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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AMPAIGN ORIENTED COMPANY

온-오프라인전반에걸친홍보전략제안과제작을 전문으로하는에이전시입니다. 

웹사이트구축, 온라인광고, 스마트폰앱등에걸친 다양한제작과

영상물, BI, 인쇄물은 물론카드뉴스, 웹자보등SNS 홍보를위한전략수립과실행을

매우효과적으로해내는집단입니다.

기술기반, 

전략기반, 

무엇보다디자인중심으로디지털커뮤니케이션을해나갑니다. 

그것은역량있고관록있는두스페셜디렉터가있기에가능합니다.

피싱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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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profile

3

E-mail: funnyone@fishingtree.com

윤주협 / 공동대표 Chief Creative Officer

• 현 피싱트리 대표이사

• 디자인블루 멀티미디어 사업부 기획총괄

• 아이러브스쿨 마케팅팀

• 프리랜스 카피라이터

•서울예술대학 광고창작과 졸업(1992~1996)

• 저서: ‘기분좋게 속여라 성공웹카피전략’
‘더 기분좋게 속여라 웹카피전략 2.0’

•디자인정글 컬럼 ‘웹카피 발전소’ 연재(종료)

• 월간 웹 ‘이달의 웹카피’연재(종료) 

• 덕성여대, 숙명여대 등 웹크리에이티브 및 웹카피 다수 출강

•현 피싱트리 대표이사

•디자인블루 멀티미디어 사업부 디자인총괄 / Creative Director

•디자인파크 / Art Director

•성균관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1993~2000)

•저서: ‘스퀘어드 캠페인’

•webdesign 선정 ‘2005 대한민국 10대 아트디렉터’

•굿디자인웹2005~ 심사위원

•2006년 웹어워드 최고 평가위원

•경기문화재단 디자인부문 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부천대학교 등 크리에이티브 특강

•Webdesign 등 다수 웹크리에이티브 컬럼 기고

•Websmedia Creative conference 외의 다수 강사

E-mail: fishingtree@fishingtree.com

박종성 / 공동대표 Chief Creative Officer



피싱트리는대한민국 ‘최초’를 고집해왔습니다.

FIRST MOVER

fishingtree’s Differentia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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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MovieInteractive ARInteractive

한국 최초의 QR코드마케팅, 한국최초의 증강현실 마케팅, 한국최초의 히어로 애니메이션,
한국 최초로 3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스마트폰 앱, 한국 최초의 인터렉티브 무비,
한국 최초의 N-Screen기반 사이트.

상상력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최신 트렌드와 테크놀로지부터 확보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아반떼히어로캠페인 현대자동차아반떼히어로캠페인 현대자동차쏘나타 AR 캠페인

대한민국최초의 QR코드마케팅 대한민국최초의개인화애니메이션 대한민국최초의인터랙티브 AR



fishingtree’s Differentiat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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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트리의포트폴리오는한편의 버라이어티쇼입니다.

VARIETY

유저들이 원하는 것은 계몽주의적 메시지가 아니라 10분짜리 즐거움입니다. 
이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이론, 작편곡이 가능한 내부 시스템, 바이럴필름 제작으로 갈고 닦은 자체적인 스토리텔링 이론 등
피싱트리의 크리에이터들 스스로가 즐기는 모든 것에 대한 전문성이 피싱트리의 자랑입니다. 

Game Music Entertainment
현대자동차고연비기술소셜캠페인 기아자동차 GBCS 소셜캠페인 LG전자유로2012 소셜캠페인

스마트폰과페이스북이연동되는특이한사용성 우리모두를작곡가로만들어주는놀라운어플리케이션 A매치앞에서는모두가도박사, 평론가



fishingtree’s Differentiation 03

피싱트리에게크리에이티브는 ‘성과’를 위한 도구일뿐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정량적인 목표의 달성은 이미 정성적인 목표를 달성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Trend, Target의 공통분모를 정확히 꿰뚫는 캠페인 설계능력으로
광고주의 기대, 그 이상을 여러 차례 달성한 피싱트리의 insight와 만나보십시오. 

300,000 3,000,000 25,000

RESULT

downloads views fans

현대자동차투싼 IX 아이폰앱 삼성 ATIV Smart PC 바이럴필름 기아자동차 Picanto 페이스북글로벌캠페인

홍보용앱최초로앱스토어 1위! 마케터도예상못한 300만뷰의위엄 2주만에 fan 수를 2배늘려버린게이미피케이션의힘!



iF DESIGN AWARD 2016. fishingtree Brand Design Winner.



[UX] 사용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의 일관성

01.

편의성이냐, 심미성이냐의지루한논란이곧UI, UX의역사입니다. 

