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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T]
BLEND의 과거, 과거분사
서로 다른 요소가 완벽히 혼합된 상태

[D.BLENT]
[명사](합성어)
1. DIGITAL과 BLENT의 합성어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에센스가
완벽히 블렌딩 된 상태
2. 또는 그를 이용하여
TM
ATTRACTIVE Campaign 을 만드는
종족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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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모두가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디지털 디바이스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세상을 우리 브랜드에 중독되게 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광고의 경계를 넘어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블렌트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국내외 온, 오프라인 광고를 기획 및 집행하는 캠페인 에이전시(종합 광고 대행사)입니다.

2)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나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참여가 가능한 구조의 인터렉티브 광고를 넘어서 소비자 스스로 캠페인에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매체가 되게 하는 어트랙티브 캠페인(ATTRACTIVE CAMPAIGN)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
브랜드로의 중독을 위한 백과사전.
중독성 강한 디지털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에센스만을 블렌딩한 Ultimate Blend Campaign.
디블렌트가 국내외 브랜드와 함께 하는 캠페인들이 모여 세상을 놀라게 할 ADDICTIONARY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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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VE CAMPAIGN

TM

스마트 폰, 태블릿,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의 디지털 미디어들
세상은 이미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디지털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디지털 디바이스들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왜 써야 하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 브랜드에 중독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온, 오프라인 광고의 경계를 넘어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독성 강한 디지털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에센스만을 블렌딩한 Ultimate Blend Campaign
D.BLENT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온, 오프라인 블렌딩 캠페인들이 모여
전세계가 주목할,
브랜드로의 중독을 위한 새로운 백과사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Campaign Agency - D.B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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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IONARY
브랜드 중독에 대한 백과사전
Campaign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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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57 )
버거픈 모든 순간
버거킹 올데이킹
PROJECT : 버거킹 Attractive Campaign / Local & Global
CLIENT : 버거킹
PERIOD : 2019. 01 ~ 2019. 12

Chp. 56 )
시선 솔루션
와이 솔루션
PROJECT : Y-Solution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LG화학
PERIOD : 2019. 01 ~ 2019. 12

Chp. 55 )
Unframe your idea
PLAY#, PLAYSHOT
PROJECT : Canon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Canon
PERIOD : 2018. 11 ~ 2019 .02

Chp. 54 )
Me의 기준
MISSHA
PROJECT : 미샤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에이블씨엔씨, 미샤
PERIOD : 2018. 08 ~ 2019 .02

Chp. 53 )
My Passion ID
PASSARDI
PROJECT : 파사디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파사디
PERIOD : 2018. 08 ~ 2019. 08

Chp. 52 )
로밍도 역시
유플러스로 씁니다
PROJECT : 유플러스 로밍요금제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LG 유플러스
PERIOD : 2018. 04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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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51 )
골프도 U+로 봅니다
유플러스
PROJECT : 유플러스 골프 App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유플러스
PERIOD : 2018. 04 ~ 2018. 12

Chp. 50 )
꿈꾸는 시간을 자라는 시간으로
상장맞춤 매트리스 플립
PROJECT : 플립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더홈
PERIOD : 2018. 05 ~ 2018. 12

Chp. 49 )
설레는 눈맞춤
설빙
PROJECT : 설빙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설빙
PERIOD : 2018. 04 ~ 2018 .12

Chp. 48 )
끝까지 따뜻할 용기
원할머니 보쌈
PROJECT : 원할머니 보쌈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원앤원
PERIOD : 2018. 03 ~ 2018 .12

Chp. 47 )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
PROJECT : 굿리치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리치앤코
PERIOD : 2018. 04 ~ 2018. 12

Chp. 46 )
음악고백
SK 뮤직메이트
PROJECT : 뮤직메이트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SK techX
PERIOD : 2017. 10 ~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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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45 )
창의력은 그무엇도 따르지 않는다
캐논 플레이샷 2017
PROJECT :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Canon
PERIOD : 2017. 07 ~ 2018. 01

Chp. 44 )
다이어트 하지말고 쥬비스 하자
실패는 없다 쥬비스
PROJECT : 쥬비스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쥬비스
PERIOD : 2017. 05 ~ 2018. 04

Chp. 43 )
마지막 인사
AIA생명 브랜드 캠페인
PROJECT :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AIA생명
PERIOD : 2017. 05 ~ 2017 .10

Chp. 42 )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 5
킹스맨2
PROJECT : 킹스맨2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7. 04 ~ 2017 .10

Chp. 41 )
APES TOGETHER STRONG
혹성탈출 : 종의 전쟁
PROJECT : 혹성탈출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7. 03 ~ 2017 .8

Chp. 40 )
완벽하게 내 손안에 있을 것
밀리마쥬
PROJECT :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밀리마쥬
PERIOD : 2017. 02 ~ 201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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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39 )
보습의 끝판왕, 그 놀라운 실험
XYZ Fomula
PROJECT : XYZ Launching &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forest
PERIOD : 2017. 01 ~ 2017. 04

Chp. 38 )
눈이 어려지는 동안캡슐
안국 루테인
PROJECT : 안국루테인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안국건강
PERIOD : 2016. 12 ~ 2017.06

Chp. 37 )
어둠 속에서 빛을 섬기는 히어로
어쌔신 크리드
PROJECT : 어쎄신크리드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6. 06 ~ 2016 .07

Chp. 36 )
Just Race? REAL SPORTS!
니드포스피드 엣지
PROJECT : 니드포스피드 엣지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NEXON Korea
PERIOD : 2016. 12~ 2017. 6

Chp. 35 )
UNFRAME YOUR IDEA
캐논 플레이샷 2016
PROJECT :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Canon
PERIOD : 2016. 07 ~ 2017. 01

Chp. 34 )

感观之谜
갤럭시 노트7
PROJECT : NOTE7 Launching Campaign / Global
CLIENT : Samsung
PERIOD : 2016. 07 ~ 201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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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33 )
몸쪽 꽉찬 돌직구!
SPRITE
PROJECT : SPRITE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Coca-cola
PERIOD : 2016. 06 ~ 진행중

Chp. 32 )
남자는 다 한통속
게리쏭 맨즈원
PROJECT : 게리쏭 맨즈원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Claire’s Korea
PERIOD : 2016. 05 ~ 2016.07

Chp. 31 )
딱좋은, 그게 바로
갤럭시 C
PROJECT : Galaxy C Launching Campaign / Global
CLIENT : Samsung
PERIOD : 2016. 06 ~ 2016 .07

Chp. 30 )
자꾸만 달리고 싶어질꺼야
카카오 프렌즈 런
PROJECT : Friends Run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Kakao friends
PERIOD : 2016. 4~ 2016. 8

Chp. 29 )
달라서, 그래서
삼성 갤럭시 S7
PROJECT : Galaxy S7 Launching Campaign / Global
CLIENT : Samsung
PERIOD : 2016. 01 ~ 2016. 04

Chp. 28 )
언제 검색하니? 비추면 보이는데!
렛시비어
PROJECT : Letsee beer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Letsee
PERIOD : 2015. 12 ~ 20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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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27 )
마음과 마음을 잇다
앵그리버드 팀이 만든 두번째 대작, Best Friends
PROJECT : Best Friends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The Apps Games
PERIOD : 2015. 06 ~ 2015.11

Chp. 26 )
Unframe your idea
Canon PLAYSHOT 2015
PROJECT : Canon PLAYSHOT 2015 IMC Campaign / Local
CLIENT : Canon
PERIOD : 2015. 06 ~ 2015.12

Chp. 25 )
당신의 운명의 파트너를 꺼내라
DESTINY CHILD
PROJECT : DESTINY CHILD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NEXT FLOOR
PERIOD : 2015. 06 ~ 진행중

Chp. 24 )
리더가 영웅을 만든다
팔라독앤히어로즈
PROJECT : PALADOG&HEROES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The Apps Games
PERIOD : 2015. 06 ~ 2015.12

Chp. 23 )
당신이 좋아하는 히어로들도 그들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다
판타스틱 4
PROJECT : FANTASTIC4 IMC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5. 06 ~ 2015.07

Chp. 22 )
킬링타임 무비? 스트레스 킬링 무비!
킹스맨 : 시크릿 에이전트
PROJECT : KINGSMAN IMC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5. 01 ~ 201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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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21 )
READY. SET. GO :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
PROJECT : AMERICAN TOURISTER
CLIENT : SAMSONITE
PERIOD : 2015. 01 ~ 2015. 03

Chp. 20 )
SAMSUNG CES SHOW 2015 PROJECT
PROJECT : SAMSUNG CES SHOW 2015 PROJECT / Global
CLIENT : SAMSUNG
PERIOD : 2014. 12 ~ 2015. 02

Chp. 19 )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 III
엑소더스 아레나 : 360 degree Circarama
PROJECT : EXODUS, Gods and Kings IMC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4. 12

Chp. 18 )
사진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다
CANON PLAYSHOT
PROJECT : PLAYSHOT IMC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CANON
PERIOD : 2014. 08 ~ 2015. 1

Chp. 17 )
유행을 따라야 한다? 본질에 집중하라!
허세없는 개념커피, 맥스웰하우스
PROJECT : MAXWELL HOUSE IMC Campaign / Local
CLIENT : 동서식품
PERIOD : 2014. 08 ~ 2014. 10

Chp. 16 )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 II
혹성탈출 : 전쟁의 서막, 당신은 그들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PROJECT : 혹성탈출 IMC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4. 07 ~ 201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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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15 )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 I
BE THE X-MEN
PROJECT : X-MEN IMC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4. 04 ~ 2014. 05

Chp. 14 )
Selfie alone? Selfie ALONG!
PROJECT : NX mini Launching Campaign / Global
CLIENT : 삼성전자
PERIOD : 2014. 01 ~ 2014. 04

Chp. 13 )
Book9을 열면, 나만의 작업실이 열린다
PROJECT : ATIV Book9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삼성전자
PERIOD : 2013. 12 ~ 2014.02

Chp. 12 )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곳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이다
PROJECT : 삼성전자 ‘스윙고’ 앱 Launching Campaign
CLIENT : 삼성전자
PERIOD : 2013. 10 ~ 2014.01

Chp. 11)
소비자들은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단지 당신이 소비자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했는지를 기억할 뿐이다
PROJECT : 한국타이어 ‘Be one with it , Be one with the game!’ / Global
CLIENT : 한국타이어
PERIOD : 2013. 05 ~2013. 07
AWARDS : & AWARD winner 수상, 2014 깐느 광고제 출품 중

Chp. 10 )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브랜드를 통해 체험하게 하다
PROJECT :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세상을 프린트하다’ Campaign / Local
CLIENT :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PERIOD : 2013. 01~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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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9 )
디지털 미디어 안의 놀라운 세상을 오프라인에서 체험하다
PROJECT : 보해 ‘월’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보해
PERIOD : 2012. 06 ~ 2012. 09
AWARDS : 대한민국 광고대상 동상 수상, Web Award 대상, 최우수상 수상

Chp. 8 )
캠페인에 중독된 참여자들, 스스로 매체가 되다
PROJECT : 포스코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Campaign / Local
CLIENT : 포스코
PERIOD : 2012. 03 ~ 2012. 05
AWARDS : Web Award 최우수상 수상

D.BLENT Theory 2.
Bread Knife Theory

TM

Chp. 7 )
보여주는 광고에서 봐야하는 광고로 - 디바이스, 시간 타게팅
PROJECT : MCM ‘오직 MCM 모바일에서만’ Campaign / Local
CLIENT : MCM
PERIOD : 2012. 06 ~ 2012. 07

Chp. 6 )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에 중요하다
PROJECT : LG 정수기 ‘당신이 알아야 할 정수기의 진실’ Campaign / Local
CLIENT : LG전자
PERIOD : 2012. 03 ~ 2012. 05
AWARDS : Web Award 대상 수상

Chp. 5 )
오프라인의 즐거운 경험들을 브랜드의 체험으로 가져오다
PROJECT : LG 휘센 Digital Campaign / Local
CLIENT : LG전자
PERIOD : 2012. 04 ~ 20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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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4 )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을 위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마라
PROJECT : W.O.M PROJECT / LG 3DTV Campaign / Local
CLIENT : LG전자
PERIOD : 2012. 04 ~ 2012. 07

Chp. 3 )
T.P.O에서 제품을 경험하게 하라
PROJECT : SK-II 파운데이션 ‘촉촉 동안 룩의 비밀’ INTERACTIVE Campaign / Local
CLIENT : P&G
PERIOD : 2011. 11 ~ 2011. 01
AWARDS : Web Award 최우수상 수상

Chp. 2 )
소비자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라 - 눈높이를 맞추다
PROJECT : LIG투자증권 ‘orda’ Campaign / Local
CLIENT : LIG투자증권
PERIOD : 2011. 11 ~ 2012. 01
AWARDS : Web Award 최우수상 수상

Chp. 1 )
캠페인에 참여하는 과정은 물 흐르듯 유연해야 한다
PROJECT : SK-II 파운데이션 ‘촉촉동안 다이어리’ Campaign / Local
CLIENT : P&G
PERIOD : 2011. 10 ~ 2011. 11

D.BLENT Theory 1.
Fluidic Flow TM

CLIENTS
D.BLENT BASECAMP
CONTACTS

ADDICTIONARY : Chapter fifty five

Chapter. 55
UNFRAME YOUR IDEA
CANON PLASHOT 2018

PROJECT : CANON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CANON
PERIOD : 2018.11 ~ 2019.02

ADDICTIONARY : Chapter fifty five

55

Film link : CANON BRAND FILM

PLAY# PLAYSHOT
CANON PLASHOT 2018

인증만을 위한 똑같은 사진에서 벗어나 색다르고 창의적인 사진을 찍고 즐기며, 그 속에 자신만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시작된 캐논의 컬처프로젝트 '플레이샷 캠페인'.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플레이샷 캠페인은 사진 촬영에 필요한 정형화된 형식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시선#
방식#창의력을 담아 표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사진을 통하여 ‘PLAY#’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캠페인 필름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 영상은, 인스타그램 유저들에게 익숙한 '#' 해시태그 기호와 플레이샷의 '샷'의 중의적인 의미를 바
탕으로 기획 및 제작되었고 ‘PLAY#, PLAYSHOT’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기종 불문, 자격 불문, 실력 불문을 조건으로 하는 플레이샷 캠페인은 촬영 기기 및 전문적 기술만을 높
게 평가하는 타 사진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차별점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약 5만 장 가량의 창의적인
사진 응모 및 500만 이상의 PV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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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샷 2018의 메인 이슈는
플랫폼의 변화에 따른 NCU와의 폭 넓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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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플레이샷 2018 캠페인의 메인 이슈는 영타겟으로의 타겟 확장을 통한 활발한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유도였고,
이를 위하여 메인 플랫폼이었던 플레이샷 웹사이트를 인스타그램 @playshot_contest 계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
니다.
20대 영타겟들이 사진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플레이샷 콘테스트에 보다 쉽고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만의 개성있는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를 통해 캐논의 브랜드 인지
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 관심이 있는 모든 타겟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플레이샷 2018 캠페인의 세 가지 미션
인스타그램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겟들은 이미 사진 찍기와 공유하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증샷 찍기에만 열중하고 있던 그들에게 보다 색다른 사진에 대한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한 플레이샷 미션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4년간 진행한 캐논 플레이샷 콘테스트에서 가장 대대적인 참여율을 이끌어낸 미션은 '패턴(Pattern)'과 '빛
(Light)'이었습니다. 일상 속의 빛과 패턴으로 이루어진 찰나의 순간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그들의 셔터를 누르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플레이샷 2018의 세가지 미션 중 두 가지는 ‘패턴(Pattern)’과
‘빛(Light)’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세가지 미션을 완성시킬 마지막 키워드는 컬러였습니다. 특히 캠페인이 전개될 12월 겨울 시즌 우리의 일
상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컬러를 고민하였고, 따뜻하고 열정적인 내용의 결과물이 담길 수 있도록 ‘레드(Red)’
미션을 추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렌디한 사진 컨테스트로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던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자발적 콜라보
또한 자신만의 색을 나타내는 증명사진 촬영으로 2030 남녀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시현하다 사진관의 '최시현'
작가부터 비쥬얼 아티스트 '노보', 무용가 '이유진' 그리고 타투이스트 '윤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 중인 아티스트
들과의 콜라보 작업을 통해 콘테스트를 참여하는 타겟들에게 단순히 ‘사진의 퀄리티’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에 까
다로운 참여 조건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진 공모전임을 다시 한 번 인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 PD이자 캐논의 마스터즈로 활동 중인 나영석 프로듀서가 플레이샷 심사위원
으로 참여하면서 플레이샷다운, 남다른 시각에서의 심사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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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샷 콘테스트는 매년 특별한 리워드를 통해 타겟들에게 신선한 기대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플
레이샷은 대상 수상자들에게 마리아나 관광청 풀 여행 패키지를 제공하여 '플레이샷 트립'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
였으며 ‘커스텀 케이스’와 ‘커스텀 컨버스’라는 특별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플레이샷 커스텀 컨버스’는 캠페인 기간 중 총 100인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실제 제품으로 나오게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사진이 정형화된 사각 틀 속에 갇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와 창의적이고 UNFEAME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인 플랫폼 중심의 타겟 세분화 매체 전략
파워 블로거, 파워 인스타그래머의 실참여를 통한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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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사진 문화를 보다 넓어진 타겟들에게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는 사진에 관심이 있는 타겟들 뿐만 아니
라 패션, 뷰티, 음악 등의 카테고리 세분화를 통해 우리의 코어 타겟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영역에서도 플레이샷 캠
페인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매체 전략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파워 블로그, 파워 인스타그램 셀럽을 활용한 바이럴 유도 장치들을 통해 참여자들 스스로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캠페인의 철학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셀럽들이 실제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통해 타겟들에게 적극
적인 참여 독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샷 2018 캠페인은 캠페인을 처음 접하는 타겟들의 인식
속에 숙련된 기술만을 가지고 사진을 겨루는 대회가 아닌 서로의 창의력을 교류하는 새로운 컬쳐 프로젝트로서의 포
지션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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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CU 타겟 공략을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된 플레이샷 인스타그램 채널은 약 한 달만에 6,000명 이상의 팔
로워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5,000여 건이 넘는 플레이샷 작품이 인스타그램에 기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캠페인 기간
중 이루어진 각종 SNS 채널을 통한 오가닉 바이럴 15,000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달성 중이며, 캠페인 종료 시
점인 2019년 1월 16일까지 2만 팔로워 증대와 1만장 이상의 응모작 수급을 목표로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
문화를 선도하는 캐논의 새로운 사진 문화 프로젝트, 플레이샷 캠페인은 더욱 새로워진 아이디어로 2019년에도 계속
됩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CANON PLAYSHOT 2018 Attractive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CANON
PERIOD : 2018.11 ~ 2019.01
CAMPAGN THEME : UNFRAME YOUR IDEA, PLAYSHOT
MEDIA : TVC,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플레이샷 캠페인은 현재 새롭게 진화된 플레이샷 2019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캠페인은 캐논 본사에서 인정한 캠페인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사진
문화를 전파하는 캠페인으로 매년 조금씩 진화하며 확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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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의 기준,
MISSHA

PROJECT : MISSHA FW Campaign & TVC / Local
CLIENT : ABLE C&C MISSHA
PERIOD : 2018. 08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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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MISSHA BRAND FILM

Me의 기준,
MISSHA

‘미샤.’ 치솟는 화장품 가격을 꺾고 로드샵 시장에 깃발을 꽂은 대담한 잔다르크 같았던 브랜드. 수입 화장품의 콧대
에 돌을 던지고 합리적 고품질 화장품의 시대를 연 당돌한 다윗 같았던 브랜드. 하지만, 그토록 대담하고 당돌했던 대
한민국 대표 로드샵 브랜드 미샤는 언제부터인가 누구보다 얌전하고 평범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미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미샤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모르겠다’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 미샤는 오랜 세월을
지나 그 어느 때보다 브랜딩이 절실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미샤가 보여왔던 행보에서 출발하여 앞으로의 브랜드의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필요한 이야
기는 가장 먼저 외치고, 필요한 행동은 가장 먼저 저지르는 과감한 뷰티 브랜드로서, 다시 미샤다운 모습을 되찾아 타
겟들의 마음도 되찾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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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는 이미 블러디 레드오션
더 좋은 제품은 당연한 일, 새로운 화장품 소비문화 창출이 핵심
대한민국의 현 화장품 업계는 그야말로 ‘블러디 레드 오션’. 매일같이 새롭게 쏟아지는 제품들과 그에 비례하게 넘쳐
나는 컨텐츠의 시대답게, 타겟들은 그 어떤 때보다 스마트합니다. 그들은 이미 ‘인생템’도 찾았고, ‘퍼스널 컬러’도 잘
알고 있고,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을 함께 써야 좋은지 ‘꿀조합’도 공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DIY’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단순히 또 하나의 화장법, 더 좋은 화장품만을 알리는 것으로는 차별화가 어렵다고 판단, 디블렌트는
F/W시즌을 맞이해 새롭게 출시되는 ‘글로우 라인’의 제품 속성과, 미샤의 브랜드 가치를 공존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의 ‘위 런 캠페인’처럼, 우리 제품의 USP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패턴(문화)를 만들고 공
감을 넘어 행동하게 하며, 결국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일이 타겟들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제품 USP는 단점을 커버하는 메이크업도 유행하는 컬러를 바르는 메이크업도 아닌, 나를 빛나게 해주는 ‘글
로우 메이크업’이었고, 이에 더해 미샤 매장에서 기존에 전개하고 있던 ‘나’를 빛나게 해주는 다양한 제품들과 체험들
을 살펴본 결과 브랜딩의 방향성에 대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을 바꾸다
타인이 규정하는 아름다움이 아닌, 내가 결정하는 美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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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브랜드, 성형 브랜드 등 뷰티 업계 전반이 타겟에게 강요해 온 잘못된 인식- ‘아름다움을 사면 당신도 남들처
럼 아름다워질 수 있다’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당신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 테마, ‘나를 빛
나게 하는, Me의 기준’은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Film link : MISSHA BRAND FILM
‘Me의 기준, 미샤’라는 캠페인 테마 아래, 타겟들이 더욱 대담해기를, 언제나 스스로 빛날 수 있기를 바라는 미샤의
새로운 철학을 담은 브랜드 필름은, 온에어 되자마자 TVCF CREATIVE 100 차트에서 단숨에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며 타겟들의 깊은 공감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델 나나, 효린, 고소현이 글로우 메이크업 라인의 메인 제품들을 사용하며 각자의 목소리로 Me의 기준
을 이야기하는 3편의 광고가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 진하고 매트한 배우 메이크업이 아닌 탱탱한 탄력광을 자랑
하는 나나의 글로우 텐션편, 카리스마 있는 무대 메이크업이 아닌 촉촉한 투명광이 빛나는 효린의 글로우 스킨데이션
편, 시크하고 도도한 런웨이 메이크업이 아닌 러블리한 혈색광이 돋보이는 고소현의 글로우 립블러쉬 편. 3편의 광고
는 모두 ‘Me의 기준’을 구체화 한 공통된 키 메시지인 ‘세상이 좋아하는 나보다, 내가 좋아하는 나이길’이라는 카피
와 함께, 세 모델 각자의 Me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제품의 속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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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미의기준 나나편

털 매체 전략

션 캠페인 함께 운영

아름다움의 기준을 바꾸다
타인이 규정하는 아름다움이 아닌, 내가 결정하는 美의 기준

Film link : 미의기준 효린, 고소현편
세 편의 영상을 통한 미샤의 런칭 캠페인은 주요 타겟인 1839 여성들과의 접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을 중
심으로 디테일하게 매체 전략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전국 롯데시네마 및 세븐일레븐 디지털 샤이니지 광고에서 소비
자를 만나고 있으며, TVC와 CATV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 극장, TVC 등 일반적인 매체 외에도, 미샤의 성공
적인 런칭을 위해 인스타그램과 오프라인에서도 디블렌트의 강점인 특별한 어트랙션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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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는 나만의 Me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다음 친구들을 지목하는 Me의 기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여
셀럽과 수 백명의 타겟들 사이에서 미샤의 새로운 철학에 대한 인지 확대와 공감을 넘어 대세감을 형성하는 한편,

타겟 접점확대를 위한 세분화된 디지털 매체 전략
공감확대를 위해 인스타그램과 오프라인 어트랙션 캠페인 함께 운영

미샤의 강남 팝업스토어에서는 ‘글로우Me갤러리’를 오픈하여 글로울 라인 제품 체험과 함께 제품을 사용한 후 자신
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글로우 셀피 존을 구성하여 자발적인 오가닉 바이럴을 유도하였습니다.
오픈 직후부터 이어진 타겟들의 큰 관심과 참여로 글로우Me갤러리는 예정된 기간을 넘어 연장 운영 중이며, 현재도
수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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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MISSHA FW Campaign & TVC / Local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ABLE C&C MISSHA
PERIOD : 2018. 8 ~12
CAMPAIGN THEME : Me의 기준, MISSHA
MEDIA : TVC, CATV, ONLINE, OOH, CINEMA, CONVENIENC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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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assion ID:
PASSARDI

PROJECT : PASSARDI Season Campaign & TVC / Local
CLIENT : 파사디코리아
PERIOD : 2018. 08 ~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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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Film Link : 파사디 TVC

My Passion ID:
PASSARDI

골프웨어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와 더불어 수많은 신규 브랜드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 속, 대형 아웃도어 패션기업
까지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골프웨어 시장은 레드오션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신규 브랜드들의 론칭 캠페인이 전개될 수록 그들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 상승한 반면 그들보다 오래된 역
사를 가지고 있는 파사디의 인지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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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역사를 가진 골프웨어 브랜드이긴 하나, 한번도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던 탓에 사람들은 파사디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디블렌트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을 넘쳐나는 신규 골프웨어 브랜드
사이에서 파사디가 어떤 브랜드인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 새로운 ‘런칭’ 시점으로 판단하고 차별적인 파사
디만의 USP를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스타일과 퍼포먼스, 패션과 두잉으로 양극화된 시장
수많은 브랜딩 메시지 속에서 파사디만의 차별점을 찾는 것이 핵심과제

대부분의 골프웨어 브랜드 컨셉은 스타일과 퍼포먼스, 패션골프와 두잉골프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타겟에게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성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이미 당연한 이야기일 뿐이었고, 관심
과 공감유도를 위해선 이를 넘어서는 차별화된 스토리가 필요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파사디만의 이야기를 찾아야만 하는 미션. 디블렌트는 오래 전부터 변함없이 파사디만이
고집해온 다양하고 컬러풀한 패턴과 디테일한 액세서리 적용 등 파사디만의 일관성을 가진 열정적인 디자인에 집중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 패션은 격식, 룰, 유행이라는 이름들로 마음 속 열정을 감추도록 강요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초창기 골프웨어 시장의 디자인 컨셉은 격식있는 척, 시크한 척, 교양있는 척하는 고리타분한 컨셉의 심플한 옷
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파사디는 영 골프웨어 브랜드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파격적이고 화려한, 파사디만의 확
고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하여 My Passion ID : PASSARDI’ 라는 파사디만의 테마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기심 유도

한 호감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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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테마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골프를 즐기는 열정, 패션을 좋아하는 열정을 화려한 디자인의 파사
디를 입음으로써 아이덴티티화 하고, 평소 보여주기 어려웠던 가장 나다운 열정을 표출하는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캠
페인 필름을 준비했습니다.

