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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WEEK 01_ COLLAGE

WEEK 02_ CLOUD WORDS

WEEK 03_ BRIEF DESIGN

WEEK 04_ RESEARCH

WEEK 05_ DESIGN PROCESS

WEEK 06_ FI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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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단계_ COLLAGE

KEYWORD

새로운 시작 / 변화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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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단계_ CLOUD WORDS

KEYWORD

사전투표 / 믿음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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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DESIGN

< 고객을 이해한다. >

-고객이 원하는 것 : 선거라는 상징성을 띄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있는 이모티콘.

-고객에게 보이는 것, 가장먼저 신경쓰는것 :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시각적인 면, 

                                                                         이모티콘을 통한 투표장려 / 투표 시 주의 해야할 정보 제공, 

                                                                         투표기간 이후에 실생활에서도 쓰일수 있는지.

< 마케팅과제 -마케팅브리프작성 >

-마케팅 과제(WHY)

: 선거관련 이모티콘을 통한 선거장려, 정보제공 / 높은 판매율 (젊은 층을 타겟으로)

: 20-30대의 소셜 이모티콘을 즐겨쓰는 젊은층

: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 / 

  선거기간 뿐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사용가능한 감정표현 이모티콘 구비

: 기존의 선거관련 이모티콘과의 차별화 / 캐릭터를 이용하되 선거의 중요성, 정보제공, 장려등의 의미를 포함해야함.

-상정된 고객(WHO)

-과제를 해결할 아이디어(WHAT)

-실행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안건(HOW&WHEN&WHERE)

<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디자인 >

1. 무엇을 광고하는가?
5월 9일 대선을 맞아 선거에 대한 간단한 정보

2.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 이모티콘(59새)

새를 모티브로 한 친근한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3. 목표로 하는 사람은 누구?
선거권이 있는 20대 학생들

4. 무슨말을 해야하는가?
-이모티콘을 통해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다
-가볍고 친근한 이미지로 선거에 대한 정보와 권유할 수 있다.

5. 사실이고 적절한가?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20대층, 특히 처음 대선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으로 적절하다. 

6.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 비교적 투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20대를 타겟으로 한 귀여운 투표장려 이모티콘

- 정보제공과 감정표현이 둘다가능한 이모티콘 제작 

- 선거와의 직접적인 연관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와 이름, 색깔 등을 이용  

7. 어떤 톤인가?
분명한/체계적인/정확한 정보들을 귀엽고 친근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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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비교적 투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20대를 타겟으로 한 

귀여운 투표장려 이모티콘

- 정보제공과 감정표현이 둘다

가능한 이모티콘 제작   

- 선거와의 직접적인 연관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와 이름, 색깔 등을 이용

- 단순히 감정표현만 있는 기존의이모티콘과

달리 정보제공을 담아 차별화를 주고,

동시에 일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함

- 기존에 없던 캐릭터를 만들어

다양한 세대에 호감적 이미지 생성

- 후보자의 직접적인

얼굴사진이 쓰이진 않지만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보다는

투표자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장려를 중점으로 제작

S
강점

O
기회

T
위협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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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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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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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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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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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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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