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서 까사미아(신세계 까사) 까사미아 브랜드 캠페인

과제명 영타겟의 까사미아 경험 확대를 위한 IMC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안

시장상황

- 코로나로 인한 집콕 열풍, 집에 대한 가치가 진화되며 국내 홈 인테리어 및 가구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지속 성장 중
: 가구 브랜드 들의 매출 성장은 물론 랜선집들이, 방스타그램, 집스타그램, 거실 포토존 등 ‘보여주는 집’, ‘집꾸미기’ 등
홈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트렌드 증대

- 국내 주요 가구 브랜드(한샘, 리바트 등)들 역시 해당 트렌드에 맞춰 토털 인테리어 브랜드를 표방하며
맞춤 패키지 가구(ex. 30평형가구 패키지 세트), 토털 인테리어 서비스(ex. 맞춤 시공 가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타깃층/구매패턴 등

- Demographic : 2544 여성
1) Main Target : 신규 수요(2539) – 독립, 결혼을 앞두고 가구를 구매하려는 고객
2) Sub Target : 교체 수요 (3544) – 이사, 홈 인테리어 등으로 새로운 가구를 구매하려는 고객

- Life Style 특성
: 대중적인 트렌드를 따르기 보다는 자신 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소비함
: 자신의 감각과 안목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지라도 선택하고자 하는 특성

제품 특징 / 
Line up/

주요 USP 등

까사미아 브랜드 소개

- 홈퍼니싱 A-Z를 제공하는 토탈 리빙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거실, 홈오피스, 베드룸, 다이닝 등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내 모든 퍼니싱(가구 및 소품) 제공

- 2018년 신세계가 인수하면서 Premium, Luxury 한 디자인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하는
Affordable Luxury Lifestyle Brand를 표방

- 최고를 사용하고 최고를 지향하는 까사미아의 철학
1) 심미적 아름다움은 물론 편안한 착석감까지 고려한 제품 제작

ex) 캄포소파 – 100% 구스 충진재로 복원력과 착석감까지 고려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소파
2) 제품의 안보이는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 – 유약, 경첩, 마감재 등 고객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최고 품질의 소재 사용
3) 제품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한번 출시 후 개발을 멈추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피드백 및 더 나은 사용성을 위해 출시 후에도

지속적 연구 개발 반영
4) 디자이너스 컬렉션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와 콜라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디자인 경험 제공

ex) 파트리사 우르퀴올라 컬렉션 등
5 ) 까사미아 셀렉트 – 세계의 혁신 기술 및 디자인 제품을 선별하여 가장 먼저 국내에 소개

ex) 휴먼스케일 – 애플체어라고 불리는 인체공학적 오피스 체어 / M114 – 스페인 모듈 가구 등) 

❖ 까사미아 브랜드 아이덴티티 < Life Scene Maker >

현대인들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닌
나만의 취향과 감각을 오롯이 담아낸 공간이기에,  
까사미아는 오직 당신의 집을 생각합니다

럭셔리 미학이 배어있는 상품과 공간 스타일링에 대한 감각으로
당신만을 위한 하나의 완벽한 장면을 연출하는 lifestyle scene maker입니다



마케팅 상황
- 2021년 브랜드 최초 TVC 광고 집행
- 2021년 부터 적극적인 드라마 및 예능 PPL진행
- 신세계 백화점 내 까사미아 체험존, 한옥 호텔 등과 콜라보 활동

기존 광고전략

- 신세계 인수 후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진 까사미아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및 선망적 아이덴티티 구축 하고자 함

❖ 2021년 까사미아 캠페인 Theme < 까사라는 신세계 >
① 좋은 가구(까사미아)가 있는 집(casa)에 새로운 세계(아름답고 새로운 Scene)를 만날 수 있다는 Brand Promise 
② 신세계와 만나 더 고급스럽고 새로워진 까사미아의 Brand Image 전달

해결과제

- 까사미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으나 가구 시장 내 대표 브랜드서 까사미아를 떠올리지 않는 상황
: 까사미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 가구 브랜드 하면 패키지 가구 브랜드, 토털 가구 브랜드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

- 까사미아가 기존 Mass 브랜드인 한샘, 리바트와는 다른 레벨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게 만들기
→ Affordable Luxury Lifestyle Brand(Life-Scene Maker)  vs. 토털 패키지 가구(Mass 브랜드)

- 과거 까사미아를 알던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까사미아의 디자인이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존재하는 반면, 
최근 가구를 처음으로 접한 젊은 세대들에게 까사미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

: 브랜드의 역사가 깊은 만큼 까사미아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급, 프리미엄 이미지가 존재하나,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는 트렌디한 브랜드, 떠오르는 브랜드라는 인식 형성이 필요

: 이케아, 한샘, 리바트 등 체험형 매장으로 탈바꿈 등 최근 가구 시장 내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경쟁사 대비
까사미아의 경우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활동 및 News 생성 필요

→ 젊은 세대들에게 까사미아의 호감도 및 프리미엄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IMC 활동 제안

담당자 연락처 myrave@hsad.co.kr (김수홍) / suji@hsad.co.kr(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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