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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상 황 분 석

미세먼지제거 (32%)

전반적인 공기 질 관리 (27)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실내 공기 질 관리 (18)

질병 예방 (11)

실내 악취 제거 (6)

기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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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삼성전자
N=800

자료출처: 뉴데일리경제 (업계추산)
단위: 만/ 대

자료출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최근 3년간 1,2월)



성능

48%

가격

31

브랜드

14

쿠쿠도이에따라작년말청정생활가전브랜드인인스퓨어(inspure)를런칭, 공기청정기를출시하였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연맹부산.경남
N=510

0 1 .   상 황 분 석

전기요금
7

자료출처: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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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5

22%

편리한

터치 컨트롤

8,200개의

에어홀

자동 공간

감지 청정

3단계

완전분리 세척

360︒

서라운드

공간케어

미세먼지

입자 별 확인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84.7㎡)
평당 27000원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100m²)

평당 48000원

>



0 1 .   상 황 분 석

자료출처: 다나와통계 (2019.01.01-01.30)

SK매직

발뮤다

쿠쿠

샤오미

다이슨

위니아

코웨이

위닉스

삼성 블루스카이

LG퓨리케어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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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자체조사
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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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리얼미터
N=512



특히공기청정기시장의선두주자들은신뢰도가높은브랜드들이며, 이들사이에경쟁또한치열하다

0 2 .   문 제 점

자료출처: 한국생산성본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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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쿠 전기밥솥의 제품 성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지
않음

매우
좋음

1 5432

4.1

Q.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지
않음

매우
좋음

1 5432

3.2

0 2 .   문 제 점

자료출처: 2549소비자대상자체 FGI
N= 12

자료출처: 자체설문조사
N=125

자료출처: 자체설문조사
N=125

모른다

70.7
알고 있다

4.9

들어만 봤다

24.4

Q. ‘쿠쿠 홈시스’ 의 청정가전 브랜드인
‘쿠쿠 인스퓨어’ 를 알고 계십니까?

제품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인덕션

비데정수기

가족지향적

정직한

친근한

밥솥

이미지

노드(node) : 브랜드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함.
링크(link) : 지식이나 정보의 연결고리
연결 강도 : 지식이나 정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도



관념을타파하고

공기청정기의새로운기준을제시하여

기존시장을흔들어야한다.

즉, 소비자들 마음 속에

“밥솥 잘 만드는 쿠쿠가 공기청정기도 잘 만들까?” 

라는 의문 존재



0 3 .   인 사 이 트

공기청정기 “제품차별화” 경쟁은치열하지만
“어디에두고, 어떻게사용하는지”에대해서는모두같았다.

자료출처: 유튜브

코웨이위닉스

LG삼성 삼성



Q. 거실 이외에 공기청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60.9%

주방

33

침실(방)
4.2

베란다
1.9

화장실

0 3 .   인 사 이 트

소비자또한공기청정기를공간 ‘안’에 두고사용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었다

자료출처: 공기청정기사용자대상자체조사
N=125

Q. 가정 내 공기청정기를
어디에 배치하십니까?

옮기면서 사용 4.3

주방 4.3

침실(방) 12

거실 78.3%

Q. 거실 어디에
공기청정기를 배치하십니까?

구석에

48%

기타

27

쇼파옆에

11%

TV 옆에

9%

한가운데에

27%



0 3 .   인 사 이 트

거실이많은사람들이생활하는공간이라면, 주방은실내미세먼지가가장많이생성되는공간이다

달걀
후라이
1,000

삼겹살구이
1,400

고등어구이
2,400

자료출처: 환경부

찌개
요리
119

볶음
요리
180

미제먼지 주의보 기준: 90ug/ 단위 ug
자료출처: 중앙일보

3시 6 7 8 9 10 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4시

저녁식사준비

아침식사준비
점심식사

준비

생선구이

65
79

438
447

102

63



0 3 .   인 사 이 트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안전하게 세워 둘 수 있음  두 공간 사이에 두고 양쪽 동시에 청정 가능  청정면적이 넓어 거실과 주방 모두 커버 가능



“공기청정기를주방과거실사이에두고필요한곳에조금더가까이옮겨가며쓴다”



주방과거실사이, 가볍게밀고당기기

쿠쿠 인스퓨어공기청정기



쿠쿠 인스퓨어공기청정기

2549 폭넓은 세대와 남녀 모두를 아울러

브랜드 인지도 향상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를 사야만 하는

공기청정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0 4 .   컨 셉

주방과거실사이, 가볍게밀고당기기



TVCF
-주방, 거실, 하루

포털 배너광고

지하철 옥외광고

연애프로그램 PPL

마트 옥외광고

밀당의 정(情)석
-사연 이벤트

-유튜브 브랜디드 컨텐츠

0 5 .   I M C 전 략



주방편과 거실편은 각각 오후 5-6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주말 인기
예능 프로그램 전CM에 편성한다. 
광고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광고 속 모습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실행방안

0 5 .   I M C 전 략

TVCF

주방에 물을 마시러 온 아들이 마침
그 모습을 본다. 

화기애애한 가족의 모습과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의 모습이 보인다.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고 있다.

#2#1 #3 #4

아들이 가족이 모여 있는 거실 쪽으로
공기청정기를 쓱 밀며 미소를 짓는다.

(NAR: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이 광고를
보고 있는 지금)

(NAR: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가 거실로
당겨져야 할 때입니다.)

(NAR: 주방과 거실 사이, 가볍게 밀고
당기기.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땀을 흘리며 고등어를 굽고 있는 아빠. 지나가던 장모님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쳐다본다.

주방의 모습과 공기청정기가 한 컷에
담긴다.

#1 #2 #3 #4

장모님이 사이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주방 쪽으로 살짝 민다.

