매주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Infotainment

설립일

좋아요

팔로우

온오프라인 통합매체

최근 6개월 팔로워 성장연령별 인디고팬 분석 최근 6개월 월평균 노출

2018년 4월

5,491명

5,574명

1위     37%

2위     31%

3위     21%

(25-34세)

(18-24세)

(35-44세)

온라인 마케팅 채널

매 국내외 레이싱경기 진행 시, 오피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및 스폰서 노출

인디고의 감성 및 전문성과 자아동일시하는 2035 팬층

‘알유레디’ 컨셉으로 정보전달 및 재미 요소를 결합한 

컨텐츠로 소비자 관심 확대

조회수 (2019년 10월 기준)

연령별 인디고 팬 분석

설립일

팔로우

조회수

팔로워 (2019년 10월 기준)

오프라인 마케팅 채널

[ 스폰서 제품과 인디고 레이싱 모델 포토타임 ][ 인디고레이싱 히스토리카 및 물품 전시 ]

[ 고객사 및 팬 대상 인디고 X AMG 쇼런 이벤트 ] [ 영암에 개최한 인디고 페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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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이 블랑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 시리즈에서 드라이버 챔피언을 등극하며대한민국 

팀으로서 첫 미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지속적인 도전과 발빠른 변화로 인디고레이싱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2019
Rac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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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스트리밍 조회수 해당 컨텐츠 관련 반응공식 페이지 팔로워

SJM Macau GT Cup – FIA GT World Cup 

국제자동차연맹 (FIA)

Mercedes AMG GT3 Silver Class (총 1대 출전)

www.macau.grandprix.gov.mo/en

연간 1회 개최

대 회 명

대 회 주 관

참가 클래스

홈 페 이 지

대 회 일 정

M a c a u

M a c a u

11월 16일

11월 17일

예 선 전 

결 승 전 

해외 경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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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etition 1

Overview

Schedule

Media Reach

50,870 38.8m 87,506

Facebook Internet Coverage

*FIA GT 월드컵은 매년 마카오 거리에서 열리는 GT레이스계 최고 권위 레이스입니다. 

한국 팀 최초로 출전한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모터스포츠 명가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2019 Review

2019년 블랑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친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아시아 대표 모터스포츠

축제인 마카오 그량프리의 FIA GT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세계 유수 

모터스포츠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가운데, 

'실버 클래스 1위'라는 영광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17

16

International
Competition 2

Overview

Schedule

Media Reach

Round 1-2

Round 3-4

Round 5-6

Round 7-8

Round 9-10

Round 11-12

Malaysia

Thailand

J a p a n

J a p a n

K o r e a

C h i n a

FacebookYoutube

2019 Review

*Blancpain GT Series는 한 차량을 드라이버 두 명이 번갈아 탑니다. 

빠르게 드라이버를 교체해야 하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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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pain GT Series Asia

SRO Motorsports Group

GT3 6 경기 (Mercedes-Benz AMG GT3)

www.blancpain-gt-series-asia.com

연간 6회 개최

대 회 명

대 회 주 관

참가 클래스

홈 페 이 지

대 회 일 정

4월 5-7일

5월 11-12일

6월 22-23일

7월 6-7일

8월 3-4일

9월 22-23일

레이싱경기 주간 방송 시청자

아시아 시청자 점유율

아시아 시청자 수

Blancpain GT Series Asia는 슈퍼카 레이싱 경기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경기 방송 시청률과 더불어 

SNS 매체 노출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66 만 명

93%

400 만 명

공식 페이지 팔로워 수 홍보컨텐츠 종합 조회수

46,207명 59백만회

최근 1개월 총 조회수유튜브 방송 구독자 수

507,780회112,7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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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etition 3

Malaysia

C h i n a

C h i n a

C h i n a

Thailand

Overview

Schedule

Media Reach

Round 1-2

Round 3-4

Round 5-6

Round 7-8

Round 9-10

*2018년 TCR Korea 챔피언에 이어, 이제는 아시아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i30 N TCR 차량을 통해 해외 레이스에서 한국 스포츠 브랜드의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2019 Review

Facebook FOX SportsYoutube

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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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 Asia Series

