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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KJBEARS 캐릭터를 각종 금융상품과 인터
넷·스마트·모바일웹뱅킹과 같은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
서 고객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카드 및 통장 등 금융상품과 비대면 채널 금
융 프로세스에 KJBEARS 캐릭터를 디자인으로 활용한
다. 지금까지 상품의 디자인보다 할인율과 금리 혜택 등
에 관심이 더 컸다면 이제는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담
아낸 상품의 디자인 또한 금융 소비 선택에 중요한 영향
력을 미친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펫팸(PetFam)족을 겨냥해 광주은행에서 출시한 ‘멍이냥이카드’
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서 이용할 때 10% 캐시백을 제
공한다. 이러한 금융 혜택에 고객의 반응이 뜨거웠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시선이 머문 곳은 자신의 반려동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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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카드에 삽입해주는 서비스였다. 자신의 반려동물

1 광주은행 캐릭터 런칭식 2 광주은행 캐릭터 런칭식에 송종욱 은행장이 참석했다.

사진이 담긴 나만의 카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광주은행 캐릭터
‘KJBEARS’ 웅이·달이·단지를 소개합니다!

또 메신저 이모티콘, 캐릭터 인형 등 고객을 위한 굿즈
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에서 광주은행에 대한 친숙한 이
미지를 부각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예
정이다.
광주은행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네트

3 광주은행 전경 4 광주은행, 펫팸족 위한 ‘멍이냥이카드’ 출시

지난 6월 광주은행 본점에서는 새로운 가족 ‘KJBEARS’ 웅이와 달

기존의 틀에 박힌 정보전달식의 마케팅이 아니라 캐릭터를 통해

워크 서비스(SNS)를 매체로 광주은행의 각종 정보, 행

이, 단지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릭터 런칭식이 열렸다.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품 정보 전달은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사, 신상품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공유 활성

런칭식에서는 오랜 기간 고심해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담아낸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로운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

화에 힘쓰는 한편, 은행의 상품과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의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런칭식에서 “고객 중심·지역 밀착경영으로

캐릭터에 대한 탄생 배경, 앞으로의 홍보 마케팅 전략 등이 공개됐

는 유스(Youth)고객을 유인해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데도 캐릭터 마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톡톡(Talk-Talk) 자문

항상 고객의 가장 가까이에서 인생의 동반자, 금융 파트너가 되고

다. 임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웅이·달이·단지’의 첫걸음을 축하

케팅 활용은 유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 여러 방면에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광주은행 캐릭터

했다.

개발 또한 금융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고

‘KJBEARS’ 캐릭터 개발은 기존에 금융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경직

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더 행복한 금

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 친근한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가길 소

융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망하는 광주은행의 새로운 도전이다.

고 말했다. 송 행장은 “상품 및 프로세스 개

금융의 디지털화와 생활밀착형 금융 패턴이 대두하고, 갈수록 치열

발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에서부터 고객님과

한 금융환경 속에 주거래은행의 개념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시대

마음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까지 캐릭터를

에 단순 금융서비스 제공은 더는 고객의 만족을 끌어낼 수 없다는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광주·전남 대

고민에 봉착한 광주은행이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표은행을 넘어서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

시작했다.

히 다지고, 고객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금

KJBEARS는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에게 ‘광주은행’ 브랜드에 대

융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한 매력을 보일 수 있는 마케팅과 함께 고객과 소통의 통로를 더욱
넓혀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브랜드에 빛을 더하기 위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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