본 캠페인 필름은 단순히 승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골프 자체를 즐기는 손담비의 즐거운 모습을 통해 나다운 열정을
위트 있게 보여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스타일리쉬하게 보이고 싶은 여성 영 골퍼들의 욕구를 반
영하여 공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특히, 골프장이라는 배경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벙커에서 태닝을, 그
린에서 피크닉을, 카트로 레이싱을, 해저드에서 보트를 즐기는 패셔너블한 손담비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반전을
연출하여호기심을 유도했고, 나다운 열정을 자유롭게 펼치는 스테이지(골프장)에서 톡톡 튀는 패셔너블한 연출을 통
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사디가 가진 과감한 디자인의 매력과 브랜드 철학을 위트있게
전달하여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런칭시킬수 있었습니다.
반전을 통한 호기심 유도
패셔너블한 연출을 통한 호감도 증대
이번 파사디의 첫 런칭 캠페인은 골프 성수기이자 추석 시즌을 앞두고 선물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가을시즌에 맞
춰 2018년 9월 온에어 되었고, 지상파(SBS, KBS2 등)와 케이블채널 (JTBC, tvN, MBN, 채널A, SBS PLUS, JTBC
Golf, SBS Golf 등),에서 라이브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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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두점 위주로 운영되는 브랜드의 유통 특성에 맞게 전국 버스외부광고를 진행하여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커
버리지를 넓혀 대세감을 조성하였고, 가맹 점주님들에게도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OOH를 기획, 운영 하였습니다.
특히, 골프타겟층인 3050 타겟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인 골프존, 전국 극장(롯데시네마) 광고 및 전국 편의점(세
븐일레븐)에 위치한 디지털 샤이니지 광고를 집행하는 등 타겟 커버리지를 넓혀 운영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PASSARDI season Campaign & TVC / Local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파사디코리아
PERIOD : 2018. 8 ~12
CAMPAIGN THEME : My Passion ID : PASSA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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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로밍도 역시 유플러스로 씁니다

PROJECT : 유플러스 로밍 요금제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유플러스
PERIOD : 2018. 04 ~ 201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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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Film Link : 유플러스 로밍 Digital film

로밍도 U+로 씁니다.
LG U+ Roaming

최근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모바일 데이터입니다. 국내에서는 습관적으로 무제한에 가
깝게 사용하고 있던 모바일 데이터를 해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음성통화를 중심
으로 한 로밍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그 속도와 용량의 제한 때문에 최근에는 2030 타겟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체재들
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로밍은 40대 이상의 타겟들에게만 유효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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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LG 유플러스에서 출시된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로밍’ 서비스는 말 그대로 유플러스만이 서비
스하고 있던 국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서비스였습니다.
타겟의 84%가 로밍 외 대체재들을 통해 해외 통신 서비스를 경험하는 상황 속
신규 로밍 요금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라

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기 위해 디블렌트는 디지털 키워드 분석, 서칭 트렌드 분석, 비대면 설문조사, 대면 심
층 인터뷰, 공항에서의 소비자 행동 분석 등을 총 동원해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소비자들의 로밍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플러스와 디블렌트가 진행한 설
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코어 타겟 중 실제 해외여행을 떠날 때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단 16%에 불과했
으며, 나머지 84%는 로밍의 대체재인 현지 심카드와, 휴대용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특성 상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요금제 상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은 비쌀 수 밖에 없는 로밍서비스
에 대해 오래된 불신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로밍에 대한 소비자 연관어로는 “열받다”가 1위인 만큼 로밍은 타
겟들에게 이미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힌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타겟들은 대부분 로밍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갖고 현지
심카드와 휴대용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반대로 각각의 방법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디블렌트는 이러한 소비자의 인사이트에 착안, 유플러스의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로밍’ 서비스가 현지 심카드
와 휴대용 라우터를 이용할 때 생기는 Pain Point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USP를 가졌다는 USP를 적극적으로 알려 대
체재들에 대해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고, 행동까지 유발할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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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타겟들의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대체재를 이용하는 타겟들은 대체재의 Pain point를 몸소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대체재를 사용함으로써 여
행지에서 겪은 불편함과, 유플러스의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얻는 혜택을 극단적인 대
비를 통해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겪게 되는 Problem에 대한 Solution이 U+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임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 Problem에서 Solution으로 전환되는 장면에 트랜지션을 활용하고 흑백에서 컬러로 변화는 효과를 줌으로
써 두 상황에 대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사들의 미투 전략을 방지하고 로밍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캠페인이 런
칭되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촬영을 하지 않는 대신, 코어 타겟들이 해외에서 겪는 불편한 상황을 해외 유명
여행지의 아이코닉한 요소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와이파이 존을 찾아 헤매던 모습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에 빗대었으며, 데이터가 떨어진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끊임
없이 행진하는 영국 근위병을 활용하였으며, 무제한으로 데이터 함께 쓰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러시아 월드컵을 모
두가 함께 스트리밍으로 즐기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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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서비스를 사용할 잠재 타겟들에게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는 여행에 관심이 있는 모든 타겟들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OOH를 아우르는 통합 매체전략을 기획했습니다.
먼저 영상 영역은 유튜브를 메인으로 영상 주제별 맞춤 타겟팅 운영을 통해 해외여행 관심자와 유플러스 이용자에게
집중해 Conversion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여행에 관심있는 타겟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디지털, OOH 매체 전략을 기획 및 운영

이와 함께, OOH에서는 규모감과 대세감을 확보를 위한 강남역 점프밀라노, 서울역 벽면 전광판, 인천공항 랜드마크
를 활용하였습니다. 신규 로밍 요금제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증가를 위해 필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기존고객의
Conversion을 유도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모션을 병행했습니다. 로밍 서비스의 특성상 유플러스 자사 고객밖에 서
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가지의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타사 고객도 유플러스의 서비스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참여만하면 100% 유플러스의 서비스, 비디오포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기존 가입자 대상으로 빅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두 가지로 진행했습니다. 참여가 쉽도록 구성하여 참여자를 최대로 모집하였으며, 고객의 DB
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타겟들의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관심포인트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략
해외여행 = 유플러스 로밍 공식을 알리다

마지막으로 직접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DA 영역에서는 여행지를 떠올릴 수 있는 오브제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소
재를 교체, 세상에 없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처음 접하는 타겟들에게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
다. 또한 각 나라별 소재를 별도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미디어 퍼포먼스 평균 253% 초과 달성, 유플러스 내부 캠페인 중 최저 CPV 기록 등, 캠페인 런칭 1개월만
에 KPI를 초과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인해 프로모션으로 출시했던 요
금제는 유플러스의 정식상품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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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1
꿈꾸는 시간을 자라는 시간으로
플립 매트리스

PROJECT : 플립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더홈
PERIOD : 2018. 05 ~ 201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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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Film Link : 플립 매트리스 Digital Film

꿈꾸는 시간을 자라는 시간으로
성장맞춤 매트리스 플립 런칭캠페인

세상에 없던 최초의 유아 청소년용 4in1 매트리스 플립의 런칭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저출산
시대, 자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유아청소년 가구 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
하며 정체된 가구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경쟁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전개되
었고 더 많은 매체에서 책상을 중심으로한 유아청소년용의 다양한 가구 광고가 앞다퉈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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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놀랍게도 유아청소년 매트리스 시장은 그 어떤 브랜드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몰에 등록되어
있는 수백 개의 유아청소년 가구 중, 유아청소년 매트리스 상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브랜드와 소비자 모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청소년용 매트리스 시장을 개척하라

유아용 의류, 어린이용 간식, 청소년을 위한 의자 등 우리와 같은 타겟을 가진 그들은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모두가 전
문가이자 박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아청소년용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브랜드와 소비자 모두 기본적인
상식조차 정립되지 않았을 만큼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논현동 가구거리와 대형 육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유아청소년용 매트리스에 대한 기
초적인 질문에 엇갈리는 답변들을 내놓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
습니다.
디블렌트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유아청소년 카테고리에서의 수 많은 제품군 중 매트리스에서만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Focus Group Interview(FGI)를 통해 심층조사를 실행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답변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매트리스를 고를 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까다롭게
선택하던 타겟들이 자녀의 매트리스를 고를 때는 의외로 선택의 기준 없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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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진국에서는 유아청소년기의 매트리스가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가구로 인식되어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인테리어와 편의
성, 디자인, 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가구였습니다.

이렇게 유아청소년용 매트리스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는 타겟들에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깊이 고민했습
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트리스의 속까지 Oeko-tex Class 1등급을 받은 안전성, 이탈리아에서 의료기기로 인정
받은 매트리스라는 신뢰성, 성장단계에 따라 돌리고 뒤집고 돌려 쓸 수 있는 매트리스라는 기능성 등 다양하고 독보
적인 강점을 가진 제품 플립.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을수록 핵심 USP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였고 우리는 브랜드가 줄 수 있는 핵심가치와 소비자가 바라는 공통 가치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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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침대는 누워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공식을 가진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핵심 가치는 단 하나. 제
품을 사용함으로서 얻게되는 엔드베네핏. 소비자가 바라는 가치와 브랜드의 엔드베네핏이 일치한다면 시장에서 강
력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드가 줄 수 있는 핵심가치와
소비자가 바라는 공통 가치에 집중하다

이를 위해 타겟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과 SNS 상에서의 해쉬태그를 분석한 결과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신경쓰고 찾아보고 싶은 키워드는 “키 성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키 성장은 유아 청소년기를 지난 후에는 극복할 수 없는 요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잠자는 동안 뒤척임을 감소시켜주며, 성장 단계에 맞춰 바른 수면자세
를 유도해 줄 수 있는 플립 매트리스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엔드베네핏 역시 ‘키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아
청소년용 매트리스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타겟들에게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만 말하는 것은 파괴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양과 효능은 다르지만 플립 매트리스 이전에도 키 성장을 이야기하는 매트리스들이 있었습니다.하지만 그들은 모
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되짚어 보았고 그 핵심 원인은 바로 타겟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는 결론을 얻어내었습니다.
2018년 플립 매트리스 캠페인은 기존의 매트리스에 아이들을 재우는것과 플립 매트리스에서 아이들을 재우는 것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도 그대로인 매트리스, 인테리어엔 맞지만 아이에겐 맞지
않는 매트리스, 어른에게 맞춰져 잘 때마다 뒤척이는 매트리스 VS 아이의 성장에 맞춰 쓰는 매트리스, 아이의 신체
구조에 맞아 편한 매트리스, 오직 한 명에게만 맞춘 매트리스의 대립구조를 통해 완벽한 선긋기를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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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의 당연했던 것을 나쁜 것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것을 새로운 것을 넘어 좋은 것으
로 포지셔닝시키는 “죄책감 이론”을 활용하여 기존 매트리스는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며 플립 매트리스는 아이가 자
라는 공간임을 명확히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차별적 USP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프로덕트 컨셉을
“성장맞춤 매트리스”로 규정하였습니다.
성장맞춤 매트리스인 플립만의
End Benefit을 꾸밈없이 보여주고, 공감하게 하다
일반 매트리스에서 자는 아이들이 키 크는 꿈을 꾸며 자는 동안, 플립 매트리스에서 자는 아이들은 진짜로 키가 자란
다는 의미를 담은 ‘꿈꾸는 시간을 자라는 시간으로’라는 캠페인 테마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
할만한 상황을 연출, 강한 공감대와 함께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두 편의 컨텐츠를 제작, 운영 하였
습니다.

Film link : Film Link : 플립 매트리스 T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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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용 매트리스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두편의 필름을 제작했습니다.
첫번째 필름에서는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듯한 카피를 통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아이를 깨우는 것이 아닌, 아이
의 성장호르몬을 깨워야 한다고 말하며 자녀용 매트리스의 중요성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플립의 4in1매트리스의 대
한 상세 설명은 RTB를 통해 친절하게 풀어냈습니다.

Film link : Film Link : 플립 매트리스 TVC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생활하곤 합니다. 두번째 필름에서는
치약도, 칫솔도, 먹는 것 하나하나 아이들것을 따로 생각하는 타겟들에게 자녀 전용 매트리스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자 하였습니다. 누구나 보면 웃음지을 장면들, 부모를 따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자녀 전용 매트리스의 중요성
을 인지시키고 행동하게 했습니다.

플립 런칭 캠페인은 핵심 타겟인 자녀를 둔 부모의 접점 강화를 위해 타겟들의 극장 방문이 높아지는 추석 연휴에 맞
춰 TVC, DIGITAL, 극장에서 영상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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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플립 런칭 캠페인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더홈
PERIOD : 2018. 05 ~ 2018. 12
CAMPAIGN THEME : 꿈꾸는 시간을 자라는 시간으로
MEDIA : TVC, MOBILE, ONLINE,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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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0
설레는 눈맞춤
설빙

PROJECT : 설빙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설빙
PERIOD : 2018. 5 ~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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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Film Link : 설빙 TVC & DIGITAL Film

찾아오는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
설레는 눈맞춤

대한민국에서 빙수 업계 넘버원인 설빙은 토스트, 마카롱, 가래떡, 카페 음료 등 약 80여가지의 다양한 디저트 제품
을 판매하고 있으나, 매장을 찾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빙수’를 먹기 위하여 설빙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 속 ‘빙수’는 시즈널 푸드. 즉, 여름에만 즐기는 시원한 디저트로 너무 강하게 인식되어 있기에, 기타시즌에는 매
장 방문이 매우 저조하였고, 연중 3/4에 달하는 기간의 매장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사실 매장매출을 극대화하는건 사실 모든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공통된 목표이며,대부분 매장유입 극대화전략을 시
도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캠페인이 아닌 오직 퍼포먼스 마케팅에만 자원이 집중되어 세일이나 쿠폰이 아니면 먹지않
는 브랜드가 되거나 어뷰징 미디어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십수년간 힘들게 만들어 온 브랜드에쿼티를 해치는 일
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장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오직 매장 유입 극대화만 있을까요?이러한 질문으로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과
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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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하다
하지만 브랜드의 에센스가 담기지 않거나 훼손된다면 이는 더 큰 위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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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빙수라는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은 겨울 시즌 설빙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우리는 ‘빙수는 차갑다’라는 인식을 설빙의 다른 USP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디저트 카페 브랜들의 광고는 주객이 전도되어 보완재가 주인공이 되어왔고, 우리는 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온
전히 설빙에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캠페인에서는 설빙만의 특별한 제조 공
법으로 만든 부드러운 입자의 우유 식감 빙수, 그리고 80여가지의 디저트를 강조하여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설
빙, 전국 배달 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어타겟들이 공감할 캠페인 필름 제작,
친숙한 모델과 에피소드로 배달 서비스 인지 강화

이번 캠페인의 코어타겟인 1520 여성 타겟들을 공략하기 위해, 타겟들 사이에서 만찢남으로 인기가 높은 아스트로를
모델로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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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감 콘텐츠의 확산유도를 위하여 캠페인 메인 타겟인 1520세대가 선호하는 동영상 전문사이트(유튜브, 다
윈),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네이버SMR) 등으로 매체를 구성하였고, 중고생 여성 타겟들이 관심이
많은 뷰티, 패션, 음식 등의 관심사 타겟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PC 및 모바일 등 디바이스별 효율에 따라 예산
배분을 하는 최적화된 매체 운영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이 많기에 함께 모여 먹는 경우가 많은 설빙의 특성을 고려 배달을 위한 1인 메뉴도 추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타겟들은 설빙의 풍부한 양에 익숙해져 있기에 코어타겟들이 자주 모이는 극장, 학원 내 미디어 및 엘리
베이터 미디어, 노래방 미디어, 강남역 환승통로 미디어 등 오프라인 타겟 접점들에서 다양한 OOH미디어를 운영하
였습니다.

설빙 전국 배달 편은 온에어 1개월 만에 배달 매출을 277% 증대시켰고, 타겟 접점의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체들을
통해 설빙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 시켰습니다. 또한 전국적 매출 강화를 위하여 타겟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
츠가 가득한 어트렉티브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설빙 배달 Campaign / Local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원앤원
PERIOD : 2018.05 ~ 2018.12
CAMPAIGN THEME : 설레는 눈맞춤 설빙
MEDIA :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영상 940만 view를 달성하여 배달 서비스 인지를 강화하였으며, 5만 건 이상의 공유, 태그, 댓글
등 자발적인 소비자 반응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타겟매체화를 통해 캠페인 시작 전 예측된 CPV보다 197% 높은
수준으로 광고가 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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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9
골프도 U+로 봅니다
유플러스

PROJECT : 유플러스 골프 App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유플러스
PERIOD : 2018.04 ~ 201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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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Film Link : 유플러스 골프 TVC

생중계도 내 마음대로 즐기는 유플러스 골프
골프도 U+로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약 387만명, 그리고 골프를 즐기는 인구의 99% 이상은 골프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플러스는 골프중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유플러스 골프’ 어플리케이
션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보고 싶은 인기선수들의 경기를 골라 볼 수 있는 ‘인기선수 독점중계’ 기능, 실시간 경기
중 놓친 지난 홀 경기장면을 쉽게 돌려 보는 ‘지난 홀 다시보기’ 기능, 고화질 슬로모션으로 출전 선수의 스윙자세를
배울 수 있는 ‘출전선수 스윙보기’ 기능, U+골프앱과 똑같은 화면을 TV로 볼 수 있는 ‘TV로 크게 보기’ 기능까지, 유
플러스 골프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골프 중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상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프
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만한 강력한 4가지의 기능을 가진 골프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소비자들에
게 인사하면 좋을까?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4가지의 강력한 기능을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하지
만 4가지 기능을 나열하는 식의 설명은 어플리케이션의 정체성이 흐려진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디블렌트는 단
순한 기능 소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 프로포지션을 고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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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미 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SBS골프와 JTBC골프라는 강력한 두 경쟁자.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선 명확
한 목적과 용도의 구분이 되어야 했습니다. 먼저, 두 경쟁앱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패인포인트를 찾아
야 했습니다. 레슨영상, 골프뉴스, 골프장예약, 골프용품 판매까지 많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경쟁앱.

이들은 우리와 같은 양방향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골프경기 생중계 기능에서는 추가적 기
능 없이 단순한 생방송 송출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블렌트는 여기서 소비자들의 페인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양방향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대에 생중계를 보는 동안은 완벽하게 수동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소비자. 생중계이기 때
문에 보고 싶은 선수가 있어도, 놓치는 장면이 있어도,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방송사가 주는 정보만을 수동적
으로 받을 수 밖에 없던 소비자. 이렇게 방송사의 관점에 있던 생중계를 소비자의 관점으로 전환시키고자 했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는 중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중계. 내가 보고
싶은 홀로 언제든 이동해 볼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시간으로 언제든 돌아가 볼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슬
로모션으로 조절해 볼 수 있는. 생중계의 시간과 공간을 내 마음대로 하는 ‘생중계도 내 마음대로 즐기는 U+골프’의
캠페인테마는 이렇게 탄생하였습니다.
생중계도 내마음대로 즐기는, U+골프 체험존,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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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도 내 마음대로 즐기는 U+골프를 알리기로 했지만 저희의 고민은 타겟과의 접점이었습니다. 골프중계를 가장
즐겨보는 연령층은 40~50대. 하지만 그들은 모바일을 포함한 디지털 마케팅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디블
렌트는 타겟과의 접점을 고민한 끝에, 골프중계를 가장 즐겨보는 40~50대 골프 매니아들이 가장 많이 찾는 KLPGA
주요대회에서 U+골프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열광할 수 있는 디블렌트만의 어트랙티브 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골프대회 경기를 관람 온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캠페인에서는 U+골프의 4대 기능인 ‘인기선수 독점중계’,
‘지난 홀 다시보기’, ‘출전선수 스윙보기’, ‘TV로 크게 보기’ 기능을 전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제작하여
그들이 직접 U+골프를 마음대로 사용해보고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전선수 스윙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선
수와 자신의 자세를 비교해볼 수 있는 퍼팅, 스윙 체험존을 제작하여 미국PGA 클래스A멤버 선수들과 원포인트 레슨
을 진행해 체험부스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연간 총 다섯 번의 대회에서 어트랙션을 진행한 결과는 뜨거웠습니다. 대회 참여 갤러리의 대부분인 7만 2천명 이상
이 체험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진행하였고, 그 중 2만 2천명 이상의 체험자들은 SNS를 통해 자발적 바
이럴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회에서는 LG U+ 고객대상 어트랙티브 캠페인을 진행하였지만, 체험객들의 뜨거운 반
응에 힘입어 3사 고객이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고 어트랙티브 캠페인도 확대하였습니다.
타겟 최접점만을 찾은, U+골프 미디어팩
일반 광고를 넘어 타겟접점에서 어트랙티브 캠페인을 진행

골프대회 어트랙션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 일반 광고가 아닌 골프 매니아 타겟접점에서 다양한 광
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크린골프 브랜드 ‘골프존’과 협업하여 인게임 광고는 물론 할인쿠폰 제공, 그리고 G투어 대
회 스폰서십을 통해 많은 다운로드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라운딩 중 스코어관리 및 골프장 부킹을 도와주는 ‘스마
트스코어’, 골프장 부킹서비스 ‘엑스골프’와 협업하여 접점별 맞춤 메시지를 적용한 광고를 진행하고 이벤트를 병행
하였습니다. 골프매니아들이 많이 찾는 세 곳에서의 광고는 높은 반응률과 효율을 보였고 일반 광고 집행 대비 30%
이상의 높은 다운로드 유입을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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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유플러스 골프 Attractive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유플러스
PERIOD : 2018.03 ~ 2018.12
CAMPAIGN THEME : 골프도 U+로 봅니다
MEDIA : TVC,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오프라인 어트랙션 및 타겟최접점의 미디어로 구성한 어트랙티브 캠페인을 통해 앱 다운로드 23
만 다운로드를 달성했고, 이후에도 앱 다운로드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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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8
끝까지 따뜻한 용기
원할머니보쌈족발

PROJECT : 원할머니보쌈족발 Attractive Campaign / Local
CLIENT : 원앤원
PERIOD : 2017.03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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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Film Link : 원할머니보쌈족발 Film

끝까지 따뜻한 용기
원할머니보쌈족발 Branding Campaign

보쌈은 예로부터 즐거운 날에 함께 먹는 ‘잔치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서비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잔치음식인
보쌈을 즐기는 소비자의 비중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고, 퀄리티가 낮은 ‘야식보쌈’ 브
랜드가 늘어나면서 보쌈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음식 시장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보쌈’을 즐기는 타겟의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 우리는 원할머니보쌈족발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USP
를 활용해 타겟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브랜드를 강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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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원할머니보쌈족발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방향은
따뜻함
원할머니보쌈족발의 브랜드 최초상기도를 조사해본 결과, 소비자들이 원할머니보쌈족발과 함께 연상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정성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는 배달 야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쟁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원할머니보쌈족발만
이 소구할 수 있는 확실한 USP였습니다.
하지만 자칫 ‘따뜻함’만을 이야기할 경우,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영상으로만 남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뜻함’
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감성적 단어라는 한계가 있었고, 매년 겨울이면 셀수없이 많은 곳에서 쏟아져
나왔던 ‘따뜻한’ 영상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즉, 눈물을 쏟게 만드는 ‘감성적인 따뜻함’만을 이
야기하는데 집중했고, 눈물을 자아내기에는 충분했으나, 타겟들은 영상을 다 본 뒤에 그 영상들이 어떤 브랜드의 광
고인지 떠올리지 못했고, 심지어 타 브랜드를 연상하는 경우가 60%에 달했습니다.
보쌈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유하기 좋고 감동은 있지만, 마음만 따뜻해지고 뒤돌아서
면 바로 잊혀지는 영상은 브랜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USP를 타겟들이 확실하
게 인지하고,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고, 선택하게 할 강력한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 우리는 ‘따뜻함’이라는 눈에 보이
지 않는 개념을 감성적, 물성적으로 실체화하여 타겟들의 공감과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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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적인 개념을
타겟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실체화’
사실 원할머니보쌈족발의 물성적인 ‘따뜻함’은, 배달 용기를 두겹으로 겹쳐 제공하는 원할머니보쌈족발만의 ‘이중용
기’를 통해 이미 실체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맹점주님들은 그 따뜻함을 더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중용
기’ 속에 보온팩을 넣어 제공하고 있었고, 이를 체험한 고객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수 차례의 시장조사와 FGI를 진행한 결과, 우리는 원할머니보쌈족발만의 ‘이중보온용기’와 ‘보온팩’이 원할머니보쌈
족발의 ‘따뜻함’이라는 속성을 실체화할 수 있는 키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뜻
한 용기’라는 캠페인 테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중용기 속 보온팩에 “따뜻하게 지켜줄게”라는 문구를 삽입, 원할머니보쌈족발의 새로운
브랜드테마를 타겟에게 보다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온팩 속 문구는 런칭 후 수백 건 이상의 자
발적인 오가닉 바이럴 컨텐츠를 생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겟들에게 보쌈이라는 음식의 정성적인 ‘따뜻함’과 ‘이중보온용기’, ‘보온팩’으로 마지막 한 점까
지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는 물성적인 ‘따뜻함’,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체험시킬 수 있었고, 원할머니보쌈만의 ‘따뜻
함’을 우리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으로 자리잡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원할머니보쌈족발의 보쌈을 ‘세상에 없던 따뜻한 용기를 주는 소셜 푸드’로공감과 간접체험을 위해 제작된 2편의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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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함께 개인주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2018년의 오늘. 그리고 맛집 배달이 당연해진 2018년의 오늘. ‘끝까
지 따뜻한 용기’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캠페인 테마를 하나로 엮어, 타겟들의 삶에 ‘따뜻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시대적 공감과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용기’에 대한 간접 체험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
고 이에 대한 다양한 타겟층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상 생활 속 ‘따뜻한 용기’가 필요한 TPO를 캠페인 필름 속
에 녹여낸 2편의 캠페인필름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필름 속에 담아낸 ‘부부편’을 제작했습니다. 지
친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현관에 들어선 남편이 먼저 퇴근한 아내에게 무심코 저녁을 달라는 말을 꺼내게 되고, 고개를
들자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어질러 놓은 집안 한 가운데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한 아내와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와 눈이 마주친 찰나의 순간에 집에서 저녁을 요리하게 될 경우 생길 여러 극단적인 상황들을 빠르게 상상하게
되고, 정신을 차린 뒤 아내에게 ‘따뜻한 원쌈’을 배달시켜 먹자는 기지를 발휘해 분위기를 전환 시킵니다. 결국 부부
는 배달된 따뜻한 보쌈을 편하고 만족스럽게 즐기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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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작된 ‘연인편’은, 20대 타겟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연애 과정 속의 차가운 상황을 필름 속에 담았
습니다. 한 여자가 약속과 다르게 따뜻하게 지켜주지 않았다며, 사랑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심장한 멘트와 함께
남자에게 이별을 이야기 합니다. 이별을 통보 받은 남자가 대체 자신이 어떤 용기가 부족한거냐며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테이블 위에는 원할머니보쌈족발의 ‘이중용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쌈을 먹
여주며 냉랭했던 관계를 따뜻하게 회복하는 훈훈한 모습으로 마무리 됩니다. 누구나 경험해봤을 일상 속 ‘따뜻한 용
기’가 필요한 상황을 원쌈이 필요한 TPO로 자리잡게 만든 2편의 캠페인 필름을 통해 우리는 3045 코어타겟부터 캠
페인 확산의 주체인 2030 서브타겟까지 다양한 타겟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채널이 주요 판매 채널인 브랜드 특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연계 미디어 채널 운영
디지털미디어 운영기간은 타겟들이 ‘따뜻함’에 공감할 수 있도록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는 3~4월과 11~12월로 기간
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타겟은 브랜드의 코어타겟인 3045연령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소비 및 확산의 주체
인 2030까지 확장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채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브랜드 특성 상, 온라인에
서 브랜드를 접한 타겟들이 오프라인 채널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가 핵심 관건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통합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할머니보쌈족발의 ‘따뜻함’을 테마로한 마이크
로사이트를 오픈하여 영상 공유 이벤트와 함께 매장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면서 바로 보쌈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따뜻하게 지켜줄게’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마이크로사이트는 디지털/바이럴 미디어를 통해 유입된 타겟을 한 대 모
을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이벤트 참여자 수를 기록하며,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의 기능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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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 운영의 기본 전략은 타겟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빅미디어와 메인타겟의 ‘관심’과 ‘흥미’를
공략하기 위한 타겟 특화 미디어 운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된 매체 특성에 맞는 소재 전략과 타겟의 컨텐츠 소
비 패턴에 따른 정밀한 타겟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원할머니보쌈족발의 디지털미디어 캠페인은 상반기에만 740만
View 이상의 조회수 확보 / 26만Clicks 이상의 사이트 유입수 확보 / 제안 대비 최대 161%이상의 KPI를 초과 달성
하며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타겟이 머무르는 곳에 보여주고, 타겟의 자발적인 공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종 디지털, 바이럴 매체 전략을 기획 및 운영

