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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롯데칠성음료 주류BG 브랜드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 

출품부문 기획 부문 

과제명 
신제품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로 브랜드 스위칭을 유도하고  

영타깃의 아이콘 맥주가 되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 아이디어 

과제 문의 김지현 CⓔM | niche@daehong.co.kr  

 

1. 브랜드 소개 

 2014년 4월 ‘클라우드’ 론칭 

경쟁사 대비 제조 과정에서 물을 섞지 않는 ‘Original Gravity 공법’을 특장점으로 가짐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물 타지 않은 맥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2020년 6월 신제품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 출시 

강력한 탄산과 100% All Malt로 신선하고 청량한 맥주 신제품 탄생 

 

2. 시장 상황  

 (가정 채널) 수년간 다양한 맛과 저가 공세로 수입맥주의 소비량이 많았으나,  

최근 코로나19 이슈와 일본 불매로 인해 수입맥주의 성장세는 정체 중인 상황 

 (유흥 채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는 ‘카스’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테라’, 그리고 뉴트로 감성을 내세운 ‘오비라거’ 등 국산 맥주 간 경쟁이 심화 

 (소비자) 워라밸에 대한 관심과 홈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등으로  

술자리 빈도가 감소하고 간소화 되는 등 주류 문화도 변화하고 있음 

 

3. 브랜드 상황 

 기존 ‘클라우드’는 물을 타지 않아 ‘진하고 풍부한 맛’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맥 위주의 술자

리와 기름진 안주를 즐겨먹는 식문화로 인해 ‘가볍고 청량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음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탄산 함량을 높이고 비열처리공법으로 신선하고 생생한 맛이  

살아있는 초신선라거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 출시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클라우드 오리지널’ 가격 조정 및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의 신제품 

프로모션 등으로 경쟁사 대비 가격적 우위에 있음 (편의점, 마트 기준) 

 또한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는 그립감과 휴대성이 좋은 330ml의 Sleek캔 도입으로 차별화 

 

4. 해결 과제 

 기존 습관적으로 먹던 맥주에서, 신제품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로의 브랜드 스위칭을  

유도하고 영타깃의 아이콘 맥주가 되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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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커뮤니케이션 타깃 

 2029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남녀 

 

6. 기타 및 유의사항 

 유흥 채널(식당, 술집 등) 또는 가정 채널(편의점, 마트 등) 중 주력 채널을 택일하여 제안 

 기존 ‘클라우드 오리지널’의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만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슈를 만들고, 쉽게 바이럴 될 수 있는 키워드 아이디어 (예: 잘생맥

주, 블루클라우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