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ATIVE 부문(크리에이티브) SBI저축은행 기업PR

과제명 - SBI저축은행 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업PR 캠페인

시장상황

- 저축은행은 1972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 기관
- 카드사, 보험사와 함께 제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수신(예금/적금 등 저축성 상품)과

여신 (신용/담보대출 등 대출성 상품) 업무를 취급하는 종합 금융 기관
-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 이자율 때문에 목돈 관리나 저축을 위해 저축은행을 이용하거나

1금융권(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이용(대출광고 영향으로 ‘저축은행=대출’ 인식 존
재) 
이라는 소비자 편향적 인식이 존재

타깃층/
구매패턴 등

- 캠페인 타깃 : 대한민국 성인 남녀
- 주요 구매 타깃 : 25~55 성인 경제활동 인구

기업 특징 / 
Line up/

주요 USP 등

[저축은행 업계 1위 기업 SBI저축은행] – ‘1등 저축은행＇을 슬로건으로 사용
- 모기업(SBI) : Soft Bank 투자부문이 독립하여 설립된 금융사
- 저축은행 업계 자산규모 1위
- 저축은행 업계 브랜드 평판 1위
- 저축은행 최초 100만 고객 돌파 / 저축은행 업계 수신고 1위
- 중금리 대출 규모 업계 1위

마케팅 상황

- SBI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 1위이나 인지도는 2위
- 저축은행 기업 인지도 : OK저축은행(1위) > SBI저축은행(2위) > 웰컴저축은행(3위)

* 일상적 거래가 이뤄지는 시중은행과 달리, 특수한 경우 찾게되는 저축은행에게 ‘기업 인지도’는 매우 중요한 브랜드 지표
- SBI, OK, 웰컴 3개사가 가장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전개
- SBI는 OK저축은행과의 기업 인지도 격차를 좁히고 웰컴저축은행과는 격차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향 모색

중

기존 광고전략

[SBI가 SBI를 찾습니다 캠페인]
- 주요 경쟁사인 ‘OK’저축은행 & ‘웰컴’저축은행은 직관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기업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SBI’저축은행은

기억하기 어렵고 의미를 짐작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 인지도를 높이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
- 이런 불리한 구도에서 동일하게 기업명을 소비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소비자 스스로 SBI 기업명을 떠올리게 하고 새로운 의미로 생각하게 하는 캠페인을 기획
: ‘SBI’라는 사명의 특징은 세 글자, 그리고 한국인 이름의 이니셜도 대부분 세 글자
: 이런 한국의 작명 문화 특성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S.B.I’ 이니셜을 가진 세상 모든 이름들을 떠올려 찾아내고 제보하는
소비자 참여형 기업PR 캠페인을 전개 중

*캠페인 사이트 : www.iamSBI.co.kr

과제 SBI저축은행 기업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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