바이럴 미디어 운영 전략의 주요 목적은 원할머니보쌈족발의 실체화된 ‘따뜻함’에 대한 간접체험 유도였습니다. 이를
위해 원할머니보쌈족발만의 ‘이중보온용기’를 컨텐츠의 주요 아이템으로 활용하였고,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영된 원할머니보쌈족발의 바이럴 컨텐츠들을 통해 타겟들에게 ‘따뜻함을 지키는 용기’를 공감시켜 단
순히 맛만을 이야기하는 경쟁 브랜드들과의 확실한 선긋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수백건 이상
의 오가닉 바이럴 컨텐츠를 재생산하며 캠페인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함’이라는 가치에 대한 실체화를 통해 타겟의 공감과 행동을 이끌어낸2018 원할머니보쌈족발
브랜딩 캠페인을 통해 세상에 없던 ‘따뜻한 용기를 주는 소셜 푸드’인 원할머니보쌈족발을 성공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원할머니보쌈족발 브랜딩 캠페인은 따뜻함이 간절해지는 매년 겨울 계속됩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원할머니보쌈족발 Attractive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원앤원
PERIOD : 2018.03 ~ 2018.12
CAMPAIGN THEME : 끝까지 따뜻한 용기
MEDIA :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740만View 이상의 조회수 확보. 26만Clicks 이상의 사이트 유입수 확보. 제안 대비 최대 161%이
상의 KPI를 초과 달성. 배달매출 290%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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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

PROJECT : 굿리치 App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리치앤코
PERIOD : 2018.03 ~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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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GOODRICH TVC & DIGITAL

보험의 바른이치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런칭 캠페인

보험은 필요악이다?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한눈에 보고 한번에 분석하는 앱의 런칭을 위해 극복해야 할 배리어는 보험
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닌, 보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만드는 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국민 1인당 보험 가입수 평균 3.59건, 93.8%의 사람들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8위 규모의 보
험강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보장내역과 어려운 청구방
법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 대한민국에서 보험은 어렵고 복잡하고 믿을 수 없는, 필요악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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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보장내역으로 인해 중복보장으로 보험료를 날려버린 사람만 175만명에 이르고 복잡하고 어려운 청구
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규모만도 7조 6천억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보장내역과 청구방법으로 보험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는 소비자들에게 굿리치는 희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대하며 느꼈던 페인포인트들을 해결해주는 보험 관리와 청구의 올바른 서비스 굿리
치. 디블렌트는 업계 최초로 등장한 굿리치를 소비자의 보험 주권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포지셔닝하여 어플리케이션
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자발적인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런칭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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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런칭 캠페인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서비스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도 다른 브랜드로 고
객을 빼앗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핀테크, 인슈어테크 서비스가 범람하고 다양한 금융 및 보험 관련 어플리
케이션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굿리치를 명확히 기억시키고 다운로드 받게 할 캠페인 테마가 필요했습니다. 디블렌트
는 그 출발점을 리치앤코의 철학에서 찾았습니다

보험 관리의 바른이치, 보험 청구의 바른이치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
.단순히 보험을 판매하는 것에 집중하는 ‘보험 판매자’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에게 올바른 보험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객이 보험의 보장과 혜택을 더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을 서비스한다’는 브랜드 철학. 어쩌면 고객이 당
연히 누렸어야 할 보험의 기본을 지키는, 보험의 당연한 이치를 지키는 굿리치.

굿리치를 명확히 기억 시키고 나아가 굿리치의 철학을 전달하며, 동시에 모브랜드에도 확장 적용 시킬 수 있는 ‘보험
의 바른이치, 굿리치’ 캠페인 테마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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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티져 - 그렇치 굿리치 편
이러한 캠페인 테마를 바탕으로 완성된 런칭 영상광고 ‘그렇치 굿리치’ 편에서는, 고객들이 보험과 관련해 불편한 상
황이 해결되었을 때 외치는 한마디 ‘그렇치’를 통해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를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페인포인트를 통한 공감의 극대화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 영상광고 캠페인

굿리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운로드 받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감성적인 가치에 대한 공감
이 아니라 실체에 대한 공감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본편 영상광고에
서는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험과 관련된 페인포인트를 보여주고 그 솔루션으로 굿리치를 제안하는 형식으로
실체 공감을 유도하였습니다.

Film link : TVC - 드세요 편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패턴은 엄마친구, 친척, 친구와 같은 주변지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입니다. 이렇
게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보험의
현실이며 이런 페인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보험관리의 바른이치, 굿리치를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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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TVC - 연락두절 편
그리고 또 하나의 페인포인트.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점, 보험 청구를 해야 할 때면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청구 과정
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보험 청구가 어렵게 느껴질 때면 담당 설계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반전 연출을 통해 관심을 유
도하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보험청구의 바른이치 굿리치를 소개하는 영상광고도 진행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정말 어려운 순간 힘이 되는 보험관리/청구를 한번에 해결해주는 서비스로서 굿리치를 포지셔닝시켜 브랜
드 가치에 대한 전달과 함께 실질적인 다운로드를 유도하였습니다.

Film link : TVC - 숨은 보험금 찾기 편
지난 9월에는 올해 보험 업계에 큰 화두 중 하나인 숨은보험금찾기 이슈가 있었습니다. 숨은보험금찾기는 소비자들
에게 실질적인 베네핏(돈)을 주는 서비스로, 보험에 관심이 있었던 타겟들은 물론 관심이 전혀 없었던 잠재고객까지
유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에 반드시 선점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숨은보험금찾기는 정부차원
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굿리치만이 아닌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브랜드들 역시 본 이슈를 소재로 광고를 준비
하고 있었던 상황. 이에 굿리치는 경쟁사 보다 먼저 광고를 런칭하여 인식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이
슈 발생 7일만에 촬영/편집을 거쳐 온에어까지 시켰습니다.
캠페인 메시지는 타 경쟁사도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그 자체를 전달하기 보다는, 차별적 임팩트를 강화하기 위해 보
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표현할 수 있는 파격적인 소재를 차용하였습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주변에서 쉽
게 볼 수 있는 채권, 채무에 대한 현수막의 문구를 차용하여 제작하고 반전 연출을 주어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미디어는 경쟁적 이슈 선점을 목표로, 파급력과 커버리지가 큰 TVC를 중심으로 전개하였습니다.또한, 적극적인 이
슈 대응을 위해 타사 대비 더 많은 물량과 더많은 채널을 확보하여 Share of Voice를 높이는 것에 주력하여 경쟁사 대
비 단기간 내 더 많은 타겟의 유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본 영상은 약 46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캠페인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약 200%이상의 앱 다운로드 수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통합보험관리앱으로서 굿리치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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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TVC - 보험분석 편
상반기에 굿리치는 “보험의 바른이치”라는 슬로건 아래 그렇지, 드세요, 연락두절, 숨은보험금찾기 편을 진행하였고,
캠페인 런칭 3개월만에 100만 다운로드, 6개월 만에 15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여 보험업계에서는 유례없는 호응을
얻어내며 굿리치를 범국민보험관리앱으로 자리매김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성과를 이어가면서 다운로드와 회원가입을 넘어 자신의 ‘보험분석’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게 만들 2차 캠페인, ‘보험분석’편을 런칭 하였습니다.
보험분석편은 불필요한 보험료 지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공략포인트로 삼아, 소비자에게 ‘돈이새는 보험고
민, 돈이되는 보험분석’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푼이라도 아끼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사실을 전달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소비를 위한 보험분석 서비스를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굿리치2.0의 180만 다운로드 성과와 함
께 높은 보험분석 참여를 이끌어 내어 양질의 DB생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Film link : TVC - 종합 편
2018년 11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존 굿리치의 서비스별 캠페인을 하나의 소재로 엮어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가 제시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돌아보게 하는 굿리치 서비스 종합편 TVC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
해 잊고 있었거나 그냥 지나쳤던 서비스를 다시 한번 환기하도록 만들어주었고, 굿리치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에
게는 굿리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전파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종합편은 광고제작비의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별도의 촬영 없이 기존 촬영소재를 활용하여 편집만으로 한편의 TVC
를 만들었습니다. 런칭 캠페인의 ‘그렇치’ 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브랜드 연상도를 높이면서도, 하정우와 박세영이
라는 두 모델이 각기 촬영했던 장면들을 편집만으로 엮은 자연스러운 대화장면에서 개별 서비스와 혜택을 압축하여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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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최단기간 200만 다운로드 달성
보험 업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된 굿리치 캠페인
굿리치는 브랜딩과 퍼포먼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어려운 브랜드였습니다. 이를 위해 TVC를 중심으로 하
는 단순한 영상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 점점 매체를 유기적으로 연동시켜야 했습니다. 소
비자의 브랜드 환기, 관여도 증가를 유도하는 ATL 중심의 캠페인과 실질적인 다운로드와 회원가입을 만드는 디지털
퍼포먼스 캠페인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매주, 매월 수많은 브랜드/퍼포먼스 지표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소재
와 매체운영에 반영하는 고된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효율성 높은 캠페인,
파급력이 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굿리치는 보험업계 최단기간 2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보험관리 업계의 명실상부한 No.1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굿리치는 지금도 그 역사를 매일 새로 쓰며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굿리치 App Launching Campaign / Local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리치앤코
PERIOD : 2018.03 ~ 2018.12
CAMPAIGN THEME : 보험의 바른이치 굿리치
MEDIA : TVC,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브랜딩 및 퍼포먼스 캠페인을 통합한 어트랙티브 캠페인을 통해 보험업계 최단기간 200만 다운로
드 달성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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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고백
SK뮤직메이트

PROJECT : SK뮤직메이트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SK TechX
PERIOD : 2017. 10 ~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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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고백
SK 뮤직메이트 런칭 캠페인

컨텐츠 스트리밍의 시대, 음악을 다운로드 받기 보다는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이 당연해진 오늘, 스트리밍에 특화된
새로운 뮤직앱을 런칭하였습니다. 뮤직메이트는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연령, 성향등의 분석은 물론, 그
들의 음악청취패턴, 음원의 첫 접점의 변화등을 디테일하게 스크리닝하여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을
강화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서비스 개발을 같이하며, 월 900원의 스트리밍 요금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단순히
가장 많은 음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넘어, 일반인들이 아닌, 전문가들을 활용한, 컴필레이션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가장 저렴한 금액, 가장 많은 뮤직리스트, 이 두가지 USP를 블랜트하여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들을 담아
음악으로 고백하는 캠페인을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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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준비하며 누구나 음악 어플 하나쯤은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 71%, 디지털에 취약한 노인들과 불법 다운로더 빼고는 모두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시
대입니다.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은 확고환 1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2위 싸움이 진행중인 고착화된 시장입니다. 서비스간 뚜렷
한 차별화 요소가 없기에 미투전략이 난무한 곳. 그러다 보니 애플뮤직과 유튜브 등 글로벌 탑 브랜드들이 로컬 브랜
드에 밀려 30위권에서 허덕이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대동소이한 서비스로 몇 년 간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출혈경쟁, 가격경쟁만 남은 시장에서 신규 런칭에 가까운 뮤직
메이트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뮤직메이트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양한 USP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차별화
되게 이 USP를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일 팬층이 없다면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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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뮤직메이트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한 첫 번째 미션을 ‘모수 만들기’로 잡았습니다.
모수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Hooking item은 무려 6개월동안이나 이용가능한 파격적 가격 프로모션.
그러나, 오직 파격적인 가격만을 그대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의 불신과 같은 역
풍을 맞을 수도 있었고, 출혈을 피할 수 없는 가격 경쟁이 장기화 되면 초반 회원 수가 적은 우리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싼 가격에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효용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
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타겟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고, 혼자 경험하는 것이 당연했던 일을, 타인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엔 공유의 가치가
더해지게 되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던 가격적 장점에 뮤직메이트의 철학, 함께하는 가치를 더한 런칭 캠페인 테마 ‘음악고백’을 이
용해 단계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음악 선물 자체가 새롭고 놀라운 서비스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100원으로 음악 한 곡이 아닌, 300곡
(뮤직 리스트)이 선물 된다는 건 가장 많은 곡을 가지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자, 엄선된 13,000여개의 이상의 플레
이리스트를 가지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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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저렴한 스트리밍, 가장 많은 뮤직리스트
두가지 USP를 블렌트하여, 음악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다

음악고백 프로젝트를 런칭 캠페인을 필두로 모수확보를 위한 다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이 줄 수 있는 Benefit에 반응하는 타겟이 20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해서 노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의 피로
도를 줄이고 매체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20대의 감성을 담은 위트있는 크리에이
티브 소재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한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분석을 통해 매일 광고 매체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유입, 다운로드를 유도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forty six

46

또한, 캠페인 기간 동안 다양한 타겟 접점의 매체를 활용하였습니다. 목표 KPI 앱다운로드&실행을 이루기 위해 대부
분 앱설치 매체를 이용하지만 소비자와 첫 인사를 하는 런칭 브랜드임을 고려, 브랜딩 매체, 보장형 매체, 타겟팅 매
체를 조합, 운영하였습니다.
하나의 캠페인 테마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다
다양한 타겟 접점에서 공감하는 이야기들로 캠페인에 노출된 타겟들을 매체화 하다

또한, 타겟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페이스북 인기 페이지와 피키캐스트, 허프포스트, 인사
이트, 위키트리에도 컨텐츠를 제작해 노출하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공유 등을 통해 타겟이 매체가 되어 확산이 활
발히 이루어지는 타겟 매체화 전략으로 운영하였고, 음악 전문 페이지를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라이프/연예/뉴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페이지를 통해 노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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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 타겟 매체화를 이뤄, 마케팅 비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캠페
인 런칭 일주일만에 목표 KPI를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KPI의 219%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완료할 수 있었
습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SK Musicmate Launching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SK TECHX
PERIOD : 2017.10 ~ 2018.01
CAMPAIGN THEME : 음악고백
MEDIA : MOBILE, TVC,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런칭 일주일만에 KPI를 달성하였고, 캠페인 종료 시점에 17만 5천여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여
KPI의 219%를 달성했습니다. 캠페인 집행 기간 동안 이벤트 혜택을 얻기 위해 앱을 다운로드하는 체리피커가 아닌
실 구매자 수가 70,000명을 돌파하며 뮤직 스트리밍 앱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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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은 그 무엇도 따르지 않는다
캐논 플레이샷 2017

PROJECT : Branding Campaign / Loca
CLIENT : CANON
PERIOD : 2017. 07 ~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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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CANON Digital Film

창의력은 그 무엇도 따르지 않는다
캐논 플레이샷 2017 캠페인

카메라 구매가 줄어들 때, 카메라를 많이 사게 해야 하는 건 브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카
메라가 나왔다는 일방향적인 이야기만으로 카메라에 대한 니즈가 없는 타겟들을 움직이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타겟 경험을 통한 브랜드 로열티 제고를 위해 컬쳐 프로젝트 플레이샷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의 구매는 매년 줄어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진을 찍는 타겟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이제는 사진으로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사진의 목적은 개인의 추억을 간직하는 수단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크게 바뀌었
습니다. 기록이나 인증만을 위한 똑같은 사진에서 벗어나 색다르고 창의적인 사진을 찍고 즐기며, 그 속에 자신만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시작된 ‘플레이샷 캠페인.’ 올해로 벌써 4년째 새로운 사진문화를 이끌어 온 플레이샷
은, ‘창의력은 그 무엇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2017년의 슬로건 아래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펼쳐 보였습니
다. 사진을 찍는 진정한 즐거움을 위해 올해도 역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기종불문·실력불문·자격불문의 조건으
로 진행되었으며, 플레이샷 캠페인이 단순한 ‘사진공모전’을 넘어서서 참가자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단계부터 캠페인을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샷 2017 캠페인은 약 18,000여 장의
응모작 수와 250만명에 가까운 PV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으며, 국내 유일의 영상광고제인 <
서울영상광고제 2017>에서 CRAFT 부문 금상, 은상, 동상, 파이널리스트 등 최다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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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샷 2017의 메인 이슈는
사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

2017 플레이샷 캠페인의 메인 이슈는 캐논의 잠재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유저의 유입을 통한
타겟 확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참여기기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오로지 창의력만으로 사진을 평
가하는 캠페인의 철학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타겟들에게는 여전히 ‘사진공모전은 전문
기기로 촬영하는 사람들만 참가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플레이샷
2017 캠페인 필름이 이들의 기존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기획, 연출하였습니다.
‘창의력은 그 무엇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슬로건 하에 제작된 올해의 캠페인 필름은 복잡한 카메라 용어나 화려
한 사진기술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만의 창의력을 자유롭게 사진에 담아 표현하는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흑백
과 컬러의 대비를 통해 우리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대중에게 친숙한 모델 신민아를
메인모델로 기용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셀럽들을 모델로 활용,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오로지 창의력만으
로 평가하는 캠페인의 철학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샷 2017의 캠페인 필름은 수많은 타
겟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에어 1주만에 ‘TVCF
CREATIVE CF 100’차트의 2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서울영상광고제 2017에서는 크래프트 편집 부문 금상, 촬
영 부문 은상, 연출 부문 동상, 비 TV부문 파이널리스트까지 수상하며 4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낼 수 있었
습니다.

사진에 관심있는 모든 타겟이 즐겁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플레이샷 2017 캠페인의 네 가지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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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플레이샷 캠페인과 달리, 새로운 타겟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했던 플레이샷 2017 캠페인. 우리는 사진에
관심이 있는 모든 타겟들이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작품에 감탄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바일 사이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스마트폰 유저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미션을 기
획했습니다. 이렇게 고안된 4가지 미션은 패턴, 표정, 메이킹월드, 비비드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피사체들을 자신만의 창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한 패턴과 표정 미션. 어린시절 누구나 해왔던 상상을
프레임속에 담아 연출하는 메이킹월드 미션. 자신이 바라본 세상을 색이라는 물감을 통해 프레임 속에 연출하는 비비
드 미션. 이 네 가지 미션을 통해 타겟들에게 플레이샷을 ‘사진공모전’이 아닌 사진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인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7 플레이샷 캠페인에서는 창의적인 사진작품활동으로 급부상한 영국의 신예 아티스트, 리치맥코어와의 콜
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국내외 수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SNS상에서 수많은 팔로
워를 보유하고 있었던 리치맥코어의 작품 및 플레이샷 축사영상을 통해 우리는 타겟들에게 보다 풍부한 영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보다 풍부해진 아이템과 활용도 높은 디자인으로
미션에 대한 영감을 전달하는 캠페인의 아이콘이자 또 하나의 매체가 된 PLAYSHOT CUBE

지난 3년간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캠페인 아이콘 역할을 해냈던 플레이샷 큐브는 올해의 미션과 아이템에 맞추
어 또 한번 진화하였습니다.
올해는 활용도나 선호도 측면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2015 큐브의 서랍형 지기구조를 다시 한번 채택하여 블랙, 레
드, 화이트의 3가지 색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일상 속에서도 다양한 장소에서 큐브를 활용해 플레이
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축소, 큐브의 휴대성을 보다 높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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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과 가을에 걸쳐 진행되는 캠페인의 시즈널 이슈를 활용, 아웃도어 활동을 하며 사진 촬영을많이 하는 스마트폰
유저들을 공략하기 위해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아웃런’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각종 페스티벌, 물놀이, 캠핑 등 야외활동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웃런 컬러 선스틱’을 비비드 미션을
위한 큐브 속 아이템으로 제공하여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타겟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겟들이
촬영기기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간단하게 플레이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리치맥코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작한 스티커 아이템들을 추가하여 타겟들의 사진생활에 보다 풍부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
다. 그 결과, 4천개 한정판으로 제공되었던 플레이샷 큐브는 폭발적인 경쟁률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많은 응모자 수
를 달성, 타겟을 캠페인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매개체이자, 캠페인의 인지도 확산에 크게 기여한 또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타겟이 시간과 장소,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사진을 교류할 수 있도록
PC,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 된 사이트를 기획, 제작, 운영

사진 감상에는 최적화 되어 있었으나 속도나 UX 측면에서 다소 제약이 있었던 플레이샷 2017 웹사이트. 올해의 웹
사이트는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타겟들이 디바이스의 구분없이 자신의 플레이샷을 업로드하고, 교류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의 웹사이트는 모바일과 웹 2가지 버전으로 모두 타겟들의 편의성을 높
이고 속도와 완성도를 제고하는 것을 메인 목표로 두고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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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바일 사이트의 경우, 타겟들에게 가장 친숙한 SNS 사진 플랫폼에서 착안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UX
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이디, 댓글, 좋아요 등 부가적인 정보는 하단으로 배치하고 작품과 제목, 촬영기기를 중심으로
노출하여 타겟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플레이샷을 쉽고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겟들
은 언제 어디서든 플레이샷 사이트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샷 2017 웹사이트는 작품
응모 여부와 상관없이 사진의 관심이 있는 타겟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서로의 창의력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의 철학에 공감한 타겟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디지털, 바이럴 매체 전략을 기획 및 운영.

창의적 사진문화를 확장된 타겟들에게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는 사진에 관심이 있는 모든 타겟들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종 디지털, 바이럴 매체전략을 기획했습니다. 공모전이라는 분야가 주는 편견의 허들을
넘기 위해 메인 모델인 신민아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소재를 교체,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사진 공
모전을 처음 접하는 타겟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타겟들이 사진촬영에 주로
활용하는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모바일 참여가 쉬운 흥미위주의 게릴라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
타겟 집중도 및 이벤트를 통한 캠페인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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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자들 스스로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얼리라운드 포스팅 독려상을 운영하는 한편,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커
뮤니티, 파워 인스타그램 셀럽을 활용한 어트랙티브 컨텐츠들을 통해 타겟들이 자연스럽게 캠페인의 철학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샷 2017 콘테스트는 타겟들의 인식 속에 서로의 창의력을 교류하는
새로운 컬쳐 프로젝트로서 더 활발하게 회자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NCU 타겟 공략을 위해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운영된 플레이샷 인스타그램 채널은 약 2달간의 운영기간 동안
약 5,600명 이상의 타겟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타겟 유입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캠페인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캠페인의 철학에 공감한 타겟들은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홍보하
는 매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캠페인 기간 중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오가닉 바이럴이 무려 20,200건
이상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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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샷 2017 갤러리,
온라인에서의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다.
올해의 2017 플레이샷 캠페인은 기존의 다른 사진 공모전들에 비해 압도적인 응모작수(약 18,000작)를 기록하며 성
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기간대비 타 공모전보다 월등히 압도적인 수치였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
습니다.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11월부터 12월까지 압구정 캐논플렉스에서 ‘플레이샷 콘테스트 2017’의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는 사진전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의 플레이샷 갤러리 역시 공모전 수상작(14점)과 함께 우수
응모작(88점) 등 총 102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영화감독 장진을 포함한 심사위원들의 심
사평을 함께 배치하여 작품 감상의 재미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헬리녹스’와의 콜
라보레이션을 진행, 캠핑체어와 테이블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갤러리 내에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언제든 갤러리에서 휴
식을 취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샷 2017 갤러리는 온라인에
서의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보다 많은 타겟들이 창의력을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진화한 플레이샷 2017 갤러리는 콘테스트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사진이 전시 작품이
되는 기쁨을 줄 수 있었고, 콘테스트에 참가하지 못했던 관람객들에게는 프레임 속 언프레임한 창의력을 보다 다양하
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음 캠페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진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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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화를 선도하는 캐논의 새로운 사진 문화 프로젝트, 플레이샷 캠페인, 더욱 새로워진 아이디어로 디지털과 오
프라인 타겟 구매 고려 접점이 함께 고민된 빅 캠페인으로 기획되어 2018년에도 계속 됩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CANON PLAYSHOT 2017 Attractive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CANON
PERIOD : 2017.06 ~ 2018.01
CAMPAIGN THEME : UNFRAME YOUR IDEA, PLAYSHOT
MEDIA : MOBILE, TVC,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플레이샷 캠페인은 현재 새롭게 진화된 플레이샷 2018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캠페인은 캐논 본사에서 인정한 캠페인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사
진문화를 전파하는 캠페인으로 매년 조금씩 진화하며 확장될 예정입니다. 캠페인과 관련된 필름과 사이트 그리고 플
레이샷 큐브는 매년 각종 광고제에서 최우수상과 대상을 각각 수상하고 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forty four

Chapter. 44
다이어트 하지말고 쥬비스 하자
실패는 없다 쥬비스

PROJECT : 쥬비스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쥬비스
PERIOD : 2017. 05 ~ 20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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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JUVIS TVC

다이어트 하지말고 쥬비스 하자
쥬비스 ‘실패는 없다’ 캠페인

체계적인 다이어트 컨설팅을 제공하는 쥬비스 그룹의 브랜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창립 이래 최초로 진행되는 쥬비스 그룹의 브랜딩 캠페인으로서 매체를 통해 처음 쥬비스를 접하는 타겟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겟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쥬비스의 USP를 알려야만 했습
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며 다이어트 관련 키워드 중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었던 키워드는 ‘다이어트 실패’였습니다. 설
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의 실패할 확률이 93%라고 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늘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살며 원하는 몸매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타겟에게 다이어트 실패는 아주 익숙한 경험입니다. 그 가장 익숙한 경험을 광고에 담아내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
고 실패하는 다른 모든 다이어트 보조재들과의 선긋기를 통해 쥬비스를 차별화하고 실패없는 쥬비스 다이어트 컨설
팅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forty four

44

한국의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7조 6천억, 이미 충분히 큰 시장 속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장의 파이를 늘리는 것이 아
니라 타겟이 어떻게 우리 쥬비스를 찾아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경험하게 할 것 인가였습니다. 우리 경쟁사는 같은
직종의 다이어트 컨설팅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타겟이 쥬비스에 도달하기까지 접하게 되는 모든 방해요인이 우리의
경쟁사였습니다.