(NAR: 맛있는 저녁밥이 준비되는 지금) (NAR: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가
주방으로 당겨져야 할 때입니다.)

장모님: 김서방 고등어가 아주 맛있겠네~

(NAR: 주방과 거실 사이 가볍게 밀고
당기기,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광고 스토리와 편성시간에 타겟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잠재니즈를 인식시킬 수 있다. 
TVCF라는 매체 특성과
광고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넓은 커버리지에 도달할 수 있다.

실행방안

0 5 .   I M C 전 략

기대효과

#2#1 #3 #4

#5 #6 #7 #8

공기청정기가 클로즈업 되며 카피와 로고가
나타난다.

동이 튼다 – 공기청정기가 중앙에
위치해 있다.

하루동안 공기청정기가 주방과 거실
사이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대에 따라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곳이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전달한다.

TVCF

(NAR: 필요한 곳에 더 가까이 가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아침 준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공기청정기 역시 창문 쪽으로 이동해 있다.

점심 먹기- 공기청정기가 간단하게 점심을
먹는 여성에게 가까이 있다.

빨래 개기- 거실에 앉아서 빨래를 개는 가족.
마찬가지로 그에게 다가가 있는 공기청정기.

저녁 준비- 저녁 식사 준비로 연기가
자욱한 주방. 공기청정기가 빨간 불을
빛내며 주방에 가까이 있다.

TV 시청- 가족이 모여 함께 TV를 시청하는
시간. 역시나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공기청정기.

취침- 모두가 잠든 밤, 다시 중앙으로
되돌아 온 공기청정기.

(NAR: 주방과 거실 사이, 가볍게 밀고
당기기.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포털사이트에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의
배너광고를 게재한다. 시간에 따라 주방
혹은 거실로 달라지는 배경에 공기청정기
아이콘을 드래그 한다. 공기청정기를
알맞은 곳으로 끌어 놓으면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한다.

0 5 .   I M C 전 략

실행방안

기대효과
포털사이트의 이용 연령층이 다양한 만큼
메인 타겟층인 2549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배너 광고란이
미세먼지 칸 근처에 위치하여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포털 배너광고

[모바일 배너광고][PC 배너광고 주방 편, 거실 편]



지하철 스크린 도어 양쪽에는 주방과 거실
배경의 이미지를, 문에는 공기청정기를
부착한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공기청정기가
각각 주방과 거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0 5 .   I M C 전 략

실행방안

기대효과
출퇴근 인구를 기반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 문이 열고 닫히는 동작을
이용하여 단순한 이미지 배치 이상의
영상광고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지하철 옥외광고

[스크린도어가 닫힌 모습] [스크린도어가 열린 모습]



2030세대에게 인기있는 연애 프로그램인
‘하트시그널3(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에
PPL을 한다. 남녀가 한집에서 동거를 하며
썸을 탄다는 프로그램의 내용상 주방과
거실이 썸을 타는 주된 공간으로 나온다. 
이때 주방과 거실 사이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한다.

0 5 .   I M C 전 략

실행방안

기대효과
연애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인 남녀간의 썸,
밀당이 컨셉과 일치하며, 공기청정기를
밀고 당기는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용
모습을 노출 시킬 수 있다.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높고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짤’을 제작, 확산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바이럴을 유도할 수 있다.

연애 프로그램 PPL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밀당 예시]



대형마트의 에스컬레이터 벽면에는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는 이미지를, 카트에는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를 부착한다. 카트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공기청정기가
주방에서 거실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0 5 .   I M C 전 략

실행방안

기대효과
대형마트는 주로 가족단위의 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와
카트를 결합한 독특한 광고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기억될 수 있다.

마트 옥외광고

[에스컬레이터 벽면 이미지 확대] [쇼핑 카트 이미지 확대]



정(情)이 있는 모든 사이에는 밀당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밀당의 정(情)석“ 
사연 이벤트를 진행한다.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만의 마이크로
사이트를 제작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주방과 거실의 배경과 함께 가운데에
공기청정기 이미지가 나온다. 시간대와
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알맞게 공기청정기를
드래그하면 사연 이벤트 창으로 들어갈 수
있다.

0 5 .   I M C 전 략

실행방안

기대효과
시간대별로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할 곳이
달라진다는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또한 간단한 게임형식으로 재미있게
컨셉을 알릴 수 있다.

밀당의 정(情)석 – 사연 이벤트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마이크로 사이트]



다양한 관계를 카테고리화 하여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밀당”에 대한 경험담을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사연에 공감 버튼을
눌러 공감 수를 측정할 수 있게 하여 각
카테고리 별로 공감수가 가장 많은 사연을
하나씩 뽑는다. 선정된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를 상품으로
지급하고 유튜브에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 한다.

0 5 .   I M C 전 략

실행방안

기대효과
사연을 작성하고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의 컨셉을 인식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쿠쿠
인스퓨어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여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연 이벤트 창]

밀당의 정(情)석 – 사연 이벤트



사연 이벤트에서 카테고리별로 공감수가
가장 많은 사연을 선정하여 유튜브 브랜디드
컨텐츠로 제작한다. 웹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여 쿠쿠 공식 채널에 업로드 한다.

0 5 .   I M C 전 략

실행방안

기대효과
웹 드라마의 화제성, 인기를 이용하여
쿠쿠 인스퓨어 브랜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공식 채널로 타겟을 유입, 
구독자 수를 높여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유튜브 브랜디드 컨텐츠 예시]

밀당의 정(情)석 – 유튜브 브랜디드 컨텐츠



주방과 거실 사이, 가볍게 밀고 당기기

‘어떤’ 공기청정기인지의 경쟁 이미 과열

좋은 공기청정기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제시하자!

제품의 USP + 브랜드 이미지의 신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