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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KT 브랜드 기가지니 

출품부문 기획 & 작품 

과제명 기가지니 선호도 제고 및 이용 의향증대를 위한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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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소개  

 KT의 인공지능 스피커 셋톱박스 

- TV에 연결하여 셋톱박스로 활용되며, 스피커 단독으로도 활용 가능(하만카돈)  

- 기가지니 2, 기가지니 LTE, 기가지니 테이블TV 등 소비자 활용도에 맞춰 

다양한 디바이스 선택 가능 

- 올레tv 셋톱박스로써 VOD 다시보기 및 KT만의 특화컨텐츠 제공  

(가입자 수 1위인 올레tv 기반으로, 시청 가능한 VOD컨텐츠 우위) 

- 시청자와 인터랙티브 가능 

 

2. 시장 상황  

 해외브랜드 Google Home, 아마존 Echo 등 필두로 인공지능 스피커 카테고리 생성 

 국내 직접 경쟁자인 SKT NUGU, U+ 클로버 등 통신사 간 경쟁 심화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개인당 TV 시청시간 증가 추세 

 

3. 브랜드 상황 

 유선강자 올레tv의 컨텐츠력과 KT 기술이 결합하여 사용자 니즈에 맞춰 지속개편 중 

 최근 KT만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키즈, 시니어, 반려동물 가족,  

1인가족 등 특정 타깃에 어필할 수 있는 자체 및 타 브랜드 콜라보 컨텐츠 개발 중  

 코로나19 이슈로 떠오른 언택트 시대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  

- 집에서 즐기는 컨텐츠(영화 및 드라마 다시보기, 홈트, 명상 등) 

 

4. 해결 과제  

 ‘KT - 기가지니’의 선호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고전략 및 캠페인 아이디어 

- 기가지니 브랜드 선호도와 호감도 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가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캠페인 전략과 아이디어 제안 (상황분석에 근거한 별도의 목표 제안 가능) 

 

5. 커뮤니케이션 타깃  

 Main Target: 30대 이상 남녀  

 Sub Target: 2029 – TV 접촉률이 급격히 떨어지며, 주로 개인 디바이스 활용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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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및 유의사항 

 현재 모델 활용 지양, 신규 모델 제안 가능 

 사용 가능한 매체 제한 없으며, 아이디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툴 자유롭게 제안 가능 

 기본적으로 ‘기가지니 브랜드’ 선호도와 이용희망 제고가 과제이나, 다양한 기가지니 종류 

중 ‘특정 디바이스만 선택’하여 제안하는 것도 가능 (예: 기가지니 테이블TV에 집중한 전략 

및 크리에이티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