다이어트 컨설팅 브랜드 1위
리딩브랜드의 경쟁자는 같은 군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수많은 다이어트 보조재들이 그들의 제품으로 완벽한 다이어트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캠페인을 준비하며 실제 타겟의 행동패턴을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공통점은 보조재를 사용하고 ‘실패’를 경험했다
는 것 입니다. 끊임없는 다이어트 실패를 경험한 다이어터들에게 유명 연예인의 날씬한 몸매를 보여주며 단순히 시각
적인 욕구만을 자극하는 광고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대체재가 존재하는 완숙기 시장에서 쥬비스 다이어트는 다른 대체재 및 경쟁사와 선을 긋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쥬비스의 다이어트는 실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이어트에 실패한 다이
어터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forty four

44

쥬비스 캠페인 필름은 다이어트 실패요인 3가지를 반영하여 총 3개의 시리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실패하는 다이어트, 출산 후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평생 다이어트, 다이
어트 시작 후 식탐을 참지 못해 실패하는 다이어트.
이 세 가지의 실패를 캠페인 필름에 담아 마지막 다이어트 편, 평생 다이어트 편, 사방이 적들 편으로 구성하였습니
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도되는 모든 다이어트들과 쥬비스를 대비하여 보여주기 위해 정말 힘든 상황을 빗대어
'죽겠다' 라고 표현하는 한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실패하는 다이어트 모습을 'DIET'에서 T가 제거된 'DIE'로 정의 내렸
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다이어트 편은 이번이 마지막을 외치며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여성이 머리를 묶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런닝머신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웃음기 어린 얼굴로
달리기를 시작하지만 다이어트약, 패치, 요거트, 한약 등 다이어트 제품을 이용하다 결국은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
DIET의 T도 함께 떨어져 나가며 DIET가 아닌 DIE, 즉 죽을 것 같이 힘든 다른 다이어트에 대한 다이어터의 심정을
담은 광고입니다.

나이와 성별로 타겟을 구분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타겟의 일상생활 속 경험에 주목해야 할 때, 그 안에서 공통적인 페인포인트를 찾아내라

Film link : JUVIS TVC
두 번째 평생 다이어트 편은 임신 중 찐 살을 출산 후에 빼는 여성들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가 유치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 위기를 느끼고 혹독한 다이어트
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출산 후 다이어트를 시작해 결국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평생 다이어트로 이어지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인공 뒤로 자녀가 1살에서 유치원생이 되고 결국 중학생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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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영상은 쥬비스 광고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사방이 적들’ 편 입니다.
직장인 다이어트의 어려움을 담은 이 영상은 여성들의 공감은 물론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남성 다이어터의 공감을
얻어낸 광고로 참을 수 없는 식탐 때문에 다이어트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식욕 때문에 혹
은 미미한 감량 효과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마는 다이어트는 대부분 극심한 식이조절을 통한 다이어트 방법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다이어트는 식탐과의 전쟁이며 가장 큰 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공포감을 조성하는 분위기
로 표현하였습니다.

필름 마지막에는 쥬비스의 핵심 가치인 각 분야 별 컨설턴트의 역할을 소개하는 RTB컷을 삽입하여 쥬비스의 USP를
실체화하고 쥬비스가 어떤 다이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의문을 가진 타겟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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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한 영상 조회수 확보뿐만 아니라 사이트 유입 후 실제 상담신청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매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쥬비스의 메인타겟은 2549세대이며 각 연령대가 선호하는 동영상 채널로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동영상 전문사이트(유
튜브, 판도라TV 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포털사이트(네이버TV캐스트 등) 등으로 매체를 구성하였습니
다. 연령과 더불어 다이어트와 미용에 관심사를 가진 타겟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PC 및 모바일 등 디바이스별 효율에
따라 예산 배분을 하는 등 최적화된 매체 운영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쥬비스의 실패 ZERO 다이어트 필름은
런칭 14일만에 1천5백만뷰를 기록했습니다.

주장하지말고 스스로 공감하게 하라
런칭 2주만에 1천5백만뷰 기록, 상담수 200% 증대, 매출 45% 증대 기록

타겟들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획득 수단인 페이스북 인기페이지에 필름을 노출하여 좋아요, 공유, 댓글을 통해 타겟이
매체가 되어 빠르게 확산되는 타겟매체화 전략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이어트 페이지 외에도 타겟 관심사 기반 다양
한 카테고리의 페이지 노출을 통해 타겟의 자발적인 확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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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비스는 상담 기반(Call)의 증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단순히 View수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시청한 타겟들이 페이지로 유입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의 뎁스를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외에 새
로운 랜딩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등 쥬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타겟의 정보획득을 돕고 상담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달율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광고 집행 전인 5월 대비 홈페이지 유입 수는 900%이상이 증가했고, 시간
당 3만명 이상이 광고 시청 후 페이지로 유입했으며, 검색량은 전월 대비 270%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요청은 런칭 시점인 2017년 6월을 기준, 전년 6월 대비 약 200% 이상 증가했으며 카카오톡 상담요청은 전년대비
3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쥬비스, 실패는 없다 브랜딩 캠페인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쥬비스 그룹
PERIOD : 2017. 05 ~ 2018. 04
CAMPAIGN THEME : 쥬비스, 실패는 없다
MEDIA : TVC, ONLINE, MOBILE, CATV, PROMOTION,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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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3
마지막 인사
AIA생명 브랜드 캠페인

PROJECT : AIA생명 Brand Campaign / Local
CLIENT : AIA생명
PERIOD : 2017. 05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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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AIA FILM

마지막 인사
AIA 생명 브랜드 캠페인

생명보험의 제 1가치는 가족입니다. 재물, 재산 또는 내 자신 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다른 보험들과는 다르
게 그 수혜자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가족간 사랑의 표현은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부모
와 자식간의 1일 평균 대화시간이 3분내외에 불과하며, 연인에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또 자유롭게 하지만,
가족간의 사랑의 표현은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생명보험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이별 전, 늦기전에, 가족간의
사랑을 더 자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준비되지 못한 이별로,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기에 더 가슴아픈 가족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작지만 따뜻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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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그 이상을 넘어 삶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AIA 생명의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영상을 소비하는 오늘날, 브랜드 광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기억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눈
물 유도하기’입니다. 광고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Buzz가 보장되기 때문입
니다.

AIA생명의 브랜드 캠페인은 그 동안 ‘눈물 유도하기’ 전술로 화제와 감동을 불러 일으켰지만 ‘생명보험’ 이라는 AIA
생명의 ‘업’과의 relevance는 다소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컨텐츠 자체에 대한 주목도 매우 중요하지만,
절대로, 브랜드와의 렐러번즈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생명보험은 업의 특성 상 가입자가 죽기 전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소재를 캠페
인에 활용하기엔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브랜드 캠페인은 가족간의 갈등과 해소를 통한 감
동 코드를 전달함으로써 눈물샘을 자극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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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진짜 생명보험사만이 할 수 있는 ‘삶과 죽음’이란 소재를 외면한 채, 한 해에도 수십개씩 쏟아져 나오
는 ‘눈물샘 자극 영상 콘텐스트’ 중 하나의 출품작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성공적이었던 감동코드
는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에 생명보험사로서의 브랜드 렐러번즈가 강화된다면 AIA생명만의 브랜드 캠페인의 화룡점
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다

브랜드 렐러번즈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겟과 고객 접점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 실제 우리 보험을 가입할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컨
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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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전 브랜드 캠페인들의 경우 감동을 주는 데에는 크게 성공하였지만, 영상을 공감하는 대상이 AIA 생명의
주 고객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진행될 브랜드 캠페인의 소재는 실제 생명보험을 가입해야
할 3550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AIA생명의 수많은 컨설턴트들이 타겟과의 접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를 발굴해야 했습니다. 흔히
MOT(Moment of Truth)는 고객과의 접촉점이 되는 결정적 순간을 의미하는데, 생명보험사의 MOT는 대부분 컨설
턴트와의 대화와 상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코어 타겟층의 솔직한 고민과 공감을 끌어올 수 있는 스토리 발
굴을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되, 오직 생명보험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AIA 생명의 잠재 고객군들에게 생명보험사인 AIA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기존의 캠페인들과 차별화된, 진정
한 AIA 생명의 브랜드 캠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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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찾아낸 아이디어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들과, 그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외상 후 애도 증후군을 겪게 된다고 합
니다.

브랜드가 해야 하는 일을’실천’하여
광고성 컨텐츠를 넘어, 공감(간접체험)가는 ‘캠페인’으로 만들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을 겪게 되는 것. 생각만해도 마음이 먹먹하고 울컥
해지는 상황을 실제로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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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더 아프고 후회스러운 이들을 위해 심리 / IT / 영상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미
팅을 통해 그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놀라게 하는 기술 vs 공감하게 하는 기술
심리와 IT 의 영역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솔루션의 탄생

그 결과, 가족을 떠나 보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
고, 동시에 주변의 도움을 얻어 세상을 떠난 가족의 목소리와 사진, 동영상을 최첨단 기술을 통해 복원하여, 떠난 가
족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나고 얘기할 수 없다는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통해 복원된 떠난 가족들의 영상통화가 걸려오고, 그 동안 못 다했던 마지막 인사를 들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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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못했던 떠난 가족들이 마치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마지막 인사를 접한 가족들은 벅참 감동과 반가움의 눈물
을 흘렸고, 보는 이들은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들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캠
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눈물샘 자극 영상 콘테스트가 아닌,
생명보험이 타겟에게 줄 수 있는 제1 가치에 대한 공감을 캠페인의 키 컨텐츠로 만들다

AIA 생명의 ‘마지막 인사’ 캠페인은 생명보험 가입 가망 타겟인 3050의 점접 강화를 위해 타겟들의 여가 선호 1위가
영화관람이라는 데 착안하여, 수도권 60여개의 극장, 170개관에서 영상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극장 관람
객 수 Top3 극장인 왕십리 CGV에 브랜드 게이트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접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캠페인의 코어 타겟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인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집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Live 2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 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캠페인을 영상과 OOH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소비자들이
40,000여건의 공유와 피드백으로 참여해 타겟 매체화를 이뤄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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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AIA생명 Brand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AIA생명
PERIOD : 2017.06 ~ 2018.01
CAMPAIGN THEME : 마지막인사
MEDIA : MOBILE,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영상 1,000만 view를 달성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였으며, 4만 건 이상의 공유, 태그, 댓글 등
자발적인 소비자 반응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타겟매체화를 통해 캠페인 시작 전 예측된 CPV의 32% 수준으로 효
율적인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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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내 손안에 있을 것
밀리마쥬

PROJECT : 수정화장의 모든 것 말리마쥬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밀리마쥬
PERIOD : 2017. 03 ~ 201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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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Milimage TVC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뷰티 아이템
밀리마쥬 ‘마이뷰티파우치’ 런칭 캠페인

쿠션과 파운데이션밤, 퍼프, 블러셔, 팩트 등 수정화장의 모든 것을 내 맘대로 담을 수 있는 밀리마쥬 마이 뷰티 파우
치의 런칭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정화장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을 가진 여성들에게 꼭 필요
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정화장을 위해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심하고, 완벽한 수정화장을 위해서는 뚱뚱하고 무
거운 파우치나 클러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며 찾은 한
빅데이터에서는 수정화장과 관련된 연관검색어가 “존경스럽다”가 1위로 노출되기도 했는데, 이는 어렵고 귀찮지만
꼭 필요한 수정화장을 잘 해내는 동료 여성들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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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름다워지는 과정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하는 여성들의 심리로 인해 수정화장은 주로 화장실과 같
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언제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야 하는 코스메틱 브랜드들의 광고에서는 수정화장이 주요 소재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메이크업 미니멀리즘’이라는 밀리마쥬의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한 ‘마이뷰티파우치’는 번거롭고 복잡한 색조화장의
단계를 줄이고, 수많은 화장품으로 무거워진 여성들의 파우치를 단 하나의 제품으로 줄여준 ‘마이뷰티파우치’는 제품
그 자체만으로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정화장’에 최적화 된 놀라운 제품이였습니다.
세상에 없던 제품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
다른 제품에는 없는 새로움을 강조하는 방법만을 강조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했다면 쉽고 뻔한 캠페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런칭 캠페인은 브랜드와 제품의 첫 인사인 만큼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
해 단순히 USP를 소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비자의 인사이트와 제품의 USP를 매칭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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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밀리마쥬의 뷰티파우치 런칭 캠페인은 그 동안 외면했던 ‘수정화장’이라는 소재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될 코어 타겟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했습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며 발견한 타겟들의 심리 상태 역시 크리에이티브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들이 수정화장이 필요하
다고 느끼게 되면, 그 다급함은 마치 구급차를 찾는 환자의 심정만큼 절박 하다는 것, 오후 3시 전후가 되면 아무 일
이 없어도 수정화장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받는다는 인사이트는 영상 속 오브제를 통해 표현되어 코어 타겟의
공감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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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동인구가 많은 쇼핑몰이나 놀이공원 등에서는 수정화장을 하기 위해 좁디 좁은 화장실에서 서로 거울을 차지하
려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는 인사이트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밀리마쥬 ‘마이뷰티파우치’ 런칭 캠페인은 코어 타겟과 한정된 캠페인 예산을 고려하여 모바일에 집중하는 미디어
전략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SNS에서 화장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는 코어타겟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
략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중심축으로, SMR과 다양한 소셜 인플루언서 채널을 Hooking
Chanel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Earned Media를 통해 콘텐츠 이슈를 유도하여 효율을 높여 진행하였고,
더불어 부산국제광고제 Film Craft 부문 Finalist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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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밀리마쥬 ‘마이뷰티파우치’ Launching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PURPLE PATCH
PERIOD : 2017. 03 ~ 2017. 06
CAMPAIGN THEME : 완벽하게 내 손안에 있을 것. 수정화장의 모든 것이 한 손에
MEDIA : ONLINE, MOBILE
CONCLUSION : 캠페인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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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9
보습의 끝판왕, 그 놀라운 실험들
XYZ Formula

PROJECT : 보습의 끝판왕 XYZ Formula Launching Campaign / Global
CLIENT : FOREST
PERIOD : 2017. 01 ~ 201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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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XYZ TVC

보습의 끝판왕, 그 놀라운 실험
XYZ Formula

3중 세라크라운으로 보습의 끝판왕을 만들어낸 XYZ. 그러나 700여개가 넘는 보습제품이 경쟁하고 있는 치열한 보
습 제품 시장
세상에 없던 가장 강력한 보습제품을 런칭하기 위해 타겟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고 또 놀랄 수 있는 컨텐츠
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기획하고 또 그대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전열난
로를 매일 견뎌야 하는 상황을 토스터에 대입, 식빵에 보습크림을 발라 5분간 구워보는 실험과, 건조한 히터를 매일
견뎌야 하는 상황을 과일 건조기에 대입, 사과에 우리제품을 발라 24시간동안 건조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실험의 결과를 타겟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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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시장은 이미 엄청난 레드오션. 진입장벽이 낮다는 판단으로 모두가 이 치열한 전장에 뛰어들지만, 살아남는
브랜드는 많지 않습니다. ‘더마코스메틱’이라는 차별점이 있지만, 이 시장또한 이미 포화상태인 것은 마찬가지. 심지
어 우리가 런칭해야 하는 ‘보습크림’은 색조가 아닌 ‘기초화장품’ 입니다. 단순 경쟁이 아닌, 화장대 위에 계졀별로 단
하나의 제품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치열한 경쟁 시장인 것이죠. 2017년 1월 기준, 총 700여개의 제품이 타겟의 화
장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고지전을 펼치고 있는 이 마켓에서 과연, 어떤 런칭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화장품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 그리고 화장대의 위의 온리원이 되어야 하는 치열한 ‘고지전’인 기초화장품 시장
700여개의 제품이 동시에 경쟁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생브랜드의 보습크림을 런칭하라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아무리 강조해도 달라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더이상 예쁜 제품 CG가 등장하는 RTB만을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펫네임전략이나 타겟 참
여형 컨텐츠를 가장한 페이크필름들도 많아지고 있으나 이는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일 뿐 인지가 강화되거나 구매동
기가 되지는 못하고 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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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시장의 치열한 고지전에서 온리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법은
직접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결국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직접 실험을 해봅니다. 뜨거운 열기를 피부 가까이 내뿜는 전열기구 대신, 토스트기에 우리제품을 바
른 식빵을 넣어 3분간 태워보고, 건조한 바람을 장기간 쐬게하는 온풍기 대신, 식품 건조기에 우리제품을 바른 사과
를 넣어 24시간 건조를 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으며, 타사 보습제품들과의 비교에서도 확연한 우
위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실험을 그대로 광고로 만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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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XYZ TVC
일반적인 실험영상들은 팩트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에 집중하다보니, 제품 고유의 감성이나 브랜드 에쿼티등이 무
시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고가 기초화장품이라는 기준과 제품 고유의 핑크 컬러를 반영한 미장센으로
연출하였고, 브랜드 네임인 XYZ가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 테마는 은유적, 상직적 표현을 배제하고 ‘보
습의 끝판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습의 끝판왕 XYZ크림
그 놀라운 힘을 증명하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캠페인테마와 미장센으로 두편의 실험영상을 제작

Film link : XYZ T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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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브랜드 및 제품의 인지도 증대를 위한 영상 조회수 확보와 사이트 유입을 목적으로 운영 전략을 세웠습니다.
캠페인 메인타겟인 2030세대가 선호하는 동영상 채널로서, 동영상 전문사이트(유튜브, 판도라TV 등), SNS(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 포털사이트(네이버TV캐스트 등) 등으로 매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연령과 더불어 뷰티 및 미용,
패션 등 관심사 타겟팅뿐만 아니라, PC 및 모바일 등 디바이스별 효율에 따라 예산 배분을 하는 등 최적화된 매체 운
영 전략을 세웠습니다. 필름 확산과 함께 사이트 클릭 유도를 위해 유튜브 CTA 오버레이버튼 및 엔드스크린을 설정
하고,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은 Page Post Link Ad(동영상링크형) 형식으로 광고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타겟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페이스북 인기 페이지에도 필름을 노출하였습니다. 좋아
요와 댓글, 공유 등을 통해 타겟이 매체가 되어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타겟매체화 전략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뷰
티 전문 페이지를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라이프/연애/뉴스/패션/광고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페이지를 통해 노출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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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 캠페인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제품의 강력한 보습력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
이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습의 끝판왕에 대한 생생한 컨텐츠들이 오가닉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화
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타겟들은 대부분 구매에 앞서 관련된 상세 리뷰들을 확인 하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디블
렌트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 타겟들에게 천편일률적인 단순 사용 후기만으로는 제품력에 대한 신뢰와 임팩트를 주기
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 영상 속 토스트 실험을 뒷받침 하고자, 뷰티 카테고리에서 인지
도와 인기가 높은 2만 이상의 뷰티 파워 블로그와 20만이상의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제품 시연, 사용 후기 등
의 포스팅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개개인의 아이디어로 XYZ크림의 보습력을 테스트 한 증명식 비교 실험 컨텐츠
를 제작, 포스팅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타 브랜드와의 비교실험 역시 우리 제품의 ‘끝판왕급
보습력’을 증명 할 수 있는 강력한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 매체 비용의 지급 없이 일
주일 간 약 34,490개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오가닉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4,490개 - 인스타 영상조회수, 댓글, 좋아요 + 블로그 댓글, 좋아요 합산 수 / 2월6일 ~ 2월12일 일주일 기준)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보습의 끝판왕 XYZ Formula Launching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FOREST
PERIOD : 2017.01 - 2017.04
KEY STRATEGY : 이미지에만 머무는 원오프뎀의 광고가 아닌, 제품 USP를 직접 보여주고 체험시키는 실험
CAMPAIGN THEME : 보습의 끝판왕, 그 놀라운 실험들
MEDIA : ONLINE, MOBILE, OOH, PPL
CONCLUSION : 캠페인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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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8
눈이 어려지는 동안캡슐
안국루테인

PROJECT : 안국루테인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안국건강
PERIOD : 2016. 12 ~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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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언국루테인 TVC films

눈이 어려지는 동안캡슐
안국루테인

누구에게나 눈노화는 옵니다.
황사, 블루라이트, 야근, 공부, 라식, 라섹 등으로 노안이 빨라지다 못해 ‘젊은 노안’마저 생기고 있는 상황. 각종 뉴스
기사와 광고들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체감하며 눈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눈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타겟들을 위해 안심캡슐 안국루테인 런칭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안약, 세정제까지 등장하며
눈건강 시장을 선점하려는 상황 속에서 디블렌트는 타겟들에게 눈건강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눈노화
가 오기 전에, 하루 한알 안심캡슐’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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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루테인은 루테인 제품 시장에서 이미 업계 1위의 브랜드였습니다. 기존에 이미 안국루테인을 구매하고 있던 타
겟들은 오가닉 타겟들, 즉,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높은 우리의 '팬'.
그렇기 때문에, 런칭 캠페인의 타겟은 이미 안국루테인을 알고, 꾸준히 구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눈 건강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직 500억이라는
태동기의 사이즈의 루테인 시장에서 더 이상 1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무의미했기에 안국루테인 런칭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달성해야할 목표는 결국 '타겟 확장을 통한' 매출 증대였습니다.
황사, 블루라이트, 야근, 공부, 라식, 라섹 등으로 노안이 빨라지다 못해 '젊은 노안'마저 생기고 있는 요즘. 눈건강에
대한 위기가 인지되어 타겟 니즈는 커지고 있으나, 마땅한 솔루션이 없던 눈건강 시장에 '루테인'이 나왔습니다.
경쟁자가 많지만, 아무도 광고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블루오션이기에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브랜드가 주인이 되는
중요한 상황.

그렇다면 '안국루테인'을 마치 '대일밴드'나 '에프킬라'처럼 루테인의 고유명사로 인식시키면 되는걸까? 식약청에 등
록된, 제품명이 '루테인'인 제품만도 이미 777개. "루테인 주세요!"가 되는 순간 브랜드 인지도 또는 선호도에 따른 구
매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모두가 제품명에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명의 인지강화는 자칫하면 타브랜드에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ADDICTIONARY : Chapter thirty eight

38

우리는 우리와 매우 비슷한 상황인 화장품 시장을 주목했습니다. 수백개의 브랜드가 온,오프라인에서 치열하게 경
쟁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그 중에서도 비슷비슷한 이름과 모두 똑같은 화이트닝 기능을 가진, 수많은 브랜드들의
수많은 화이트닝 에센스 제품들. 그 천편일률적인 화이트닝 에센스들 사이에서, 소비자 펫네임을 쉽게 펫네임화 하
여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두고 압도적인 판매율을 달성했던 SK-ll 광채에센스(셀루미네이션 EX 에센스).
화이트닝 에센스라는 기능성 이름을 가진 제품은 One of them이 되지만, 하지만 '광채에센스'라는 펫네임을 가진 화
이트닝 에센스는 Only One이 됩니다.
까다로운 건기식 심의로 인해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상황
수많은 제품들이 비슷비슷한 광고를 찍고 있는 상황
타겟의 엔드베네핏을 담은 펫네임으로 제품을 명확히 기억하게 하자

이처럼 엔드베네핏을 쉽게 치환한 펫네임으로 소비자 인식을 선점하고, 타겟의 입소문으로 판매율을 높이고 있는 타
카테고리의 캠페인 사례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만의 USP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펫네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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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타겟들은 굳이 생소한 브랜드를 기억하지 않아도, 정확한 제품명을 기억하지 못해도, "루테인 주세요"라는 말로
타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눈노화로부터 안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기억하여 "안심캡슐 주세요"라는
함으로써 안국루테인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노화가 오기전에, 하루한알 안심캡슐 안국루테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친근감과 동시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
지를 가진 이서진씨를 모델로 기용하여, 생활속에서 누구나 한번쯤 겪어보았을 상황을 위트있게 연출, 강한 공감대와
함께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두 편의 컨텐츠를 제작, 운영 하였습니다

Film link : 언국루테인 TVC films

눈노화의 첫번째 신호는 아무도 모르게 시나브로 다가옵니다. 바로 핸드폰이 멀어진다는 것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신뢰도 높은 모델을 활용 위트있는 음악과 상황의 연출을 통해 두편의 TVC를 제작

Film link : 언국루테인 TVC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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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식약청 인증을 받은 총 7백여개의 루테인 제품들이 단 하나도 USP에 기반한 텐저블한 가치로 이야기하지 못
한 현재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제품의 USP를 기준으로, 타겟 엔드 베네핏을 엣지있게 표현한 우리만의 '펫네임'이 필
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제품 업계 1위,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마리골드 씨앗, 증류공법으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
여 추출한 루테인, 씨앗부터 캡슐까지 전 공정을 관리하는 안국만의 안심할 수 있는 STC시스템 등 우리가 자랑할 많
은 요소들과 함께, 결국 안국루테인으로 눈건강을 지켜 눈노화를 늦춘다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모두 내포할 수 있는
펫네임이 정해졌습니다.

(1) 누구나 겪을 수 밖에 없는 눈노화로부터, 이제 안심할 수 있다는 의미의 안심캡슐.
(2) 업계 1위인 안국건강에서 씨앗부터 캡슐까지 전 공정을 관리하여 만들었기에 안심할 수 있는 캡슐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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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구매가 많아지는 연말 시즌에 맞추어 2016년 12월 온에어를 하였고, 지상파(MBC, KBS 등)와 케이블채널(tvN,
OtvN, JTBC, MBN, 채널A, TV조선, MBC Every1, SBS Plus 등)에서 안심캡슐-대기실편을 집행, 온라인(페이스
북, 캐시슬라이드, 유튜브, 다윈, SMR, 네이버, 밴드앱, GDN 등)에서 안심캡슐-촬영장 편을 교차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메인 타겟인 2549세대의 접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인기 프로그램 위주로 라디오 광고를 집중 운
영하였습니다.

지상파, 케이블TV, 라디오, 온라인, SNS 등 전 매체를 활용한 타겟 접점 극대화 전략 운영
또한 선물시즌을 공략하는 카피전략으로 역대 최고 월매출을 기록하며, 광고 1개월만에 매출 850%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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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건강 안국루테인의 안심캡슐 캠페인은 필름 On-Air 2주만에 300만 뷰를 돌파하였으며, 광고 후 1개월 만에 매
출 850% 증가를 기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판매전략이 더해져 효과적인 R.O.I를 기
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안국루테인 Launching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안국건강
PERIOD : 2016.12 - 2017.06
CAMPAIGN THEME : 눈이 어려지는 동안캡슐 / 눈노화가 오기전에 하루한알 안심캡슐
MEDIA : TVC, CATV, RADIO, ONLINE, MOBILE, OOH
CONCLUSION : 캠페인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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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7
어둠 속에서 빛을 섬기는 히어로
어쌔신크리드

PROJECT : 어쌔신 크리드 Launching Campaign / Glob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6. 12 ~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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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빛을 섬기는 히어로
어쌔신 크리드

마이클 패스벤더, 마리옹 꼬띠아르,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 화려한 액션과 남다른 스토리로 개봉 전 사람들의 기대로
화제가 된 영화 <어쌔신 크리드>는 자유 의지를 억압하는 템플 기사단과 자유를 되찾으려는 암살단 ‘어쌔신’의 대립
을 그린 유비소프트사의 게임을 원작으로 한 액션 영화입니다. 템플 기사단과 어쌔신의 대립구도에서 어쌔신은 자유
를 수호하는 선한 의지의 집단이지만, 어쌔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암살단이라는 뜻으로 호감도가 낮은 악당에게 쓰이
는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자칫 관람객들에게는 우리의 어쌔신이 영화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디블렌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암살단’을 사용하여 암살단이 주인공인 액션
영화로 만드는 것이 아닌,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포지셔닝하여, <어쌔신 크리드>를 하나의 히어로 무비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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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액션감, 템플 기사단과의 어쌔신의 대립구도
영화의 핵심 스토리를 직접 체험하고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경험을 제공하는 VR어트랙션 기획, 제작, 운영

<어쌔신 크리드>의 액션과 스토리를 직,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코엑스 메가박스에 <어쌔신
크리드> VR어트랙션(ATTRACTION)을 설치하였습니다.
관람객들에게는 어트랙션을 통해 암살단의 일원인 조상 ‘아귈라’를 체험 한 ‘칼럼’과 같은 체험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영화의 액션과 스토리를 직접 경험 해 봄으로써 <어쌔신 크리드>영화에 대한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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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쌔신 크리드>의 VR어트랙션은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엑스 메가박스 2층 광장에서진행 되었으며, 15
일간 약 7,000여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1분 내외의 체험을 위해 약 30분 이상 기다리는 줄이 생
기는 등 어트랙션의 효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다양한 참여 타겟들의 SNS채널을 우리의 매체로 활용할 수 있덨다
는 점에서 마케팅 비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서울 4개 극장로비에서 동시에 진행 되었습니
다.