TCR Asia Series

현대 i30 N TCR (총 2대 출전)

www.asia.tcr-series.com

연간 5회 개최

대 회 명

대 회 주 관

참가 클래스

홈 페 이 지

대 회 일 정

4월 5-6일

5월 4-5일

6월 1-2일

7월 6-7일

8월 31일 - 9월 1일

공식 페이지 팔로워 수

108,795명

2017년 레이스 시청 가구

34천만

아시아권 대표 레이싱 경기인 TCR Asia에서의 좋은 경기 결과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레이싱은 특히 국제

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 종목으로써,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으

로 진출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TCR TV 채널 구독자 수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수

198만회

또한 FOX Sports3에서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시장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계 내 큰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매체에서 인디고레

이싱팀의 선전은 스폰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해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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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Packages

How to sponsor

Sponsorship is not just about supporting sports brand.

Sponsorship is about generating synergy effect between two brands, with similar brand identity. 

Collaborating in each step to provide a mind-blowing brand experience to our customers.

You can make a partnership with Indigo Racing Team by following the 5 steps below.

Sponsorship Marketing

STEP 1

STEP 4STEP 3

STEP 2

STEP 5

Sponsor Benefits

Sponsorship

스폰서 마케팅의 장점

과거 스폰서 체결 이력

~2018년 (2019년 예정)

쏠라이트 X  인디고레이싱

2018 TCR Korea 챔피언십 달성

스폰서십 패키지

인디고레이싱과 함께하는 

브랜드 공명 국내외 레이싱 경기 및 전시 행

사를 통한 브랜드 노출 홍보로 

스폰서 인지도를 증폭

인디고레이싱의 좋은 경기 결

과로 형성된 신뢰도가 스폰서

에 대한 애착으로 형성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브

랜드 경험을 통해 만족스러운 

태도 형성

인디고레이싱 고유의 역동적이

면서 감성적인 개성을 스폰서 

이미지로 전이

지속적인 IMC를 통해 인디고

레이싱 및 스폰서에 대한 팬심 

및 자발적 홍보로 확대

브랜드 인지도
(제품인지 단계)

브랜드 연상
(관심 단계)

브랜드 애착
(구매 결정)

브랜드 활동
(제품에 대한 신뢰)

브랜드 태도
(제품사용 및 평가)

2009년 

아레나 X  인디고레이싱

CJ Super 3800 챔피언십 달성

~2018년 (2019년 예정)

현대성우캐스팅&메탈 X  인디고레이싱

레이싱 ‘퍼포먼스 휠’ & ‘브레이크 디스크’ 협업 개발 (2017)

2013년 

케이스위스 X  인디고레이싱 

프리미엄 라인 K+ 런칭

지원 : 

프리미엄 라인 (K+) 의류 및 특수 

제작한 팀복 및 용품

스폰서 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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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pain AMG GT3

TCR i30 N

Package Guideline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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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 Suit

Mechanics Suit

Package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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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자세한 정보는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홍보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R & Marketing       |    plus523@swa.co.kr    /    +82-2-2189-0961
SNS (Facebook)       |    www.facebook.com/soliteindigo/ 
Youtube Indigo TV   |    www.youtube.com/channel/UCNedwQ4KVy3YtPHYlxpbFzQ

Package Guideline

프리미엄 골드 실버 브론즈 재원 지원

레이싱 스폰서 노출

     레이싱 차량

     드라이버 슈트 

기타 스폰서 노출

     홍보모델 의상

     홍보물(모자,우산)

     홍보영상 엔딩

     내외부 인터뷰시 

     스폰서 언급

레이싱 모델 활용

     스폰서 화보 

촬영피트패스권

     매 경기 이틀 

     패스권 2인 증정

     숙박(1박) 제공

레이싱 홍보물

     2개씩 증정

상품개발

콜라보레이션 

제품 개발

레이싱팀복 

필요수량 제공

콜라보 제품 

공동라이센스

8

4

10

5

8

4

6

3

O - -

- -

O -

O -

O

O O

O O

O -O - O

O O

프리미엄

레드존 

위치선점

커스텀 그레이존 위치선점

*원하시는 위치에 따른 점수 합산으로 선착순 선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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