컨텐츠를 통해 영화를 미리 체험하게 한다는 발상은
다양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마케팅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리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음

이러한 <어쌔신 크리드> 어트랙션을 다수의 언론에서는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 관람객의 경험을 변화시켰
다는 점’을 흥미롭게 보며 수많은 오가닉 PR이 TV, 라디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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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빛을 수호하는 히어로’로 포지셔닝 시키기 위해
낮과 밤이 다른 옥외매체들을 기획, 제작 운영하여 간접 체험을 극대화

VR어트랙션과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 빛을 섬기는 히어로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낮과 밤이 다른 아주 특별한 OOH
를 기획하였습니다.
버스쉘터에는, 낮에는 주인공의 실루엣과 ‘어둠 속에서 빛을 섬기는 히어로’ 라는 카피만 보여져 궁금증을 유발하고,
밤에는 숨어 있던 어쌔신이 나타나 영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소재를 기획하였고,
대형빌딩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하여, 낮에는 보이지 않던 히어로가 밤이 되면 깜짝 등장하여 영화를 홍보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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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쉘터 OOH로 잠재 타겟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하철 디지털 포스터와 지하철 5~7호
선에 특화 되어있는 e-TAS 뉴미디어로 영상 소재를 보여주며 타겟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섬기는 히어로를 표현하기 위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박진감 있게 편집하였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영화에 대한 관여도와 주목도를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e-TAS는 매체의 특징을 적극 활용한 크리에이티브로 한 달간 운영되었고, 운영기간내 약 500만명에게 노출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어쌔신 크리드(ASSASSIN’S CREED, 2017) Launching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6.12 - 2017.01
CAMPAIGN THEME : 어둠 속에서 빛을 섬기는 히어로 어쌔신 크리드
MEDIA : TVC,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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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6
Just Race? REAL SPORTS!
니드포스피드 엣지

PROJECT : 니드포스피드 엣지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NEXON korea
PERIOD : 2016. 12 ~ 2017. 06

ADDICTIONARY : Chapter thirty six

36

Film link : 니드포스피드엣지 films

Just Race? REAL SPORTS!
니드포스피드 엣지

가장 전통 있는 레이싱게임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 하지만, 기존의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와는 차별화된 USP를 가진
온라인 버전의 넥슨 <니드 포 스피드 엣지>
넥슨의 <니드 포 스피드 엣지>는 카트라이더에서 가져 온 ‘아케이드 플랫폼’과 피파 온라인에서 가져온 ‘커스터마이
징&강화시스템’을 기반으로 레이싱의 사실감에만 몰입하는 1%의 레이싱 타겟을 위한 게임이 아닌 빠른 승부와 쉬
운 조작감의 온라인 게임에 열광하는 모두를 위한 게임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이에, 디블렌트는 <니드 포 스피드 엣지>가 가진 다양한 USP가 ‘스포츠’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니
드 포 스피드 엣지>의 다양한 모습을 ‘스포츠’에 치환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Just Race? Real Sports!’
라는 캠페인 테마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캠페인 테마를 통해 소수의 레이싱 타겟이 아닌, 스포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다수의 유저들과 나아가 스포
츠를 좋아하는 모두가 즐기는 게임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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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남자들의 로망, SUPER CAR

슈퍼카를 가지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들

하지만, 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진짜와 조작감까지도 가장 유사한 레이싱 시뮬레이터

물론, 슈퍼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우리 타겟입니다
하지만 메인이 아닌, 확장해야 할 서브타겟

슈퍼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에서 피씨방 게이머들이 즐겨야 하는 게임으로!
캠페인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선 목표 타겟에 대한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오직 1%에 불과한 레이싱 게임타겟. 이것이 레이싱 불모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채널과 제작사에서 레이
싱과 관련된 영화, 게임, 방송, 다큐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왔고, 심지어 전세계에서 가장 큰 레이싱 대회인 F1도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EA와 넥슨이 수백억을 들여 만들고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던 니드포스피드가 자칙 또하나의 레이싱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방향성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서의 가치를 찾아내고 또 치환하여,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열광할 수 있
는 게임으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필요했으며,저희는 그 단초를 ‘대전’의 즐거움, 짜릿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 스포
츠’에서 찾았습니다.

체력

결정력

CHASING

NITRO

밸런스

판단력

DRIFT

RECOR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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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게임의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오직 스피드만을 이야기해 온 타 게임들과 완벽한 선긋기,
니드포스피드 엣지를 ‘리얼 스포츠’로 포지셔닝하여 타겟을 확장하다

Film link : 니드포스피드엣지 films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과 우리게임의 렐러번즈가 높은 부분들을 찾아내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매니페스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런칭 전 이 메니페스토를 통해 피씨방에서 다양한 대전게임 및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타겟들의 기
대감을 높이는 전략을 준비하였으며, 코어타겟 채널들 뿐만 아니라 타겟 확장을 위한 미디어들에도 본 필름을 노출
하여 또하나의 새로운 레이싱 게임이 아닌, 대전이 강화된 스포츠게임의 등장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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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차 CBT 이후 유저들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이러한 유저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니
드 포 스피드 엣지>는 2016년 지스타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니드 포 스피드 엣지>를 직접 플레이 할 수 있는 시연 부스부터, 팀 대전 경기까지, <니드 포 스피드 엣지>를 기다리
는 유저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었으며, 팀 대전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의 짜릿함과 관중석의 반응들은 ‘스
포츠’로 <니드 포 스피드 엣지>를 치환하여 전달하려는 디블렌트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습니다.

다양한 타겟 접점에서
1%의 소수를 위한 레이싱게임이 아닌, ‘대전’이 강화된 스포츠 게임으로 포지셔닝

<니드 포 스피드 엣지>는 온라인게임이지만, 파이널 테스트의 사전예약 모수를 극대화 하기 위해 모바일 매체의 비
중을 높여 누구나 쉽게 테스터의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광고 지면 역시 모바일에 특화 된 ‘페이스북, 유
튜브, 네이버 웹툰’ 등의 지면을 활용하여 광고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Film link : 니드포스피드엣지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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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CBT 필름은 게임의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 <니드 포 스피드 엣지>의 게임내 주요 장면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파이널 테스트에 대한 유저들의 기대감과 사전예약 참여유도를 위한 카피를 영상 내 편집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타겟을 찾고 또 분석하기 위해 채널별로 다른 메시지를 운영하는 A,B테스트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이미지 배너를 통해서는 파이널 테스트의 참여를 유도하고 게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카피를 효과적으로 표현
하였고, 이를 온라인 게임 타겟 접점 매체에 배치하여 사전예약자 모객을 극대화 화였습니다. 이후 파이널 테스트 기
간 중에는 SUSTAIN을 위한 매체 집행을 유지 할 예정입니다. 레이싱 타겟의 1%를 넘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모두
를 공략한 디블렌트의 <Need For Speed Edge> 파이널 테스트는 2017년 2월 16일에 시작됩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NEED FOR SPEED EDGE Launching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NEXON
PERIOD : 2016.12 - 2017.06
CAMPAIGN THEME : Just Race? REAL SPORTS!
MEDIA : TVC,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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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RAME YOUR IDEA
CANON PLAYSHOT 2016

PROJECT : CANON Branding Campaign / Local
CLIENT : CANON
PERIOD : 2016. 07 ~ 201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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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메인 필름

있는 그대로 보거나, 보이는 그대로 보거나…전혀 새롭게 보거나
Unframe Your Idea, ‘PLAYSHOT CAMPAIGN’

2014년 9월, 인증샷과의 확실한 선 긋기를 선언하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캐논의 새로운 사진 문화 프로젝트.
2016 플레이샷 캠페인을 통해 디블렌트는 사진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진정한 즐
거움을 위해 올해의 플레이샷 캠페인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불문, 기종불문, 기술불문의 조건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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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메인 필름
또한 지난해 수상작을 활용한 캠페인 필름을 제작하여 새로운 것은 언제나 프레임 밖에 있다는 의미의 캠페인 슬로
건, Unframe Your Idea을 타겟들이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캠페인 메인 필름 ‘Unframe Your
Idea’편은 온에어 된지 1주일도 되기 전에 TVCF 1위에 등극, 수개월간 1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종료 후에
는 서울영상광고제 2016에서 크래프트 부문 금상 수상, 앤어워드 금상, 웹어워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플레이샷 2016의 메인 이슈는
생각의 프레임을 벗어난 창의적 사진을 찍는 것

지난 플레이샷 캠페인들은 인증샷이 아닌 ‘플레이샷’을 타겟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템 미션의 비율이 높았
습니다. 하지만 올해 플레이샷 캠페인의 목적은 새로운 사진문화를 접한 타겟들이 이를 확산시키며, 플레이샷 캠페인
이 새로운 사진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타겟들의 창의적 표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미션
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샷 2016의 미션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 미션(SHINING)과 폭 넓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한 3가지의 추상미션(ADVERNTURE, TEMPERATURE, THREE)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
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타겟들에게 플레이샷의 멈추지 않는 진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동영상 미션(STOPMOTION)
을 새롭게 추가 운영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겟들은 한 단계 더 진화한 ‘플레이샷’을 촬영할 수 있었으며, 플레이샷
2016 캠페인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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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에 대한 영감 뿐만 아니라 타겟의 책상위에서 오래 간직될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한 PLAYSHOT CUBE

플레이샷의 네 가지 미션 아이템이 담긴 ‘플레이샷 큐브’는 매년 그 형태와 아이템들이 진화하며 타겟들의 기대감을
심어 줄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플레이샷 큐브 역시 타겟들에게 미션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온도계, 나침반, 글리
터 등으로 구성을 하였고, 큐브가 타겟들에게 창의력을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큐브의 형태를 액자 위에 놓을 수 있는 ‘지기형태’로 제작하여 실생활에서도 플레이샷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
였습니다.
그 결과 타겟들은 여러 미션에 맞는 플레이샷을 촬영하며 한단계 진화한 플레이샷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샷 큐브는 캠페인 종료 후에도 타겟들의 책상, 테이블 위에 남아 타겟들이 자신들의 플레이샷을 추억하고 다
음 플레이샷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또다른 매체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타겟이 직접 응모한 만여장의 사진이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진만이 중심이된 사이트를 기획, 제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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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진문화 캠페인인 만큼, 플레이샷 2016의 홈페이지는 타겟들이 사진을 찍는 즐거움과 함께 사
진을 통해 교류를 하는 즐거움 또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진이 돋보일 수 있도록
사이트 디자인을 기획하였고, 타겟들이 모바일에서도 응모가 가능한 구조로 기획하여 온전히 사진만을 즐길 수 있는
최초의 캠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참여자들 스스로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포스팅 독려상을 운영하였고,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파워 인스
타그래머 등을 통한 바이럴 유도 장치들을 더했습니다. 그결과, 기획했던 바이럴 그 이상으로, 타겟들 사이에서 각종
SNS에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해 주었으며, 별도의 매체 비용 지급 없이 한달간 약 6,286건 이상의 바이럴 컨텐츠
(작년대비 약 10배)가 생성·확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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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플레이샷 캠페인은 기존의 다른 사진 공모전들에 비해 압도적인 응모작 수(13,000장)를 기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어떤 사진 공모전보다 기간 대비 월등히 압도적인 수치로, 모두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
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응모된 모든 작품들을 플레이샷 2016 갤러리에 한 달간 전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
서의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플레이샷 2016 갤러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샷을 느끼고 소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플레이샷 콘테스트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플레이샷 갤러리는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과 플레이샷을 소통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었고, 콘테스트에 참가하지 못했던 관람객들에게 플레이샷 갤러리는 그들이 자연
스럽게 플레이샷에 대해 알아가며 다음 캠페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진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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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화를 선도하는 캐논의 새로운 사진 문화 프로젝트, 플레이샷 캠페인은 더욱 새로워진 아이디어로 2017년에도
계속 됩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CANON PLAYSHOT 2016 Attractive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CANON
PERIOD : 2016.07 - 2017.01
CAMPAIGN THEME : UNFRAME YOUR IDEA, PLAYSHOT
MEDIA : TVC,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플레이샷 캠페인은 현재 새롭게 진화된 플레이샷2017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캠페인은 캐논 본사에서 인정한 캠페인으로 중국에서도 플레이샷을 함께 진행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사진문화를 전파하는 캠페인으로 매년 조금씩
진화하며 확장될 예정입니다. 캠페인과 관련된 필름과 사이트 그리고 플레이샷 큐브는 매년 각종 광고제에서 최우
수상과 대상을 각각 수상하고 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hirty four

Chapter. 34
感观之谜
GALAXY NOTE 7

PROJECT : NOTE7 Launching Campaign / Global
CLIENT : Samsung
PERIOD : 2016. 07 ~ 201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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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NOTE7 films

感观之谜
GALAXY NOTE 7

홍채인식을 비롯, 4개의 독보적 USP를 가지고 있는 노트7의 프리런칭 캠페인. 전세계 어느곳보다 가장 치열한 전쟁
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노트7은 국내와는 달리 고급 기기로서의 위상이 매우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디지털 필름의 피로도가 훨씬 심한 국가이기에 기능별 단순 설명영상이 아닌, USP별로 고급감있고 위트있는
톤의 영상을 4편 제작, 티징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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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엣지 디자인 편
Film link : NOTE7 films

양면 곡선 그립감 편
Film link : NOTE7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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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홍채인식 편
Film link : NOTE7 films

방수방진 편
Film link : NOTE7 films

ADDICTIONARY : Chapter thirty three

Chapter. 33
속 시원하게
SPRITE!

PROJECT : SPRITE season Campaign & TVC / Local
CLIENT : Coca-cola
PERIOD : 2016. 06~ 2016. 09

ADDICTIONARY : Chapter thirty three

33

Film link : SPRITE TVCF

속 시원하게!
스프라이트

지난 3년간 스프라이트 샤워 캠페인을 진행하며, 물성적인 더위와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의 역할을 부여했던 스프라
이트 캠페인이 2016년 여름을 기점으로 멘탈이 열받는 상황에 시원한 돌직구가 될 수 있는 감성적 솔루션을 더한 캠
페인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에 디블렌트는 TV, Online, Offline이 모두 각기 다른 크리에이티브로 다양한
타겟들의 힛티드 포인트를 쿨하게 식혀주는 캠페인을 기획, 제작 및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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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SPRITE TVCF
섹시한 아이돌 설현은 매일 같이 전세계의 댄싱크루들과 다양한 춤을 연습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댄스를 만들어 내
기 위해, 휴가와 휴식도 반납하고 매번 본인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끝없는 반복 연습의 순간들은 몸보다도 마음이 더
지치는 일. 지친 설현은 음악을 멈추고 더이상 못하겠다고 어필하며, 앞에 놓여있던 스프라이트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시원한 수영장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상상속에 빠져들고 멘탈을 리프레쉬하는 경험을 했다는 스토리
의 TVC입니다.
글로벌 가이드를 모두 통과한 본 필름은 디지털은 물론 공중파용으로 제작되어 스프라이트의 새로운 이미지를 견인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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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오프 연계 캠페인으로는 가장 핫한 힙합퍼 도끼와 함께 ‘스프라이트 온 유’라는 송을 만들어 대규모 콘서트를 진
행, 타겟들의 이모셔널 힛티드 모먼트를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Film link : SPRITE ON YOU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SPRITE Branding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Coca-cola
PERIOD : 2016.06 - 2016.09
KEY STRATEGY : 피지컬 히티드 모먼트를 넘어 이모셔널 히티드 모먼트의 솔루션으로 포지셔닝
CAMPAIGN THEME : 속시원하게! 스프라이트
MEDIA : TVC, ONLINE, MOBILE, FACEBOOK, INSTAGRAM, YOUTUBE, PROMOTION
CONCLUSION : 현재 캠페인 진행중

ADDICTIONARY : Chapter thirty two

Chapter. 32
스킨케어부터 매력케어까지
남자는 다 한통속, 게리쏭 맨즈 원

PROJECT : 게리쏭 맨즈원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Claire’s Korea
PERIOD : 2016. 05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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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남자는 다 한통속 TVCF

스킨케어부터 매력케어까지
남자는 다 한통속, 게리쏭 맨즈 원

스킨, 로션, 에센스, 향수를 한 통에 담은 남성 올인원 화장품, 게리쏭 맨즈 원의 런칭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마유크림으로 유명했던 게리쏭에서 처음으로 남성 라인의 올인원 화장품이 등장하는 상황. 향수라는 맨즈 원의
차별적 요소를 상사, 여친, 썸녀, 친구 등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남성 타겟의 욕구와 결합하여, ‘스킨케어부터
매력케어까지, 남자는 다 한통속’이라는 캠페인 테마를 정하였습니다. 올인원이라는 물리적인 속성과 타겟의 감성적
인 속성을 담아 낸 중의적인 캠페인 테마 ‘남자는 다 한통속’을 통해 다른 올인원 제품과 차별되는 런칭 캠페인을 기
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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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남자는 다 한통속 TVCF

Dr. 게리쏭 인생역작, 그 탄생의 비밀이 밝혀지다!
게리쏭 맨즈 원 티징 캠페인

런칭에 앞서 제품의 탄생 과정을 담은 티징 영상을 제작하고 티징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세계적인
조향권위자 Dr. 게리쏭 박사가 등장하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향수를 만들려다 우연히 게리쏭 맨즈 원이라는 스킨케
어향수를 만들게 됐다는 흥미로운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올인원에 향수를 더한 것이 아니라 향수에 스킨케어를 더했
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제품에 호기심을 더하고, 차별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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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징 캠페인에서는 Organic Issue를 생성하고 타겟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Earned Medi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였습니다. 타겟과 매칭되는 페이스북 인기페이지에 자연스럽게 영상 콘텐츠를 게재하여 타겟 접점을 세밀화하고 자
발적 관심과 공유를 유도하였습니다.

치타, 윤하, 주니엘이 말하는 치명적 마성의 남자 이야기
게리쏭 맨즈 원 런칭 캠페인

런칭 캠페인에서는 치타, 윤하, 주니엘 3명의 셀럽을 활용하여 그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향
기만 남기고 떠나버린 마성의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품의 베네핏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으
며, 3명의 셀럽을 통한 시리즈 영상을 통해 이슈와 확산을 유도하였습니다.

Film link : 남자는 다 한통속 TVCF

ADDICTIONARY : Chapter thirty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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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기간 내 각각의 영상 조회수 500만뷰 돌파
174%의 효율을 달성하며 브랜드 인지도 향상

Film link : 남자는 다 한통속 TV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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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남자는 다 한통속 TVCF

최근 모바일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모바일의 트래픽이 PC를 앞서나가는 상황. 디블렌트는 한정된 예산 내 효과적
인 공략을 위해 모바일에 집중하는 미디어 전략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모비, 카울리 등 모바일 매체 활용과
더불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매체에서도 모바일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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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티징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Earned Media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캠페인 기간 동안 영상 조회수 500만 View를 돌파하였으며, 174%의 효율을 달성하며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했습
니다.

타겟이 직접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샘플링 프로모션 진행
캠페인 진행과 함께 브랜드 쿼리 1,227% 상승

카카오톡 선물하기, 페이스북 인기페이지,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 등 다양한 샘플링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게리쏭 맨즈 원을 확인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타겟 접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타겟
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로서, 평균 26분만에 정해진 물량이 모두 매진되면서 단시간에 효과적인 샘플링을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콘텐츠와 적절한 미디어 전략, 효과적인 샘플링 등을 통해 캠페인 종료 후 브랜드 쿼리가
1,227% 상승하면서 캠페인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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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페이스북 인기페이지,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 등 다양한 샘플링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게리쏭 맨즈 원을 확인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타겟 접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타겟
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로서, 평균 26분만에 정해진 물량이 모두 매진되면서 단시간에 효과적인 샘플링을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콘텐츠와 적절한 미디어 전략, 효과적인 샘플링 등을 통해 캠페인 종료 후 브랜드 쿼리가
1,227% 상승하면서 캠페인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GUERISSON MEN’s ONE Launching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CLAIRES KOREA
PERIOD : 2016.05 - 2016.06
KEY STRATEGY : 또 하나의 더 좋은 올인원이 아닌, 남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 온리원
CAMPAIGN THEME : 스킨케어부터 매력케어까지, 남자는 다 한통속
MEDIA : TVC, ONLINE, MOBILE, FACEBOOK, INSTAGRAM, YOUTUBE, KAKAO, OOH, PPL
CONCLUSION : 영상 500만 View를 달성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외부 채널을 통한 성공적인 샘플링
프로모션과 지속적인 ORGANIC ISSUE를 생성하여 캠페인 종료 후 브랜드 쿼리가 1,227% 증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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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1
딱좋은 그게바로 갤럭시 C
삼성 갤럭시 C Launching / 중국

PROJECT : Galaxy C Launching Campaign / Global
CLIENT : Samsung
PERIOD : 2016. 6~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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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GALAXY C TVCF

딱좋은 그게바로
갤럭시 C

삼성전자의 첫 번째 중국향 스마트폰, 갤럭시C.
넓은 연령층의 중국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만큼 런칭과 동시에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로컬 스마트폰들과 치열
한 경쟁 구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과하고 불필요한 기능들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기능들만을 골라서 담은 갤럭시C의 효율성과 가성비를 특장점으로
내세워 "딱 좋은, 그게 바로 갤럭시 C"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TVC 및 온오프 통합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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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GALAXY C TVCF
갤럭시C는 자유분방하면서도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영타겟들의 국민 휴대폰으로 빠르게 포지셔닝 하고자 원활
한 메시지 확산을 위해 온오프 통합 캠페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품 USP와 소비자 베네핏을 중심으로 1편의 TVC
와 총 5편의 엣지있는 피쳐 필름들을 제작하였으며, 특히 이번 갤럭시C의 피쳐 필름들은 디지털 캠페인답게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된 세로형 필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면 마치 소비자의 스마트폰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
는 일들처럼 위트있게 표현, 갤럭시 C의 특장점들을 보다 매력적으로 전달하고 자발적인 바이럴을 유도하고자 하였
습니다.

Site link : GALAXY C micr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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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Digital Film
Galaxy C Watermark 워터마크 편

Film link : GALAXY C
(※모바일에서 전체화면으로 재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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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Film
Galaxy C AliPay / 알리페이 편

Film link : GALAXY C
(※모바일에서 전체화면으로 재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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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Film
Galaxy C UHQA / UHQA 편

Film link : GALAXY C
(※모바일에서 전체화면으로 재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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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Film
Galaxy C Game / 게임 편

Film link : GALAXY C
(※모바일에서 전체화면으로 재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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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Digital Film
Galaxy C Watermark 워터마크 편

Film link : GALAXY C
(※모바일에서 전체화면으로 재생을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hirty

Chapter. 30
자꾸만 달리고 싶어질꺼야
카카오 프렌즈 런

PROJECT :Friends Run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Kakao friends
PERIOD : 2016. 4~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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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프렌즈런 TVCF

함께 달리는 즐거움
카카오 ‘프렌즈 런’

현재 모바일 게임의 트렌드가 ‘RPG’로 넘어오면서, 모바일 게임만이 줄 수 있던 ‘함께하는 재미’는 사라지고 게임 속
캐릭터와 아이템을 위한 ‘끝없는 반복 플레이’와 ‘자기만족’만이 남은 201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숙한 캐릭터와
플랫폼을 통해 친구끼리, 가족끼리 하트를 주고 받으며, 다시 ‘게임을 함께 즐기는 재미’를 전하기 위한 프렌즈런 런
칭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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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를 활용한 프렌즈런은 분명, ‘런게임(러닝 어드벤처)’입니다. 그리고 2016년 현
재, 앱 마켓 순위권에 남아있는 런 게임은 쿠키런과 윈드러너 둘 뿐, 새로운 IP와 컨텐츠로 수많은 게임들이 도전했지
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과연 어떤 캠페인을 통해, 앱마켓에서 사라져버린 런게임 장르인 프렌즈런을 성공적으로 런칭
시킬 수 있을까요?
디블렌트는 프렌즈런이 ‘매출 순위 59위(쿠키런), 119위(윈드러너) 게임과 경쟁하기 위한 또 하나의 런게임’이 아니
라, 친구끼리, 가족끼리 하트를 주고 받으며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국민 캐주얼 게임’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했습니다.
때문에, 런칭 슬로건부터 ‘탈출’, ‘질주’ 등 런게임 장르 특유의 카피를 사용하지 않고, 친구, 가족, 그리고 카카오프렌
즈와 함께하는 가치를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함께 달리는 즐거움, 프렌즈런’으로 설정하였고 사전 예약 기간 동안 타
겟들의 기대감을 이끌어 낼 카피로는 ‘함께 달릴 준비 되셨나요?’ 라는 카피를 설정하였습니다.

광고 매체 역시, CBT와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의 게임 전문 웹진을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브랜딩에 적합
한 매체들로 선정하였으며, 모든 크리에이티브 또한 게임 플레이 장면이 아닌, 다양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달리는
모습이 가장 강조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Film link : 프렌즈런 TV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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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H - 디지털포스터>

<OOH – 브랜드시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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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런 극장 광고는 2016년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캡틴아메리카:시빌워> 개봉일에 맞추어 전국 182개 스크린에
서 라이브 되었으며, 프렌즈런 스토리 영상(인트로 영상)과 TVC 편집본을 교차 집행하였습니다.

<Online – 네이버 타임보드>
사전 예약 기간에 집행된 네이버 타임보드의 경우, 클릭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 별 엔딩 컷을 제작하였
으며, 누적 사전 예약 100만 명을 돌파한 다음 날부터는 캠페인의 진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여 해당 메시지를 적용
한 엔딩컷을 집행하였습니다.
프렌즈런 런칭 캠페인은 카카오게임 사전 예약 역대 최고 기록인 111만 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런칭 기반을 만들어
내었으며, 런칭 이후 일주일만에 구글플레이 인기순위 1위, 매출순위 20위를 기록하며 진행 중입니다. (애플 앱스토
어 기준, 인기순위 1위 / 매출순위 5위)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넥스트플로어 프렌즈런 for Kakao 런칭 캠페인
AGENCY : D.BLENT Communications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NextFloor / 넥스트플로어
CAMPAIGN THEME : 함께 달리는 즐거움, 프렌즈런
MEDIA : TVC, CATV, DIGITAL, OOH, CGV
PERIOD : 2016. 04 ~ 2016. 08
KEYWORDS : 프렌즈런/넥스트플로어/모바일게임/카카오프렌즈/CATV/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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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9
달라서, 그래서
삼성 갤럭시 S7 런칭 캠페인 /

PROJECT : Galaxy S7 Launching Campaign / Global
CLIENT : Samsung
PERIOD : 2016. 01 ~ 201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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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삼성 갤럭시 S7 캠페인 필름

달라서, 그래서
삼성 갤럭시 S7 런칭 TVC & 캠페인 / 중국

한국에서와 달리 중국 시장에서의 갤럭시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타사 브랜드 스마트폰들이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 제품이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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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쓰는 제품을 똑같이 따라쓰는 것이 아닌, 남들과 다르고 싶다면 다른 제품과는 다른 S7/S7 Edge을 쓰라는 의
미의"달라서, 그래서"가 캠페인 테마로 정해졌습니다.

갤럭시S7/S7 Edge가 가진 남다른 점들과 소비자가 누리게 될 베네핏들을 wifi 환경이 발달되지 않은 중국 현지에서
도 부담없이 확인하고 각인될 수 있도록 7편의 짧고 매력적인 필름으로 실체화하여 타겟들의 공감을 강화하고자 하
였습니다.
1st Film
GalaxyS7_Stealth Case / 스텔스케이스편

Film link : 갤럭시 S7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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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Film
GalaxyS7_SD Card / SD카드편

Film link : 갤럭시 S7 FILM
3rd Film
GalaxyS7_Samsung Pay / 삼성페이편

Film link : 갤럭시 S7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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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Film
GalaxyS7_Edge / 엣지편

Film link : 갤럭시 S7 FILM

5th Film
GalaxyS7_Camera / 저조도카메라편

Film link : 갤럭시 S7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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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 Film
GalaxyS7_Camera / 퀵포커스편

Galaxy S7/S7 Edge의 중국 캠페인을 위한 iTVC 6편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On-air 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삼성전자 Galaxy S7/S7 Edge iTVC IN CHINA - Galaxy S7/S7 Edge iTVC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CLIENT : SAMSUNG / 삼성전자
CAMPAIGN THEME : 달라서, 그래서 Galaxy S7/S7 Edge
PERIOD : 20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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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8
언제 검색하니? 비추면 보이는데!
렛시비어 런칭 캠페인

PROJECT : Letsee beer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Letsee
PERIOD : 2015. 12 ~ 20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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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렛시비어 브랜드 필름

언제 검색하니? 비추면 보이는데!
Letsee BEER 런칭 캠페인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AR(증강현실). 디블렌트는 증강현실 앱 개발사와 업무협약을 통
해 사물과 지역 등의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은 물론, 동식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그대
로 디지털 세상안에 구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첫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로 전 세계 맥주를 검색하지 않고 비추기만 하면, 마셔본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Webized 기반의 AR 앱 ‘LetseeBEER’ 를 개발, 런칭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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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eeBEER’ 어트렉티브 캠페인은 세상에 처음으로 앱을 소개하는 런칭 뿐만 아니라 초반 사용자들의 데이터 확보
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겟의 점점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LetseeBEER’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맥주의 성지로 유명한 경리단길의 ‘우리슈퍼’를 베이스캠프로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전 세계 맥주 중, 국내에 수입되는 8000여 종의 맥주의 AR데이터들을 타겟들이 직접 입력항 수 있도록
‘세계 맥주의 성지’라 불리우는 경리단 길을 우리의 매장화, 어트랙티브 캠페인 진행

‘LetseeBEER’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재들을 활용한 포스터 및 브랜딩 쿨러, 쿠션, 네온사인 등을 통해 우리
의 타겟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우리슈퍼’ 내외부를 ‘LetseeBEER’로 브랜딩하며 ‘우리슈퍼’ 자체를 매체화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와이파이존 구축 및 제공을 통해 앱 다운로드 유도와 이벤트 참여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 장벽을 허물었습
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wenty eight

28

‘우리슈퍼’를 방문한 타겟들은 내부에 있는 브랜딩 쿨러를 통해 ‘LetseeBEER’를 처음 접하게 되며 ‘LetseeBEER’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에 접속을 통해 자동으로 캠페인 페이지가 스마트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를 본 타겟들은 앱 다
운로드 및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LetseeBEER 기프트 박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타겟들은 ‘LetseeBEER’의 사용자로 전환 되게 됩니다.

참여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웹아이즈드 AR기술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타겟을 매체화 할 수 있도록 온,오프가 연계된 어트렉티브 캠페인 전개

이와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우리슈퍼’를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다운받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모션
외에 ‘LetseeBEER’ 페이스북을 통한 컨텐츠 노출 및 이벤트를 진행하며 ‘우리슈퍼’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
로운 타겟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단순히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직접 ‘LetseeBEER’를 사용하는 모습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 올림으로서 타겟 스스로가 매체가 되
었으며, 이는 오프라인에서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타겟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PROJECT : LetseeBEER IMC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Letsee
PERIOD : 2015.11 ~ 2015.12
ISSUE : 세상에 없던 놀라운 앱을 확산시켜라
KEY STRATEGY : 비추기만 해도 보인다는 앱의 특징을 직접 경험하고 타겟을 매체화 할 수 있도록 유도.
CAMPAIGN THEME : KEEP CALM AND SEE BEER
MEDIA : OFFLINE, ONLINE, OOH
CONCLUSION : 캠페인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맥주에 관심이 많은 타겟 약 140만 명에게 캠페인 노출 및
참여 유도를 통해 성공적인 앱 소프트 런칭 및 로열티 높은 초기 사용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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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6
UNFRAME YOUR IDEA
캐논 플레이샷 2015

PROJECT : CANON BRAND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CANON
PERIOD : 2015. 09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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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link : 캐논 플레이샷 2015_디블렌트

UNFRAME YOUR IDEA
세상에 없던 창의적 사진 공모전 '플레이샷 콘테스트'

카메라 시장의 1위 브랜드 캐논의 시장 확대를 위한 브랜드 캠페인. 플레이샷 캠페인이, 작년에 이어 더욱 업그레이
드 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록이나 인증만을 위한 똑같은 사진에서 벗어나 색다르고 창의적인 사진을 찍고 즐기
며, 그 속에 자신만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시작된-새로운 사진 문화를 위한 캐논의 컬쳐 프로젝트
‘PLAYSHOT' 2015년에는 UNFRAME YOUR IDEA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콘테스트가 펼쳐졌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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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의 영상은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 제작되었습니다. 작년 TVC 는 플레이샷 캠페인의 의미
를 전달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형식의 필름이었다면, 플레이샷 2015의 메인 필름은 설명적이기보다 플레이샷을 촬영
하는 신나고 역동적이고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보는이로 하여금 플레이샷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Film link : 캐논 플레이샷 TVC_디블렌트

플레이샷을 즐기는 타겟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기 위해
총 17개의 씬을 50시간에 걸쳐 활영

플레이샷 캠페인의 아이콘은 네가지 미션이 담긴 플레이
샷 큐브 입니다. 플레이샷 큐브는 평면적인 인증샷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담은 입체적 사진을 찍자는 의미를 담
아 정육면체 모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플레이샷 2014
에서는 미니미, 보케, 컬러파우더, 비눗방울 등 총 4가지
촬영 보조 아이템을 담아 사방으로 펼쳐지는 큐브를 제
작하였으며 총 7,000개를 제작하였으나, 85,000의 타겟

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0개의 큐브를 추가로 제작하기
도 하였습니다. 플레이샷 2015의 큐브는 각각의 미션을
담은 사단 서랍형 형태로 진화하였습니다. 2015의 큐브
또한 캠페인 런칭 시점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량으로 제
작 되었으나, 너무나 많은 응모자들로 인해 추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큐브는 캠페인 종료 후에도 타겟들의
책상에 남아 오가닉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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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캐논 플레이샷 TVC_디블렌트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플레이샷 큐브의 오픈 영상 입니다. 플레이샷 큐브를 열었을 때 펼쳐지는 4개의 서랍은 4가
지 미션을 상징하며, 각 서랍마다 플레이샷 미션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큐브 오픈 영상은 큐
브를 오픈하여 구성품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함과 동시에 플레이샷의 미션과 레퍼런스, 응모방법, 리워드 등을 친절하
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어, 사이트 내 컨텐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종, 나이, 자격 불문. 심사기준은 오직 창의력 뿐인 세상에 없던 사진 공모전을 통해
마켓쉐어 1위의 자신감을 담은 브랜드 캠페인을 완성

참여자들의 창의력을 담은 사진의 미션은 플에이샷
2014와 마찬가지로 총 4개의 미션으로 구성되었습니
다. 플레이샷 2015의 미션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두
가지의 아이템 미션(SMALL WORLD, MIRROR)과
함께 아이템에 구속되지 않고 보다 폭 넓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한 추상 미션(GRAVITY,TIME)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세상에 없던 사진 공모전이라는 타이틀

에 걸맞게 이 미션들을 촬영하는 기기의 제한은 없도
록 캠페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캐논 브랜드의 DSLR
로만 응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브랜드의 전기종
은 물론 핸드폰 카메라로도 응모가 가능하게 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렌즈교환식 카
메라의 작품들과 폰카메라의 작품들의 퀄리티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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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 진정한 즐거움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 불문, 자격 불문, 기종
불문의 조건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웹과 모바일에서도 쉽게 응모가 가능합니다.
Site link : www.playshot201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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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나이, 자격 불문. 심사기준은 오직 창의력 뿐인 세상에 없던 사진 공모전을 통해
마켓쉐어 1위의 자신감을 담은 브랜드 캠페인을 완성
본캠페인이 시작되기 한달전 1600명의 대학생들과 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전공모전인 ‘플레이샷 얼리라
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얼리라운드를 진행한 목적은
캠페인 골을 브랜드의 메시지로 일방향적으로 전달하
기 보다는 타겟들의 작품과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얼리라운드를 1달여간 진행하며
총 3000장이 넘는 고퀄리티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응

모 받을 수 있었으며, 이 사진들은 캠페인 사이트의 인
트로는 물론, 캐논의 각종 광고물로 사용되고 있습니
다. 얼리라운드 수상자들에게는 다른 환경에서 창의적
사진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플레이샷 트립은 물론, 창
작활동지원금이 제공되게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 캐
논의 전문장비를 빌려쓸 수 있는 아이디도 발급되게
됩니다.

10월 초, 캠페인 오픈 이후 현재까지 미션별로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놀라운 작품들이 연이어 응모되고 있습니
다. (2015 플레이샷 콘테스트는 2015년 11월 15일 자정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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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샷을 찍고 즐기는 것을 넘어
스스로 공유하게 하다 - 타겟 매체화
플레이샷 캠페인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참여자가 단순히 한번의 공모전을 위한 사진을 찍
게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 사진활동이 생활화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4개의 새로운 미션으로 10년
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이 매네페스토가 타겟들에게 영상과 기사 그리고 설명회 등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결국 참여
한 타겟들 중 약 35%가 본인의 작품은 물론 디테일한 플레이샷의 소개 등을 본인들의 SNS에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해 주었으며, 별도의 매체비용의 지급 없이 한달간 약 1,700여개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오가닉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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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플레이샷 콘테스트는 올해 말, 또 한 번의 크리에이티브한 시상식
과 전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디블렌트 공식 사이트(www.dbl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JECT : CANON PLAYSHOT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CANON
PERIOD : 2015. 09 - 2015. 12
KEY STRATEGY : 새로운 사진문화를 만들어가는 캐논의 컬쳐 프로젝트 : 플레이샷 2015 컨테스트
CAMPAIGN THEME : UNFRAME YOUR IDEA. PLAYSHOT
MEDIA : TVC, ONLINE, OOH, SNS, YOUTUBE
CONCLUSION : 플레이샷 캠페인은 현재 진행중이며, 2024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캠페인은 캐논 본
사에서 인정한 캠페인으로 중국에서도 플레이샷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사진문화를 전파하는 캠페인으로 매년 조금씩 진화하며 확장될 예정입니다. 캠페인과 관련된
필름과 사이트 그리고 플레이샷 큐브는 매년 각종 광고제에서 최우수상과 대상을 각각 수상하고 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wenty five

Chapter. 23
모바일 화면 속에 갇힌 게임 광고를 세상 밖으로 꺼내다
운명의 파트너를 꺼내라 - 데스티니 차일드

PROJECT : DESTINY CHILD Launching Campaign
CLIENT : Next floor
PERIOD : 2015. 10 ~ 20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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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플로어 ‘데스티니 차일드’ 어트랙티브 캠페인

1세대 국민게임 드래곤 플라이트를 만든 김민규 대표의 넥스트플로어와 한국을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김형태 대
표의 시프트업이 만나 탄생한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의 런칭 캠페인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 미디어를 가득 채운 게임 광고들은 모두 모바일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브라운관으로 옮겨 담
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크리에이티브와 모델 전략으로는 타겟들에게 브랜드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었고, 결국 광고가 끝난 후에도 어떤 게임(브랜드)에 대한 광고였는지를 기억하지 힘든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디블렌트는 <데스티니 차일드>의 세계관과 스토리에서 출발하여 ‘운명의 파트너를 꺼내라’라는 캠페인 테마를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모바일 화면 속에 갇힌 게임 광고를 세상 밖으로 꺼내고, 마침내 타겟들이 게임과 공존하게 되
는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wenty five

25

Film link : 운명의 파트너를 만나다 _ 만남 편(티져)
캠페인 필름은 타겟(유저)이 운명의 파트너(게임 속 캐릭터)를 만나고, 갈등하고, 세상 밖으로 꺼내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과정을 표현하였으며, 티징 1편, 2편, 본 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수를 위한 매니아 게임에서 벗어나, 뉴커머 확대를 목표로 하다
게임화면이 아닌 게임의 본질을 담아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티징 2편과 본편 1편, 총 3편의 TVC 제작

Film link : 운명의 파트너를 만나다 _ 갈등 편(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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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운명의 파트너를 만나다 _ 꺼내다 편(본편)

소비자들은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단지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했는지를 기억할 뿐이다 - D.BLENT
뉴커머들에게 게임 속 캐릭터들을 만나고 직접 폰 밖 세상으로 꺼내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버스터 급 어트랙
션을 제작 중입니다. 서울 주요 핫스팟에서는 타겟(유저)이 운명의 파트너(게임 속 캐릭터)와 실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게임 속 스토리처럼 계약을 통해 그들을 세상으로 꺼낼 수 있는 어트랙션인 ‘데스티니 포탈’을 운영할 계획입
니다. (2015년 12월, 가로수길, 홍대, 강남역, 이태원 등 서울 주요 핫스팟에서 4주간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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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이 어트랙션에서의 계약을 통해 캐릭터와 게임 아이템을 담은 캐릭터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캐릭
터 카드는 ‘데스티니 포탈 라이프 앱(가칭)’의 AR 스캔을 통해 해당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증강현실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캠페인 기간 동안 다양한 타겟 접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컨텐츠로 게임 속 캐릭터를 꺼내어 타겟들과 공
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코어 타겟층인 대학생 접점을 공략하기 위해, ‘대학내일’의 표지 광고를 집행합니다. 대학생들의 아이
콘인 대학내일 표지 모델로 데스티니 차일드의 캐릭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경기 주요 20개 대학교를 선정,
해당 학교에 맞춘 카피를 적용한 캐릭터 포스터를 부착합니다. (20개교 / 4,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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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지 ‘맥심’에서는 캐릭터와 캠페인 메시지를 활용한 기획 컨텐츠를 집행하고, 북마크 형태의 택 광고를 함께 집행
하여 효과적인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호 적용 예정)

2016년 1월에는 아주 특별한 모바일 앱, ‘데스티니 포탈 라이프 앱(가칭)’을 출시합니다. 마침내 타겟들은 이 앱을 통
해 자신이 선택한 운명의 파트너(게임 속 캐릭터)와 모든 일상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모닝콜을 해주기도 하고, 사용자의 스케줄을 관리해주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라이프 스
타일 기능은 물론이고 하루에 2~3번 푸시 메시지를 통해 캐릭터의 속마음과 게임 스토리 속 비밀을 살짝 이야기 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어디를 가든 그곳을 기억하며 해당 장소에 대해 말을 걸어오기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나 캐릭터와 공존하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2016년 1월 출시 예정.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 무료)

모바일 게임과 현실의 벽을 허물다
모바일 게임의 혁명이자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모바일 화면 속에 갇힌 게임 광고와 캐릭터들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꺼내고 타겟들과 공존하게 하는 디블렌트의 <데
스트니 차일드> 런칭 캠페인은 2015년 12월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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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DESTINY CHILD Launching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NEXT FLOOR
PERIOD : 2015 10 - 2016 02
KEY STRATEGY : 모바일게임과 현실의 벽을 허문,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매니악한 게임을 넘어
타겟을 확장
CAMPAIGN THEME : 운명의 파트너를 꺼내라 - 데스티니 차일드
MEDIA : TVC, ONLINE, MOBILE, NEWMEDIA, OOH

ADDICTIONARY : Chapter twenty three

Chapter. 23
킬링타임 무비? 스트레스 킬링 무비!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PROJECT : KINGSMAN IMC Campaign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5. 01 ~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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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MAN : THE SECRET SERVICE / IMC
매튜 본 감독의 세상에 없던 새로운 스파이 영화 ‘킹스맨 : 시크릿 에이전트(원제 : 킹스맨 : 시크릿 서비스)’.
단순한 스파이를 넘어, 인류를 위협하는 리더들과 악당들로 부터 세상을 구하는 통쾌한 액션 히어로 스파이의 등장
을 알리기 위해, 타겟들과 공감할 수 있는 5편의 바이럴 필름들을 필두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Film link : 킹스맨 바이럴 필름_디블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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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킹스맨 바이럴 필름_디블렌트
땅콩회항, 라면상무를 시작으로 식당에서의 갑질 남, 지
하주차장에서의 갑질 모녀 등 대기업 임원을 넘어 일반
인들의 갑질 문제가 매일 뉴스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
는 불편한 요즘, '통쾌하고 시원한 응징'을 컨셉으로 바이
럴 필름을 제작하였습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주인공 ‘에그시’
가 킹스맨의 일원이 되어, 본인들만 빼고 나머지 인류는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절대권력들을 통쾌한 액션으로 응
징하고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영화 <킹스맨 : 시크릿
에이전트>.

각국의 대통령, 대기업 대표, 임원들과 함께, 인류의 수를
줄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는 악당 ‘발렌타인’ 그리
고 이에 맞서는 영국의 특수기관 ‘킹스맨’ 여기까지는 일
반적인 스파이 무비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개봉 일정이 미루어져 매튜본 감독은 수많은 예
고편과 클립들을 만들어 주었고, 영화에 대한 자세한 내
용과 액션 스케일은 본사 자료들을 통해 온전히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킹스맨의 주인공 ‘에그시’는 태어날 때부터 엘리
트인 우리에게 익숙한 '엄친아' 스파이가 아니라, 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 중도 하차, 동네 패싸움을 일삼고 직장
은 가져본 적도 없는 별볼일 없는 루저였다는 것이 독특
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잘 만들어진 스파이 액션영화를 넘어, 가장 통쾌
한 액션영화로 '킹스맨을 포지셔닝 하고자 했습니다. 이
에 불편한 사회적 이슈를 풍자한 5편의 바이럴 필름들을
예고편과 함께 운영하여 국내 타겟들과 공감대를 형성하
였습니다.

Film link : 킹스맨 바이럴 필름_디블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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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킹스맨 바이럴 필름_디블렌트
비행기 갑질 남 응징편, 식당 진상 남 응징편, 주차장 갑질 부자 응징 편등 총 3개 주제의 5개 바이럴 필름이 그 목적
을 숨긴채 SNS페이지들을 통해 바이럴 되었고, 디스패치를 포함한 13개 언론이 이를 뉴스 기사화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불편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논란,
의문의 매너남(여)이 갑질을 시원하게 응징하는 바이럴 필름 제작, 2일만에 500만 뷰 기록 총 1억 2천만뷰기록

이 영상들은 릴리즈 직후, 단 이틀만에 조회수 500만 이상(organic view)을 기록하였고, 이틀 후 네이버와 디스패치
를 통해 킹스맨의 바이럴 필름이었음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킹스맨이 빠르게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바이럴 캠페인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고 영상은 총 1억 2천만뷰의 대기록을 달성하였습니
다. 이후 TVC, 온라인 등을 통해 예고편과 특별 제작한 시보영상 등을 라이브 하여 집중된 이목이 온전히 영화를 향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운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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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KINGSMAN : THE SECRET SERVICE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5 01 26 - 2015 02 10
ISSUE : 400만이상의 블록버스터 영화로 포지셔닝
KEY STRATEGY :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영화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타겟과 공감대 형성
CAMPAIGN THEME : Manners Maketh Man
MEDIA : ONLINE, OOH
CONCLUSION : 총 5개의 바이럴 필름을 제작, 라이브 2일 만에 500만뷰, 총 1억 2천만뷰 기록

ADDICTIONARY : Chapter twenty two

Chapter. 21
NIKE PREMIUM STORE ‘HOOP SOUL’
Digital Signage, Brand Film & In-Store VMD

PROJECT : NIKE HOOP CITY PROJECT / Local
CLIENT : NIKE
PERIOD : 2015. 02 ~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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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나이키 TVC_디블렌트

NIKE PREMIUM STORE ‘HOOP SOUL’
Digital Signage, Brand Film & In-Store VMD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나이키 프리미엄 스토어 ‘훕 소울’의 리뉴얼 오픈을 위해
매장 내 디지털 사이니지와 VMD, 온 오프에서 라이브 되는 브랜드 필름을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wenty one

Chapter. 20
READY. SET. GO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

PROJECT : AMERICAN TOURISTER TVC
CLIENT : SAMSONITE
PERIOD : 2015. 01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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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TVC

SAMSONITE : AMERACAN TOURISTER / TVC
여행을 생각하면 누구나 설렘니다. 하지만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쉽고 즐거울 수 있도록 아메리칸투어리스터가 함께한다는 주제로 TVC를 제작하였습니다.

Film link :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MAKING

ADDICTIONARY : Chapter nineteen

Chapter. 19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 III
EXODUS ARENA : 360 degree CIRCURAMA

PROJECT : 엑소더스 영화 Launching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FOX
PERIOD : 2014. 11.26. ~ 201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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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엑소더스 아레나 캠페인 필름

EXODUS : Gods and Kings / ATTRACTION
스스로 신이 된 왕 람세스와 신을 따르는 지도자 모세스,
권력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의 피할 수 없는 대립을 체험하게 하기위해 거대한 원형극장을 제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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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엑소더스 : 신들과 왕들>은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영화로 신화적 스케일과 서
사적 스토리 모두를 갖춘 대작입니다.

지름 10미터, 높이 2.5미터, 스크린길이 21미터 규모의 초대형 원형극장(엑소더스 아래나)를 제작/운영
신화적 스케일과 서사적 스토리 모두를 체험하게 하다

스케일과 스토리의 직, 간접적인 체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강남역 M-STAGE에 지름 10M, 높이 5.2M,
스크린 길이 21M 규모의 뉴미디어 어트랙션(ATTRACTION)을 제작하였으며, 같은 크리에이티브로 극장, 삼성역
미디어 터널등의 대형 OOH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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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엑소더스 아레나 캠페인 필름
이 세계 유일의 엑소더스 원형극장에서는 3개의 초대형 스크린을 장면에 따라 메인, 서브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장면
의 몰입감을 극대화 하였고, 영화의 주요 카피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특별한 씬을 구성할
때에는 3개의 스크린이 하나처럼 움직여 영화의 스케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엑소더스 원형극장은 11월 24일 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약 2.5만여명이 방문하였고, 목표관객수 초과달성을 기록
하였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디블렌트에 의해 1기가 추가로 제작되어, 일본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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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EXODUS : GODS AND KINGS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20th FOX
PERIOD : 2014 11 26 - 2014 12 03
KEY STRATEGY :‘스스로 신이 된 왕’과 ‘신을 섬기는 지도자’ 그들의 피할 수 없는 격돌을 그린 블록버스터 판타지
MEDIA :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 FACEBOOK, YOUTUBE
CONCLUSION : 2.5만명의 직접 참여 유도를 통한 로열티 높은 타겟 확보 / 목표 관객수 초과 달성 기록

ADDICTIONARY : Chapter eighteen

Chapter. 18
사진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다
CANON PLAYSHOT Campaign

PROJECT : CANON IMC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CANON
PERIOD : 2014. 09 ~ 2015. 01 /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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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캐논_매니페스토영상_장진편

CANON ‘PLAYSHOT’ / ATTRACTIVE Campaign
우리는 새로운 사진 문화를 위한 캐논의 캠페인을 시작하며, 인증샷과의 확실한 선긋기를 선언했습니다. 보던 사진 말고 볼
만한 사진, 심심한 사진 말고 신선한 사진, 똑같은 사진 말고 똑똑한 사진⋯⋯. 이와 같은 사진들을 기존의 인증샷과는 차별
화된 ‘플레이샷’이라 명명하면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의 잠재력이 한 장의 사진에 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한 사진 콘테
스트 형식의 캠페인을 기획•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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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link : www.playshot2014.com

자격불문, 기종불문, 기술불문 그리고 오직 사진이 돋보이기 위한 사이트 디자인
온전히 사진이 주인공이 되는 플레이샷 캠페인
단순한 기록이나 인증만을 위한 똑 같은 사진에서 벗어나 색다르고 창의적인 사진을 찍고 즐기며, 그 속에 자신만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진 문화 정착을 위한 이번 플레이샷 캠페인은, 그 취지만큼이나 유래 없던 특별한 요건
들이 존재합니다. 콘테스트 메인 채널인 플레이샷의 사이트(www.playshot2014.com)는 사이트 전반에 플래쉬를 활
용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사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되었으며, 모바일에서도 쉽게 응모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점은 물론, 카메라 또
한 어떤 제조사의 어떤 기종이라도 상관없이, 찍는 이의 감성과 아이디어가 담긴 사진이라면 얼마든지 응모가 가능하
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브랜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공모전뿐이었던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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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RAME YOUR IDEA’
플레이샷 큐브와 함께 펼쳐지는 네가지 미션과 수만가지 아이디어

누군가의 잠재된 창의력을 자극하고 이끌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진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는 이
번 캠페인에서 적극적인 행동 유발을 위한 몇몇의 특별한 장치들을 마련했고, 네 가지의 미션 아이템이 담긴 ‘플레이
샷 큐브’가 바로 그 대표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얕은 심도에서 맺히는 빛 망울을 특정한 모양으로 찍을 수 있
는 보케필터, 다양한 크기와 움직임을 가진 무지개 빛 비누방울, 나만의 작은 세상 속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는 미니
미, 폭발하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무독성 컬러파우더까지. 플레이샷 큐브가 펼쳐지는 순간부터 아
이디어 넘치는 즐거운 사진들을 찍고 싶게 만드는 미션 아이템들을 구성하여 인증샷과는 다른 플레이샷이 어떠한 것
인지 스스로 깨닫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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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캐논_매니페스토영상_장진편

영화감독, 패션디자이너, 건축가, 사진작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다른 생각이 담긴 4편의 팁 동영상 제작
또한 플레이샷 심사위원 중 영화감독 장진, 디자이너 최범석, 사진작가 홍장현, 건축가 오기사가 각각의 미션 아이템
을 활용하여 플레이샷을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팁 동영상 4편을 제작하여, 캠페인에 대한 학습과 가이드 제공 및 컨
텐츠 확산을 통한 캠페인 간접 체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4개의 영상 중 캠페인 매니페스토 역할을 한 ‘장진편’은 3일만에 조회수 100만, TVCF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Film link : 캐논_팁동영상_최범석편_디블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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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캐논_팁동영상_오기사편_디블렌트

플레이샷이란?
보던 사진 말고 볼만한 사진,심심한 사진말고 신선한 사진, 똑같은 사진말고 똑똑한 사진

영화감독 장진 편에서는 플레이샷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디자이너 최범석 편에서는 컬러파우더를 활용한 플레이샷
을, 건축가 오기사 편에서는 야경 촬영 시 보케필터를 활용한 플레이샷을, 사진작가 홍장현 편에서는 비눗방울을 활
용한 플레이샷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4편의 팁 동영상들은 TV, 극장, 온라인등을 통해 라이브되었고,
TVCF 크리에이티브 차트 부문에서 훌륭한 평가들과 함께 1위와 4위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Film link : 캐논_팁동영상_홍장현편_디블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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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장의 플레이샷, 플레이샷 그라운드에 모두 펼쳐지다

플레이샷 캠페인은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기간대비 기존의 사진 공모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응모작
수를 기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응모된 모든 작품들을 한 장도 빠짐없이 ‘2014
플레이샷 갤러리’에 한 달간 전시하였고, 온라인에서의 캠페인 활동을 오프라인 전시회로 확장하여 소통을 꾀했다는
점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샷 콘테스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는 특별한 자리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음 캠페인에 대한 학습과 기대감을 높이는 새로운
사진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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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CANON PLAYSHOT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CANON
PERIOD : 2014. 09. 29. - 2015. 01. 18.
KEY STRATEGY : 새로운 사진문화를 만들어가는 캐논의 컬쳐 프로젝트 #1 : 플레이샷 컨테스트
CAMPAIGN THEME : CREATE. PLAYSHOT
MEDIA : ONLINE, OOH, SNS, YOUTUBE, TVC
CONCLUSION : 캠페인 기간동안 총 50만명이 웹, 모바일을 통해 캠페인 사이트를 방문하였고, 총 24만명이 캠페
인에 직접 참여하여 수만장의 사진을 응모하고 투표하고 또 서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각분야 6명 심사위
원들과 함께 인증샷을 넘어 나만의 크리에이티브한 플레이샷을 찍는 문화를 만드는 첫발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며,
이의 성공적 런칭에 힘입어 앞으로 10년간 플레이샷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플레이샷 캠페인을
시작으로 디블렌트는 캐논과 함께 새로운 사진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ADDICTIONARY : Chapter seventeen

Chapter. 17
유행을 따라야 한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허세없는 개념커피, 맥스웰하우스

PROJECT : MAXWELL HOUSE IMC Campaign / Local
CLIENT : 동서식품
PERIOD : 2014. 08 ~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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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맥스웰하우스_어트랙션_디블렌트

맥스웰하우스 / ATTRACTIVE Campaign
대한민국 최초의 캔커피 맥스웰하우스, 하지만 긴시간 함께했던 멋진 브랜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프랜차이즈 커피가 트렌드가 된 세상에서 캔커피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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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캠페
인은 오직 캔커피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
니다. 이를 통해 커피 전문점 브랜
드들을 따라 하는 수많은 브랜드
중 하나의 브랜드가 아닌, 캔커피
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캔커
피 카테고리의 상징적 브랜드’이자
‘RTD 커피 카테고리의 차별적 브
랜드’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높이 3m, 거대한 문 형태의 뉴 미디어 어트랙션에서는 유세윤과 장기하가 들
어오라며 손짓하고 말을 걸어옵니다. 참여자가 다가가 화면을 터치하면, 유
세윤이 문을 열어주며 게스트하우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참여자는 방
명록을 작성한 후 두 호스트를 따라가 두 가지 맛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고, 유세윤과 장기하는 참여자가 선택한 맥스웰하우스 캔커피를 던
져줍니다. 참여자는 화면을 터치하여 호스트가 던져 준 캔커피를 받을 수 있
고, 그 순간 실제로 어트랙션 하단부에 위치한 토출구에서는 참여자가 선택
한 제품이 샘플링됩니다. 제품을 받아들면, 유세윤과 장기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촬영된 사진은 맥스웰하우스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한 타겟이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가상 게스트하우스 - 초대형 LCD를 사용한 뉴미디어, 인터렉티브 어트랙션
영등포, 홍대, 잠실, 자라섬페스티벌 4개 지역에서 9일간 140,000명 참여

FILM link : 맥스웰하우스_어트랙션_디블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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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역 표시

[맥스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캠페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만을 결합한 통합 캠페인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특
히, 타겟들이 브랜드와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게끔 하는 어트랙티브 캠페인인 만큼, 뉴 미디어 어트랙션을 활용
한 오프라인 타겟 접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맥스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캠페인은 그들이 즐겨 찾는 서울
시내 잇 플레이스 3곳과 함께 트랜디한 타겟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까지, 총 4개의 베뉴에서 9일간
진행되며 약 14만 명의 타겟들에게 직접 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장기하 유세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제품도 맛볼 수 있는 뉴 미디어 어트랙션과 함께 개념 커피 맥스웰하우스가 만들
어가는 개념 문화 콜라보레이션으로써 기획된 ‘개념 콘서트’도 진행하였습니다.
개념 커피 맥스웰하우스가 만들어가는 개념 문화 콜라보레이션으로 기획된 ‘개념 콘서트’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을 음
악으로 표현하는 거리의 버스커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지에프엠, 여자둘피리피그, 소풍 등 많은 인디 밴드들이 참여
하여 타겟들과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개념 콘서트’를 만들어 내었으며, 특히, ‘교대역 촛불 하나’로 유명한 외국인 버
스커 ‘Aancod’의 ‘롯데월드 개념콘서트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큰 이슈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홍대에서 운영된 ‘개념 콘서트’에서는 ‘장기하와 얼굴들’이 깜짝 출연하여 홍대 앞 일대를 마비시킬 정도로 뜨
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이 소식은 포털 메인 기사로 게재되어 더 많은 캠페인 간접 체험자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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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맥스웰하우스 게스트하우스어트렉티브 캠페인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동서식품
PERIOD : 2014 08 - 2014 10
KEY STRATEGY :’허세없는 개념커피 맥스웰하우스’
MEDIA :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 FACEBOOK, YOUTUBE
CONCLUSION : 140,000명의 직접 참여자를 기록하였으며, 참여 타겟을 매체화 하였습니다. / 캠페인 기간 동안
맥스웰하우스 캔커피 전제품 매진 기록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sixteen

Chapter. 16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 II
혹성탈출 : 전쟁의 서막, 당신은 그들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PROJECT : 혹성탈출 IMC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4. 07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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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혹성탈출_미디어파사드_디블렌트

혹성탈출 : 전쟁의 서막 / ATTRACTIVE Campaign
서울의 유명한 랜드마크가 놀라운 뉴미디어 어트랙션으로 바뀌는 어트랙티브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디어파사드에 인터렉티브와 도보 공간 및 사운드 연출을 더해 마치 영화속에 들어온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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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Brand New Landmark, 동대문디자인플라

미디어 파사드에 더해진 사운드 효과와 그래픽 노블로

자(DDP)가 놀라운 디지털 뉴미디어 어트랙션으로 바뀌

구현된 아트워크는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경

는 어트랙티브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험을 제공했습니다. 영화 혹성탈출이 지닌 내러티브처

불시착 우주선, DDP의 감춰진 비밀이 열리듯 웅장한 사
운드와 함께 닫혀진 외벽이 열리며 DDP 개관 이래 최초

럼, 마치 유인원들에게 점령당해 포위된 인류가 된 듯한
착각이 들만큼, 그 현장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졌습니다.좌우 폭 50M, 높이

국내 영화 마케팅 사상 최초, 최대 규모로 펼쳐진 [혹성

8M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는 총 10분간의 러닝타임을 가

탈출:반격의 서막] 미디어 파사드는 DDP 현장에 있는

지며 그 스케일면에서 먼저, 현장 및 주위 유동인구의 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반격의 서막을 알리며 기대

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진화한 유인원 VS 멸종 위기의 인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2014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동대문 어울림 광장에서 펼쳐진 혹성탈출 미디어 파사드는 10일간, 약 25만 명
에게 현장 노출되었고 그 중, 약 2만 명이 자신의 SNS를 통해 Organic Viral Sneezer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시 50
여만 명에게 Organic View를 만들며 SNS를 통한 2차, 3차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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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 비해 유인원은 더욱 진화되었고 인류는 급기야

영화 속 유인원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자비한 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된 유인원과 멸

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을

종 위기에 몰린 인간 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받다 오히려 진화되었습니다. 진화된 유인원은 오직 자

됩니다.‘유인원 VS 인간의 대립각, 이것은 이번 [혹성탈

신과 가족 그리고 동족의 생존을 위해 그들만의 영역을

출 : 반격의 서막] 이야기 구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만들고 지켜 나가며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반면

[혹성탈출 : 반격의 서막]은 전편의 흥행을 당연히 뛰어
넘어야 했습니다. 헐리우드 대표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뛰어난 영상미와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거대한 스케일

에 인류는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급기야 멸종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이기심이
만든 유인원과의 공존이 아닌 전쟁을 선택합니다.

을 지녔다는 사실은 흥행 기록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됐지

유인원 VS 인간. 그 대립의 시작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만, 충분 조건까지는 될 수 없었습니다.

비롯됩니다. 그래서 [혹성탈출:반격의 서막]의 대립구도

충분 조건의 전제는 타겟 외연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선, 기존 혹성탈출의 팬을 넘어 혹성탈출을 잘 모르는

는 그 흔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선 VS 악’의 대립구
도와 차별화됩니다.

New Comer들에게 어필해야 했고 그들의 관심과 공감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유인원의 상황도, 자신들의 잘못

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티저 포스터 속 유인원은

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생존해야만 하는 인간의 입

강렬하나 공포스러운 이미지만을 심어줄 수도 있었습니

장도 모두 이해되긴 하지만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바

다. 흥행을 위한 주요 잠재 관객인 2030 여성에게 자칫

로 그 지점이 잠재 고객과 이 영화가 만나는 공감의 모멘

혐호감을 주어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텀이라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Film link : 혹성탈출_인터렉티브포스터_디블렌트

우리는 이를 잠재 타겟에게 효과적으로 보여 줘야 했고 그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보여지던 포스터에 오직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특별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새끼 유인원을 보호하듯 안고 있는 주인공 시저의 모습
과 함께, [월등한 신체조건/인간보다 높은 지능. 그들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공존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없다] 중, 양자택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터렉티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타겟 유동인구가 많고 잠시나마 메시지에 시선을 주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강남역과 명동역 지하
에스컬레이터 벽면과 기둥에 인터렉티브 포스터를 설치
하고 멈춰서서 포스터에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투표한 결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투
표한 결과도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만들어 흥미와 공감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만들어 흥미와 공감의 깊이
를 더했습니다.
이는 인터렉티브 포스터 현장뿐 아니라, 혹성탈출 홈페
이지를 통해서도 투표하도록 유도해 모든 데이터가 홈페
이지 및 인터렉티브 포스터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및 현장을 모두 합쳐 약 7만여명이 투표
에 참여하였고 때마침 6.27 지방선거 시즌과 맞물려 다
수의 언론에서 흥미롭게 기사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 한가지. 혹성탈
출 인터렉티브 포스터의 투표 아이디어가 지방선거 시즌
과 맞물린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기획된 결과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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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티브 포스터로 잠재 타겟들과의 공감대를 만든

를 더 높였습니다. 지하철 신분당선에 특화되어 있는 뉴

후, 바로 이어 우리는 또 다른 뉴미디어로 타겟의 시선을

미디어인 e-TAS의 특징을 충분히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붙잡았습니다.

로 2014년 5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었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 한 장면인 유인원 군대가 말을 타

습니다.

고 달리는 장면을 편집해, 역시 달리는 지하철 속 타겟들

주요타겟의 이동시간인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노출

의 시선에서 마치 그들이 유인원 군대와 함께 달리고 있

되어 기간내 약 10만 명에게 노출되며 비용대비 높은 효

는 듯한 착시 효과를 주어 영화에 대한 관여도와 주목도

과를 얻었습니다.

Film link : 혹성탈출_eTAS_디블렌트
이처럼, 우리는 [혹성탈출:반격의 서막]의 흥행을 위해 인터렉티브 포스터를 만들어 잠재 타겟과의 공감대를 만들었
고 e-TAS를 통해 관여도와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개봉이 임박할 시점엔, 전에 없던 랜드마크에서의 초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영화가 가진 거대한 스케일과 놀라운 아트워크를 증명하며 예비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하
고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410만 관객을 동원하며 전작의 흥행 기록을 가볍게 넘어서며, 역대 혹성탈출 시리즈 중, 가장 많은
관객수를 가진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

PROJECT :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Dawn of the Apes, 2014) Digital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20th FOX
PERIOD : 2014 05 30 - 2014 07 06
ISSUE : 400만 이상의, Well-Made 블록버스터 영화로 포지셔닝
TARGET : MOVIE GOER + NEW COMER(20~30 female)
KEY STRATEGY : 진화한 유인원 VS 멸종 위기의 인류, 당신의 선택은? 대립각에 대한 공감대 만들기
CAMPAIGN THEME : 당신은 그들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MEDIA : TVC,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400만 관객 돌파, 시리즈 사상 최고의 스코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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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5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 I
BE THE X-MEN

PROJECT : X-MEN IMC Campaign / Global & Local
CLIENT : 20th CENTURY FOX
PERIOD : 2014. 04 ~ 20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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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EN : DAYS OF FUTURE PAST / ATTRACTIVE Campaign / Global
국내 최초, 영화를 직접 체험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증강현실(AR)을 통해, 직접 영화 속 슈퍼히어로 액스맨이 되어볼 수 있는 뉴미디어 어트랙션(ATTRACTION)을
기획 및 제작 하였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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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엑스맨 영화들은 매니아들만 열광하는 영화로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쳐 패스트가 기존 엑스맨 시리즈와

포지셔닝 되고 있었습니다. 폭스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다른 차별화 포인트는 ‘센티넬’이라는 ‘절대악’이 등장한다

자원(2,200억)을 투여한 본 영화를 성공적으로 런칭하

는 점 입니다. 기존영화들이 엑스맨 VS 엑스맨의 구도였다

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타겟의 유입이 필요했고, 영화

면, 이번 영화는 엑스맨들이 한 팀이되어 ‘절대악 센티넬’로

에 나오는 16명의 뮤턴트(돌연변이)들을 슈퍼히어로로

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슈퍼 히어로’ 무비의 핵심요소를 가

리포지셔닝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영화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히어로 무비로 리포지셔닝
직접 엑스맨이 되어 센티넬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ATTRACTION 제작

우리는 타겟이 직접 슈퍼히어로 엑스맨이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어트랙션을 만들었습니다. AR(증강현실)
을 이용한 뉴미디어로, 센티넬의 다양한 공격을 피해 손을 뻗으면 참여자를 인식하여 다양한 엑스맨들의 능력 중 하나가 발
휘될 수 있게 하였고, 1일 평균 700명이상 직접 참여자, 2500명 이상의 간접 참여자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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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IFC Mall에서 집행, 1일 평균 700명 이상의 직접 참여자, 2500명 이상의 간접 참여자 기록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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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link : http://www.dblent.com/?portfolio=dblent_magnito

강남역에 등장한 매그니토, 한강에 등장한 아이스맨! 대한민국에 엑스맨이 등장했다?
2편의 FAKE FILM을 제작하여 바이럴

Film link : http://www.dblent.com/?portfolio=dblent_iceman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쳐 패스트의 바이럴 필름 역시,
블록버스터급으로 아주 특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우
리는 엑스맨의 팬들뿐만 아니라 엑스맨을 잘 알지 못하
는 뉴타겟들까지 영화에 대한 큰 기대감과 호기심을 갖
게 되기를 원했고, ‘만약 서울의 랜드마크에 엑스맨이
등장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영상을 제
작하게 되었습니다. 매그니토 편과 아이스맨 편으로 제
작된 2편의 바이럴 필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에 잡힌 평범한 강남역의 모습. 갑자기 강남대로
의 미디어폴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크게 휘어지고,
이런 일을 벌인 주인공이 화면 한 가운데 등장합니다.
도로 한 가운데 망토를 입고 손을 뻗어 CCTV마저 마
음대로 꺼버리고 마는 매그니토의 모습. 쇠를 자유자재

로 다루는 매그니토의 주특기가 한국의 강남역에서 펼
쳐지는 모습은 엑스맨의 열혈 한국팬들 뿐 아니라 강남
역이 익숙한 타겟들 모두로부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아이스맨 편은 한강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저
녁, 한강 시민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
해 성산대교에서 뛰어내리는 한 남자가 목격됩니다. 모
두가 놀라 소리를 다 지르기도 전에, 그 수상한 남자는
한강물을 얼려 아이스로드를 만들고 이를 탄 채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두
이
을
맨

편의 페이크 필름에 의해 서울의 랜드마크에 엑스맨
등장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익숙한 로케이션
배경으로 펼쳐지는 엑스맨의 능력들은 기존의 엑스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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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1일만에, 90만 뷰 기록, 40개의 기사화
2시간만에 포털 메인에 노출,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

두 편의 바이럴 필름은 온라인 상에서 며칠 만에 빠르
게 퍼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매그니
토 편이 티징 형태로 릴리즈 되자마자 인터넷상에서는
‘매그니토가 강남역에 오다니!’ ‘한국에서 정말 엑스맨
촬영을 한 건가?’ 등등 타겟들의 궁금증이 증폭되었고,
호기심과 관심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페이크 필름에 대
한 모든 내용을 언론사(디스패치)를 통해 특집기사로
다루어 풀버전 영상과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두 편의

바이럴 필름은 특집기사화 되어 릴리즈 된 지 채 2시간
이 되기도 전에 네이버 메인 상단에 노출되었으며, 가
장 많이 본 뉴스 1위 등극 및 자동 인기 검색어까지 생
성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타 언론사에서도 연달
아 기사화가 이루어졌으며 폭발적으로 번져간 자생적
바이럴은 온라인을 넘어서서 바로 다음 날 오전, MBC
NEWS 연예투데이에서 약 1분간 특집으로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Film link :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459523_134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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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X-MEN : DAYS OF FUTURE PAST Digital campaign
AGENCY : D.BLENT / 디블렌트 커뮤니케이션즈
CLIENT : 20th FOX
PERIOD : 2014 04 28 - 2014 05 30
ISSUE : 400만이상의 블록버스터 영화로 포지셔닝
TARGET : MOVIE GOER + NEW COMER(15~25 female)
KEY STRATEGY : 직접 엑스맨이 되어 센티넬로 부터 인류를 구하라
CAMPAIGN THEME : BE THE X-MEN
MEDIA : TVC, ONLINE, OOH, NEW MEDIA ATTRACTIONS
CONCLUSION : 캠페인 진행 중
CAMPAIGN SUMMARY :
엑스맨은 더 이상 매니아만을 위한 돌연변이 영화가 아니며,
16명의 슈퍼 히어로 군단이 세계를 위협하는 적 '센티넬'로 부터 인류를 구하는 내용의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히어로
무비가 되어야 함
돌연변이 영화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히어로 무비로 Paradigm shift.
슈퍼히어로 액스맨이 대한민국에 등장한 FAKE FILM 2편으로 Issue making 후,
참여자가 직접 엑스맨이 되어, 센티넬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참여한 타겟을 매체화
(INTERACTIVE AR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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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ie Alone? Selfie Along!

PROJECT : NX mini Launching Campaign / Global
CLIENT : 삼성전자
PERIOD : 2014. 01 ~ 20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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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NX mini Launching Campaign / Global Campaign
Selfie(셀프카메라)에 특화된, 플립업 미러리스 카메라 NX mini의 글로벌 런칭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혼자 찍는 Selife가 아닌, 함께 찍는 Wefie’를 위한 새로운 카메라가 등장했음을 알리기 위해,
Selfie Along이라는 캠페인 테마로 글로벌 타겟들에게 인기있는 VINE이라는 App.을 활용한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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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옥스포드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 SELFIE

하지만, 2014년 1월 미시간 주의 주립대학이 추방해야

SNS의 확산과 스마트 폰 카메라의 진화가 맞물려

할 단어로 SELFIE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SELFIE(셀프카메라)는 이미 전세계 모바일 커뮤니케이

SELFIE는 본인의 얼굴만 강조된 사진이며, 혼자 찍은

션의 중요한 큰 축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성

SELFIE를 SNS에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사회적 고립을

능 전문가용 카메라 시장을 제외한 디지털 카메라 산업

초래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SELFIE의 부정적인 측면

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찍는 SELFIE가 아닌, 함께 찍는 WEFIE문화를 만들자!
SELFIE Alone? SELFIE Along!

ISO가 낮아서
어두운 곳에서는 안찍히는 SELFIE

높은 ISO로
어두운 파티에서도 잘찍히는 SELFIE

화각의 부족으로
내 얼굴밖에 못찍는 SELFIE

화각이 넓어
누구와도 함께 찍을 수 있는 SELFIE

셔터스피드가 느려서
뒷 배경을 담을 수 없었던 SELFIE

셔터스피드가 빠르기에
뒷 배경을 모두 담을 수 있는 SELFIE

저화질이기에
모바일 외에 크게 볼 수 없었던 SELFIE

고화질이기에
어느 환경에서도 크게 볼 수 있는 SELFIE

낮은 성능의 스마트 폰이 대부분이기에 혼자 찍을 수 밖에 없었던,
기존의 SELFIE와 완벽한 선긋기

기존 스마트폰이 잠식하고 있는 SELFIE 시장에
고화질 SELFIE의 필요성을 대두시켜, 온전히 우리만의 시장으로 PARADIGM SHIFT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플립업/고화질/예쁜 디자인까지 갖춘, 셀피에 특화된 플립업 디스플레이 카메라 NX mini가 출
시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아성과 속속 이슈화 되고 있는 셀피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하고자, 우리는 오
히려 이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역활용하여 화질이 낮고 화각이 좁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혼자 찍는 셀피가 아닌, 고화
질에 넓은 화각을 가진 NX mini로 함께 찍는 위피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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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셀피열풍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Vine. 다양하고 재미있는 6초짜리 영상들을 직접 촬영
하여 공유하는 이 특별한 SNS는 전세계 2030 셀피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우리는 코
어타겟에게 보다 가깝게 침투하고자, 이 Vine 앱을 매
체로써 활용하여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자 찍는 SELFIE가 아닌, 함께 찍는 WEFIE문화를 만들자!
SELFIE Alone? SELFIE Along!

Film link : http://www.dblent.com/?portfolio=zachking
여느 SNS와 마찬가지로 Vine에도 재미있고 위트 있는
영상들로 유명해진 소셜 셀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가장 유명한 빅 셀럽은 바로 잭킹(Zach King)입니
다. 잭킹은 Vine 특유의 편집 기술인 점프샷을 활용해
마법처럼 신기한 영상들을 올려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
니다. 그의 영상들은 ‘바인 매직’이라 일컬어지며 크게

유명세를 탔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TV쇼 중 하나인
엘렌쇼에 출연하고 TED 강연에 서기도 하는 등 현재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Vine을 매체로 활용함에 있어 잭킹과의 콜라보
레이션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
고, 이를 통해 아주 특별한 3편의 바인 필름이 제작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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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Main Film
Freezing Wefie
Live : Mar 25 2014
Liked : 43,400
ReVine : 19,400

Film link : http://www.dblent.com/?portfolio=vine1

2nd Main Film
Paper-like Camera
Live : Apr 1 2014
Liked : 35,800
ReVine : 16,600

Film link : http://www.dblent.com/?portfolio=vine2

3rd Main Film
Mirror-less Camera
Live : Apr 8 2014
Liked : 13,600
ReVine : 3,351

Film link : http://www.dblent.com/?portfolio=vin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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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킹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된 3편의 삼성카메라 글로벌 Vine필름은
Vine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100,000이상의 Liked 수와 ReVine 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3편 모두가 3주 연속 ‘Best Branded Vine Video’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hirteen

Chapter. 13
Book9을 열면,
나만의 작업실이 열린다

PROJECT : ATIV Book9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삼성전자
PERIOD : 2013. 12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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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TIV Book9 Launching Campaign
노트북을 연다는 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 곳이 어디든 Book9을 열면, 그곳이 나만의 가능성이 열리는 작업실이 된다는 것.
삼성 ATIV Book9 2014 Edition과 Book9 Style의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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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시장에서의 싸움이 아니다 - 컨텐츠 소비형 기기 vs 컨텐츠 생산형 기기
Book9을 열면, 그곳이 어디든 나만의 작업실이 열린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 디바이스들과 노
트북의 역할 구분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Galaxy를
필두로 컨텐츠 소비형이었던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일
상생활 속에서 컨텐츠 생산형 기기의 역할을 일부 해내
기 시작하면서 노트북의 영역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마
치, 노트북의 대체재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
다.
국내 시장의 정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노트북 시
장은 빠르게 축소 되어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서 우리가 더 나은 퍼포먼스, 더 얇아진 크기, 더 가벼워
진 무게, 더 빨라진 부팅 등 노트북이 계속 해왔던 이야
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고성능 스마트 디바이스들과 더
비교될 뿐이며 결국, 더 고립될 뿐입니다.
노트북만이 가지고 있는 성능 외의 유일한 속성, '연다'
는 행위! PT 직전 노트북을 열며, 승리의 각오를 다지
고, 출근한 아침, 노트북을 열며,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
들고, 까페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노트북을 열
며,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일.

노트북을 연다는 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노트북을 열면,
그곳이 나만의 가능성이 열리는 작업실이 된다는 것.
아직 스마트기기들이 쉬는 시간 킬링타임용 컨텐츠를
소비하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노트북
은 더 얇아지고 더 고성능이 되어가며 그곳이 어디든,
노트북을 여는 곳을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는
'Potential Workroom'이 되게 합니다.
'노트북을 열면, 나만의 작업실이 열린다'
로맨틱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윤한의 작업실'과 KPOP 최고의 히트곡 작사가 '김이나의 작업실'을 보여주
며 언제, 어디든 노트북을 열면, 그곳이 나만의 가능성
이 열리는 작업실이 된다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
니다. 그리고 이 두편의 영상은 전국의 '삼성 디지털 프
라자’에, 삼성전자의 온라인 사이트 및 SNS채널에, 그
리고 60초 버전으로 편집되어 전국 극장에 노출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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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곳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이다

PROJECT : 삼성전자 ‘스윙고’ 앱 Launching Campaign
CLIENT : 삼성전자
PERIOD : 2013. 10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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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WINGO Launching Campaign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모바일 내에서만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스마트 폰을 흔들면, 광고소리를 인식해 바로 쿠폰을 받거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스윙고’ App.의 런칭 파일럿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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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라디오, 옥외, 각종 스마트기기 등에서 광고가 나올
때 스마트 폰을 흔들면, 광고의 BGM 또는 소리를 인식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바로 쿠폰을 받거나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는 app. ‘SWINGO’.
우리는 스윙고를 단순히 영상, 모바일 배너 등으로 설명하
는 방식이 아닌, 오프라인 접점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
게 하는 캠페인을 런칭하기 위해 에버랜드에서 파일럿 캠
페인을 2일간 진행 하였습니다.

흔들면 핫!한일이 생긴다? 설치부터 재미있는 스윙고!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 날은 12월 중순. 가장 추운 주말
이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면 핫!한 일이 생긴다는 캠페인
테마를 설정하고, 손을 녹일 수 있는 핫팩에 NFC칩을 부
착하여 쉽게 스윙고를 직접 설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흔들면 핫!한 일이 생긴다는 캠페인 테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도우미들 또한 NFC장갑을 착용하
여 보다 더 많은 타겟들에게 앱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흔들고! 신나고! 스윙고!
오프라인 접점에서 뉴미디어를 통해 체험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WINGO

가장 추운 날 이끌어낸 가장 뜨거운 반응

모바일 디지털 부스 앞에서 음악에 맞춰 직접 앱을 흔들어
보고 다양한 경품을 받는 체험을 통해 타겟들은 스윙고와의
첫만남을 즐겁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장 추운 기온을 기록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단 2일
만에 1만명이 넘는 참여를 이끌어내어 앱의 다운로드 및 이
슈화를 극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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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소비자들은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단지 당신이 소비자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했는지를 기억할 뿐이다
PROJECT : 한국타이어 ‘Be one with it , Be one with the game!’ / Global
CLIENT : 한국타이어
PERIOD : 2013. 05 ~2013. 07
AWARDS : & AWARD winner 수상, 2014 깐느 광고제 출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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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글로벌 캠페인, Performance Jersey Project / UEFA League
유로파리그 스폰서인 한국타이어.
땅과 타이어가 하나되면 놀라운 퍼포먼스가 발생한다는 테마를 타겟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 경기와 하나되어 반응하
는 ‘퍼포먼스 져지’ 를 만들고, 실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활용한 퍼포먼스 져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eleven

11

Film link : http://www.dblent.com/?portfolio=hankook-tire-global-teaser

BE ONE WITH IT, BE ONE WITH THE GAME!
45일간의 개발기간, 100여회의 테스트, 경기와 하나되는 놀라운 져지를 만들다!

유럽 1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타이어의 디지털 캠페
인은 ‘BE ONE WITH IT’이라는 글로벌 캠페인 테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타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브랜딩
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이라는 툴을 통해 3년간 타겟들과 소통하
고 브랜드를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기
획, 그 첫번째 캠페인을 런칭하였습니다.

유로파리그의 공식 스폰서인 한국타이어
땅과 타이어가 하나가 되면 놀라운 퍼포먼스가 연출된다
는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슬로건을 타겟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 경기와 하나되어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PERFORMANCE JERSEY’는 경기 상황에 따라 가슴
과 배부분의 LED가 빛나고, 응원 문구가 들어오며 결정적
인 순간엔 떨리기도 하고, 골 득점시 어깨가 부풀어 오르
는 등 경기와 하나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ADDICTIONARY : Chapter eleven

11

Film link : http://www.dblent.com/?portfolio=hankooktire

땅과 타이어가 하나되는 한국타이어의 퍼포먼스를 경기와 하나되는 경험으로!
유로파리그 결승전, 잊지 못할 브랜드 체험을 제공하다

2013년 5월 25일, 유로파리그 결승전날
결승팀 ‘첼시’와 ‘벤피카’의 연고지인 런던과 리스본의 두 스포츠 펍(PUB)에서 150여명의 일반인 팬들이 직접 실
제 ‘PERFORMANCE JERSEY’를 입고 각자의 팀과 하나되는 놀라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 영상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For detailed information : http://performancejersey.hankooktire-eu.com/
PROJECT : PERFORMANCE JERSEY CAMPAIGN
CLIENT : 한국타이어(글로벌)
PERIOD : 2013 04 – 2013 07
ISSUE : 유럽에서 'BE ONE WITH IT' 이라는 캠페인 theme으로 한국타이어 런칭 (유로파리그 스폰서쉽 체결 및 활용)
TARGET : Global 2040 male
KEY STRATEGY : 유로파리그 팬들에게 경기와 하나되는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자
CAMPAIGN THEME : BE ONE WITH IT, BE ONE WITH THE GAME!
MEDIA : ONLINE, MOBILE, NEW MEDIA, TVC, PR
CONCLUSION :
캠페인 기간 2개월 간 2,620,000명이 유투브를 통해 퍼포먼스 져지 캠페인을 경험
470,000명의 유럽블로거들과 뉴스 채널들이 ORGANIC PR을 시행하였으며, 700,000명의 페이스북 FAN을 만들었음
AWARDS:
2013 '&'Award 수상
2013 Canne 국제 광고제 출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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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기간 2개월간 2,620,000명이 유투브를 통해 퍼포먼스 져지 캠페인을 경험하였고
470,000명의 유럽 블로거들과 뉴스 채널들이 이 사실을 공유하고 알렸으며,
700,000명의 페이스북 팬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PERFORMANCE JERSEY’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멋진 캠페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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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브랜드를 통해 체험하게 하다

PROJECT :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세상을 프린트하다’ Campaign / Local
CLIENT :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PERIOD : 2013. 01~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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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제록스 프린터스 ‘세상을 프린트하다 캠페인’
프린터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오직 후지제록스 프린
터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의 “세상을 프린트하다” 캠페인을 기획 하였습니다.

세상을 프린트하는 놀라운 캠페인의 첫번째 이야기, 바로
‘Print Your Facebook’ 입니다. Facebook의 소중한 추억들이
E-BOOK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프린트 된 나만의 책
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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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제록스프린터스 팬페이지의 Print Your Facebook앱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선택하면
참여자와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페이스북 글과 댓글들이 모여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E-BOOK이 만들어집니다.

Print Your Facebook앱을 통해 참여자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E-BOOK 생성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기억을 선물하여, 프린터의 가치를 리포지셔닝 하다

첫 사랑과 키스한 그 떨렸던 순간, 내 열정이 담긴 오늘
아침의 각오, 내 생에 가장 기쁜 순간들, 우리 모두가
하나된 곳에서의 추억들⋯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순간
들을 페이스북에 포스팅 하지만 포스팅 된 글들은 새
로운 추억들에 의해 빠르게 잊혀지고 맙니다.
그들의 소중한 추억들이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리고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세상 단 하나뿐인 ‘프린
트된 페이스북 양장본’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
습니다.

캠페인 참여를 통해 프린트된 페이스북 양장본을 받
아본 사람들의 글들이 바이럴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매체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1차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성원으로 또 한
번의 Print Your Facebook 시즌 2를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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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Your Facebook 이벤트가 펼쳐진 2개월 동안
일반적인 광고 매체 없이,
후지제록스프린터스의 ‘좋아요’ 수치
캠페인 운영 전 대비 약 150% 증가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빠져 프린터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프린터의 가치를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리포지셔닝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Print Your Facebook 시즌2를 런칭하게 되었고
‘세상을 프린트 하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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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디지털 미디어 안의 놀라운 세상을
오프라인에서 체험하다

PROJECT : 보해 ‘월’ Launching Campaign / Local
CLIENT : 보해
PERIOD : 2012. 06 ~ 2012. 09
AWARDS :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 Web Award 대상, 최우수상 수상

ADDICTIONARY : Chapter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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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 월 인터렉티브 ‘힐링 캠페인’
소주가 주는 위로와 위안, 다정한 친구로서의 의미를 ‘힐링’의 개념으로 도출하여 소주를 만나는 타겟 접점이라면 어느곳에
서라도 경험하고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인터렉티브 ‘힐링 캠페인’을 기획 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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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가인과 마주앉아 술을 마시는 듯한 1인칭 인터렉티브
타겟이 제품을 만나는 접점 - 그곳에서 인터렉티브를 직접 경험하게 하다

참여자들이 캠페인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실제로 한가인과 마주앉아 대화하며 술을 마시는 듯한 1
인칭 인터렉티브 공간인 ‘가상 주점’을 기획하였습니다.

참여자의 기분에 따라 한가인이 들려주는 다양한 힐링 뮤
직과 타로 점 보기, 벽 낙서 남기기 등 실제 주점에서경험할
수 있는 힐링 컨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가인과의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캠페인 유입

참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즉, 술을 마시는 공간과 시간에도 ‘가
상 주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웹 ‘가상주점’과 동일한 모바일 인
터렉티브 플랫폼을 제작하였습니다. 한가인과의 가상 통화 후
수신한 ‘문자 메시지’에 남겨진 모바일 URL을 터치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접점 어느 곳에서도 체험이 가능한
모바일 인터렉티브 구현

주점과 옥외에서 캠페인으로 쉽게 유입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활용하였습니다. QR코드와 같은 아
무도 관심 보이지 않는 불편한 프로그램이 아닌, 전화 통화를 통
해 쉽게 유입할 수 있도록 기획된 캠페인 플랫폼입니다.
참여자들이 광고 매체에서 접한 ‘한가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시간대마다 달라지는 내용으로 한가인과 전화통화
를 할 수 있고, 그녀로부터 모바일 인터렉티브 플랫폼인 가상주
점으로의 초대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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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타겟을 만나는 접점 - 그곳에서 인터렉티브를 직접 경험하게 하다
주점 외에도 다양한 타겟 접점에서 인터렉티브 캠페인으로의 유입을 기획 / 운영

PROJECT : 보해 '월' 런칭 캠페인
CLIENT : 보해
PERIOD : 2012 06 – 2012 09
KEY STRATEGY : 가상 주점을 통해 그곳이 어디든 월과 함께하는 경험을 제공
CAMPAIGN THEME : Healing Campaign
MEDIA : ONLINE, MOBILE, OOH
CONCLUSION :
하루 7만명, 3개월간 1,146,431명이 한가인과 월을 함께 마셨고
4만여 명이 힐링 컨텐츠 이벤트에 참여하였으며 방문자당 평균 7분이 넘는 체류시간을 기록함
AWARDS:
대한민국 광고대상 <사이버 부문> 수상
웹어워드 <웹 광고 부문> 통합 대상 수상
웹어워드 <모바일 브랜드 부문>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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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만여 명, 3개월간 1,146,431명이 한가인과 월을 함께 마셨고
총 4만여 명이 힐링 컨텐츠 이벤트에 참여하였으며
방문자당 7분이 넘는 평균 체류시간을 기록하여
대한민국 광고대상 <사이버 부문>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웹어워드 <웹 광고 부문> 통합 대상 수상,
웹어워드 <모바일 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eight

Chapter. 8
캠페인에 중독된 참여자들,
스스로 매체가 되다
TM

Bread knife theory

PROJECT : 포스코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Campaign / Local
CLIENT : 포스코
PERIOD : 2012. 03 ~ 2012. 05
AWARDS : Web Award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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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캠페인’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캠페인의 디지털 캠페인으로써
다양한 세대, 직업, 계층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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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마다 새로운 공감 소통 주제를 제시
지속적인 참여 유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재참여 및 공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세대, 직업, 계층의 사람들이 쉽
게 공감할 수 있는 25개 소통주제를 이틀마다
교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댓글을 등록하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구
성하고 불편한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방문자
대비 10%가 넘는 높은 댓글 참여율을 기록하
였습니다.

타겟들이 서로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 브랜드 메시지를 담아 중독시키다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연계한 댓글 공감 시스템으로 자발적인 바이럴 유도 <타겟 매체화>

페이스북을 연계하여 댓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텍스트 공유 기능이 아닌, 해당 소통 주제에 대한
컨텐츠가 함께 포스팅 되도록 구현, 수많은 참여자의 참여
결과가 그들이 직접 생성한 오가닉 컨텐츠화 되어 자발적
으로 새로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감 소통 주제에 따라 매 주 광고 소재를 교체하여 집행
이틀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25개의 소통주제에 따라, 매주
광고 소재를 교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개월의 집행 기간 동안 일정한 클릭율과 캠페
인 참여율을 기록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eight

8

CO N CLUS IO N

일일 평균 5만여명, 2개월간 557,953명이 포스코의 소통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총 3만 5천여명이 스스로 매체화 되어 컨텐츠를 생성하였으며
웹어워드 <기업 프로모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D.BLENT THEORY

2

TM

BREAD KNIFE THEORY

매월 일정한 자원을 투자하여 광고 효과를 유지하는
고전적인 매체 전략이 정답은 아닙니다
타겟들이 스스로 매체가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 기획하고 SNS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한다면
매체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비 운영 그래프가 루틴한 펄싱형을 보이는 것과 달리
목표효과 달성 시 집행을 중단하는 톱니형을 띄게 됩니다
그 형상이 마치 브레드 나이프의 칼날 같아서 만들어진
소셜 채널 매체화 운영 이론입니다

매체비 운영 그래프

SNS채널이 매체화 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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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보여주는 광고에서 봐야하는 광고로
디바이스, 시간 타겟팅

PROJECT : MCM ‘오직 MCM 모바일에서만’ Campaign / Local
CLIENT : MCM
PERIOD : 2012. 06 ~ 2012. 07

ADDICTIONARY : Chapter seven

MCM Mobile Mall 런칭 캠페인
모바일 몰 광고이기에 BIN(buy it now)으로의 연계를 위해서 모바일 매체만을 운영하였습니다.
수많은 모바일 광고 속 차별화를 위해 시간, 디바이스(기종)별 타게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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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화면 안에 더 작은 광고.
클릭할 이유가 없는 광고에서
클릭해야만 하는 광고로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캠페인이 많아지고 있습
니다. 다만 이 캠페인으로의 최초
시간대 타겟팅 사례 - 출근시간대, 주말, 낮, 휴일, 저녁 5개 영역으로 세분화

접점, 모바일 광고는 여전히 작고
표현방법도 다양하지 못한 것이 현
실입니다. 손이 미끄러져 클릭하지
않는 한 일부러 클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개인화된 광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출퇴근 시
간, 주말을 공략하는 광고, 타겟들
의 기종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는
타겟팅 배너를 핵심 전략으로 사용

디바이스 타겟팅 - 스마트 폰 전기종 시행

했습니다.

보여주는 광고에서 봐야하는 광고로,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타겟팅 전략
오직 MCM모바일에서만!

모바일 사이트를 보는 것은 익숙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일은 아직은 어렵고 불편하
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직 모바일에서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기획단에서 광고주 측 상품 개발 팀과 협의하여 오직 MCM 모
바일에서만 구매 가능한 상품을 기획하였으며 캠페인을 성공적
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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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4억 5천만 회 노출을 확보하였고
2백 7십만 회의 접속 및 참여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정기세일 광고에 비해
8배의 반응률 및 참여율을 확보했으며
많은 패션 피플들이
MCM 모바일 몰에서 특별한 구매를 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six

Chapter. 6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에 중요하다

PROJECT : LG 정수기 ‘당신이 알아야 할 정수기의 진실’ Campaign / Local
CLIENT : LG전자
PERIOD : 2012. 03 ~ 2012. 05
AWARDS : Web Award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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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아야 할 정수기의 진실
정수기의 물을 저장하는 수조가 스테인리스이기에 가장 위생적인 정수기라는 차별화된 USP를 갖고 있는 LG헬스케어 정수
기. 직접 뚜껑을 열어 확인해보게 하는 참여 유도형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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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진실 #1
정수기 뚜껑의 진실

정수기의 진실 #2
정수기 스티커의 진실

보이는 것만 믿게 하다
두 편의 ‘ Fake Film’ 제작

정수기엔 두 개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뚜껑엔 ‘임의로 열지 마시오’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옆면엔 어렵게 도식화된 에너지 소비효율 스
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보지 못하게 했던 정수기 안의
저수조를 직접 여는 것이 필요함을, 그리고 어려워
해석하지 못했던 에너지 소비효율 스티커를 봐야
전기 누진세 폭탄을 막을 수 있음을 다큐멘터리 형
식의 두 편의 페이크 필름을 제작하여 바이럴 하였
습니다.

그동안 금기시 돼왔던, 정수기 뚜껑을 직접 열어 진실을 확인하게 하라
열어라, 찍어라, 물어라
유일한 풀 스텐레스 저수조를 가진 제품이기에 자신있게 열어 보게 하고 싶었
습니다. 다만 실제 제품을 여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에 사이트에서 제품명
을 입력하거나, 이미지를 선택하여 제품을 열고 안을 보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
였습니다.
플라스틱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쟁사들 제품을 포함, 국내 30여 종의 정수기들
을 모두 직접 열어보고 신고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참여 유도형 사이트를 기획
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six

6

CO N CLUS IO N
2개월간 두 편의 FAKE FILM이
19,361,556회 영상 조회 수를 기록하였고
총 1.5개월간 1만 2천여 명이
그들의 정수기를 직접 열어 스테인리스 수조를 눈으로 확인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스티커를 사진으로 찍어 LG정수기의 에너지 소비효율과 비교했으며
정수기 뚜껑을 열어보고 구매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five

Chapter. 5
오프라인의 즐거운 경험들을
브랜드의 체험으로 가져오다

PROJECT : LG 휘센 Digital Campaign / Local
CLIENT : LG전자
PERIOD : 2012. 04 ~ 2012. 07

ADDICTIONARY : Chapter five

5

휘센, ‘바람의 명소 즐겨찾기’ 캠페인
인공적인 바람의 한계를 넘기 위해 자연의 좋은 바람을 재현해 낸 에어컨, 휘센.
여름 휴가철 캠페인을 운영해야 하는 배리어를 역활용하여 타겟들의 여행지에서 좋은 바람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제품의 가치로 가져오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five

5

바람을 찾는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곳

기상캐스터가 바람의 여행지를 소개합니
다. 매주 다른 지역의 명소들과 맛집들을
소개하며 여행과 사진, 맛집 소개 등 다양
한 전공의 파워 블로거들이 여행지에서 좋
은 바람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안내를 통해 직접 여행을
다녀온 타겟들은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모
바일을 통해서도 쉽게 여행에서 만난 바람
의 이야기들을 포스팅 할 수 있습니다.

시즌 이슈를 활용하여 타겟들의 경험을 브랜드의 가치로 전이하다

타겟들의 경험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다

모든 타겟들을 여행 보내는 것이 이 캠페
인의 주목적은 아닙니다. 좋은 바람을 만
나는 모든 경험들을 휘센의 좋은 바람으
로 치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일
상 속에서 타겟들이 경험한 좋은 바람의
사진들을 공모받고 이 사진들이 휘센의
제품 이미지를 대신하는 광고로 만들어지
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의 경
험이 가치 있어질수록 휘센의 가치도 타
겟과 더 가까워 질 수 있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five

5

CO N CLUS IO N
총 2.5개월간 1천만 명이 바람의 명소 즐겨찾기 컨텐츠를 보고 공유했으며,
2천여 명이 그들이 여행지에서 직접 경험한
좋은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사이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세상의 좋은 바람을 휘센의 바람으로 가져오는
이 캠페인은 현재도 운영 중이며,
미쉐린의 미슐랭 가이드처럼
타겟들에 의해 좋은 바람을 찾는 여행 지침서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ADDICTIONARY : Chapter four

Chapter. 4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을 위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마라

PROJECT : W.O.M PROJECT / LG 3DTV Campaign / Local
CLIENT : LG전자
PERIOD : 2012. 04 ~ 2012. 07

ADDICTIONARY : Chapter four

4

LG 시네마 3D Smart TV ‘3D 시대 TV Guide’ 캠페인
3D 시대의 TV 가이드를 통해 시네마 3D Smart TV 만의 제품 USP는 물론, 보다 더 쉽고 친근하게 3D 관련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녀시대를 활용한 3D TV 플레이어를 통해 타겟들이 스스로 광고를 만들고 공유하는 캠페인을 기획
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four

4

나만의 소녀시대 광고를 만들다
소녀시대의 ‘3D TV PLAYER’ 제작

Making Film을 단순히 프로모션사이트의
소메뉴 중 하나의 컨텐츠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상 소스들을 활용하여 고객 주도
형 플레이어 무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참여자는 Director가 되어 직접 자신이 원
하는 소녀시대 멤버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3D TV PLAYER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LG 3DTV만의 USP를 직접 선택하여 영상
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
은 참여자의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
되어 바이럴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Reward를 기대한 공유가 아닌 자발적 공유로 브랜드를 알리다

타겟지향적 컨텐츠로
소통을 지속하다
소녀시대의 3D TV PLAYER 뿐만 아니라
라이브 Talk Show 메뉴 등에서도 타겟과
소통하는 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GALLERY 역시 3DTV 플레이어를 진행
하면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소녀시대 영상
을 선별하여 배경화면 이미지를 제작,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four

4

CO N CLUS IO N
캠페인이 진행된 2개월간
3D 시대의 TV 가이드는 약 40만회 접속 및 참여를 기록하였습니다
3만여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소녀시대 플레이어 영상들은
단, 1개월만에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을 통해 이뤄진 스크랩 수만
약 2,000,000회를 훌쩍 넘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Reward에 의해 이뤄지는 공유가 아닌,
굿 컨텐츠에 의한 자발적 공유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hree

Chapter. 3
T.P.O에서 제품을
직접 경험하게 하라

PROJECT : SK-II 파운데이션 ‘촉촉 동안 룩의 비밀’ INTERACTIVE Campaign / Local
CLIENT : P&G
PERIOD : 2011. 11 ~ 2011. 01
AWARDS : Web Award 최우수상 수상

ADDICTIONARY : Chapter three

3

SK-II 파운데이션 ‘촉촉 동안 LOOK의 비밀’ 캠페인 / 인터렉티브 캠페인
건조함을 겪는 다양한 상황, 장소에서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제품의 USP를
보다 더 쉽고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터렉티브 소셜 드라마 형식의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hree

3

건조함을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4명의 주인공과 스토리 전개
건조함을 겪게 되는 여러 상황(건조한 실내, 찬바람
부는 야외, 실내 외 온도 차)에 맞추어 3가지 스토리
를 기획하였습니다. 참여자는 3가지 스토리를 경험하
면서 제품의 USP를 쉽고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습
니다. 또한, 3가지 스토리가 서로 연관되며 전개되도
록 구성하여, 선택하지 않은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공감가는 T.P.O를 경험하고 극복하며 자연스럽게 제품을 경험하게 하다
참여자와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는 소셜 드라마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의 전개가 달라지는 인터렉티브 드라마를 구현하였습니다.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통해 피부가
건조해 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직접 드라마를 만들어가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제품의 USP를 보다 더 직접적으
로 전달하고,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참여자의 선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인터렉티브 드라마

참여자는 페이스북을 연계하여 소셜 드라마의 주인
공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친구의 프로필 이미지
및 이름이 드라마의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친구들에게는 페이스북을 통한 바이럴이 가
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hree

3

CO N CLUS IO N

1개월간 7만 5천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하여
인터렉티브 소셜 드라마를 경험하였으며
웹어워드
<화장품 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wo

Chapter. 2
소비자의 언어로 이야기 하라
눈높이를 맞추다
PROJECT : LIG투자증권 ‘orda’ Campaign / Local
CLIENT : LIG투자증권
PERIOD : 2011. 11 ~ 2012. 01
AWARDS : Web Award 최우수상 수상

ADDICTIONARY : Chapter two

2

LIG투자증권 ‘Orda’ 런칭 캠페인
주식 거래를 시작하려는 초보자들에게 신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어려운 주식 전문 용어와 개념이 아닌,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춘 크리에이티브를 기획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wo

2

수수료 무료 서비스 (스튜어디스)

맞춤 컨설팅 서비스 (스타일리스트)

투자 분석 서비스 (개인 비서)

타겟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 하라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로 표현된 브랜드의 3가지 서비스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안내하는 스튜어디스, ‘나에게 꼭
맞는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안하는 스타일리스트. 그리
고, ‘분석과 투자 타이밍을 안내’하는 개인 비서의 3가지
캐릭터를 통해 Orda의 핵심 서비스를 표현하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박은지가 ‘스튜어디스’, ‘스타일리스트’, ‘개인
비서’ 캐릭터로 분하여 각각의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기획
하였습니다. 또한, 모델을 적극 활용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를 제작하여 광고 소재 및 바이럴 소재로 운영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two

2

CO N CLUS IO N

타겟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캐주얼하고 친절한 컨텐츠들을 통해
주식을 시작하려는 우리의 타겟들에게 크게 어필하였고
웹어워드
<증권 금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one

Chapter. 1
캠페인에 참여하는 과정은
물 흐르듯 유연해야 한다
Fluidic Flow

TM

PROJECT : SK-II 파운데이션 ‘촉촉동안 다이어리’ Campaign / Local
CLIENT : P&G
PERIOD : 2011. 10 ~ 2011. 11

ADDICTIONARY : Chapter one

1

SK-II 파운데이션 ‘촉촉동안 다이어리’ 캠페인
제품의 USP 확인, 추천 제품 확인, 영상 컨텐츠 시청은 물론 샘플링 이벤트 참여까지 책장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참
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one

1

제품 USP 페이지

결합 상품 페이지

이벤트 참여 페이지

TVC 컨텐츠 페이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캠페인을 경험하다
오직 단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촉촉 동안 다이어리’

각각의 페이지에서 컨텐츠를 확인하고 또다시 페이지를 이동하며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는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캠페인이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장씩 종이를 넘기며 자연스럽게 컨텐츠와 이벤트를 경험
할 수 있는 한 권의 다이어리 형태로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ADDICTIONARY : Chapter one

1

CO N CLUS IO N

캠페인 1개월간, 총 20만 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임수정의 동안 비밀이 담긴 ‘촉촉동안 다이어리’를 열어 보았고
그녀만의 동안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SK-II 파운데이션만의 USP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담은 제품 샘플링 이벤트에 1만 명 이상의 타겟들이 참여하여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보았으며,
이 경험은 모두 그들의 다양한 SNS 및 웹 채널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D.BLENT THEORY

1

TM

FLUIDIC FLOW

모든 브랜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브랜드는 다양한 접점으로 타겟들을 이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타겟들이 브랜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캠페인의 리워드에만 관심이 있는
일명 ‘체리픽커’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진행 시 이 체리픽커들을 걸러내는데 많은 자원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체리픽커들도 브랜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캠페인 플랫폼이 있다면 어떨까요?
캠페인과 리워드를 분리하지 않는 것,
캠페인과 리워드의 렐러번스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캠페인 참여 과정에서 시나브로, 이벤트에도 응모되게 하는 것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한 구조의 캠페인 플랫폼이
플루이딕 플로우의 핵심입니다

캠페인
접점

브랜드
메시지

샘플링등
이벤트

브랜드
메시지

샘플링등
이벤트

플루이딕 플로우

캠페인
접점

브랜드
메시지

브랜드
메시지

브랜드
메시지

샘플링등
이벤트

잘못된 캠페인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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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게 눈을 달아주어 사람들과 마주 보게 하고
브랜드에게 귀를 달아주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게 하며
브랜드에게 코를 달아주어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게 하고
브랜드에게 입을 달아주어 사람들과 대화하게 하는

결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혼을 가진 브랜드가 되게 하는 캠페인.
브랜드로의 중독을 위한 캠페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ttractive Campaign Agency

C

O

N

T A

C

T S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90 디블렌트
P / 02 512 4005 F / 02 512 4008
(주)디블렌트

WWW.DBLENT.COM

D. B L E NT C R E D ENT IA L

First published in Republic of Korea as:

D.BLENT Co.,Ltd.: Campaign Agency
Copyright © 2018 by D.BLENT Co.,Ltd.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주)디블렌트에 있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용도의 이용 또는 전달 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주)디블렌트

WWW.DBLE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