그러나피싱트리가추구하는사용자경험은

그두가지기준을넘어이야기의일관성, 메시지와의통합성을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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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tree creative [삼성카드] “SNACK” 통합 UI 디자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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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삼성카드 UX Lab과선행 연구를통해

삼성카드통합 UI Design Guide 제작.

UX Lab 내의 모든 UX Practitioner,

삼성카드와 협업을 하는 디자인 업체와 개발 업체들, 

삼성카드 내 임직원 (현업, 디지털 본부 유관부서)들을 위한 가이드로 이용

fishingtree creative



fishingtree creative [SK플래닛] “11번가” Digital UI Consulting & Guid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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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서비스유형 및 정보성격에 맞는 다양한모듈을

체계적인시스템으로제작.

11번가의 통합 UI Guideline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Project LOGO’ 진행.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11번가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공통 표준 UI 디자인으로

부서간 효율적 Co-work 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실행력을 통해

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



fishingtree creative [네이버] “네이버 카페” 선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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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네이버 카페 모바일의 기존 서비스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UX/UI 선행 프로젝트 진행

fishingtree creative



fishingtree creative [현대라이프] “현대라이프 제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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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나에게필요한 보험은뭘까?

보험의 필요성은 알지만, 막상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할지 시작부터 막히기 마련이다. 

당장 가입 해야만 할거 같은 보험설계사와의 부담스러운 만남조차 필요 없이 심리테스트 하듯 간편하게

내 나이와 성별, 직업과 결혼여부, 생활 패턴 등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알아보고

추천설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fishingtree creative [LG전자] “LG Mobile”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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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앱이야? 웹이야?

복잡하기 그지 없는 기존사이트를 혁신적으로 심플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모바일 웹은 마치 잘 뽑아낸 스마트폰 앱처럼 경쾌한 사용감을 디자인. 

철저히 제품중심으로 접근한 정보설계가 그 비결이었다.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PYL” 캠페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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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PYL Lifestyle Lab.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Metro UI는 계속적으로 바뀌는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가독성과 접근성 향상.

PYL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심리테스트 빙고 게임을 통해 나의 CAR life style을 분석해볼 수 있는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하였다. 



fishingtree creative [캐논] “플레이샷” 캠페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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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캐논의새로운 사진문화, 플레이샷을확산하다

캐논의 새로운 사진문화 컴페티션 플레이샷 캠페인 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제작.
우측의 경우 다양한 사진이 총 7개의 알고리즘으로 소팅되도록 구성했으며 좌측의 경우 캠페인 소개영역으로 구성. 각각의 목적성에 충실하게 구현했다.
모바일 사이트의 경우 별도의 앱 없이 모바일 웹상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 업로드 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구현하여 스마트폰 사진의 참여의 장벽을 낮추었다.



fishingtree creative [국민은행] “KB 스타뱅킹” 아이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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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KB STAR UX/UI Smartphone app. KIOSK UI

KB의 전통컬러가 고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거리감을 준다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보다 고객 친화적이고 실물감 있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다가서 호평을 받은 KB 스타뱅킹의 스마트폰 앱 프로젝트.



fishingtree creative [국민은행] “KB STAR KUBE” installation application 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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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터치기반의 사용자 주도형 경험을 제공한다.
정보의 중요도,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 UI



fishingtree creative [삼성전자] “삼성 프린팅 카탈로그” 스마트폰/태블릿PC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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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삼성전자 글로벌 프린트 세일즈 키트 역할을 하는 이 앱은 전세계 모든 리셀러들의 영업활동에 실제로 크게 기여를 한 삼성전자 B2B 앱 최고의 히트작이다. B2B 프린트 시장은 워낙
방대한데다가 언어, 국가, 제품별 소모품과 액세서리, 부속품들이 모두 달라 혼란 그 자체였다. 실무자 조차도 완벽히 파악이 안 되는 복잡성 높은 DB를 6개월의 장기 컨설팅을 통해
정리하고, 다시 고객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궁극의 UX를 설계했다.



fishingtree creative [SK텔레콤] “이상하자“ 캠페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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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SK텔레콤의 2015 캠페인 테마인 ‘이상하자’의 웹사이트.

광고의 공식을 철저히 깨며 드라마의 포지션으로 캠페인을 전개,
제작발표회 생중계 부터 다양한 이벤트로 한 몸에 인기를 모았다.

특히 wall paper 콘텐츠는 PC 사용자라는 사용 맥락(context)에 착안하여 입체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한 결과, 이상하자 캠페인 사이트의 1위 콘텐츠로 등극할 수 있었
다.



fishingtree creative [LG전자] “Optimus bright” 마이크로사이트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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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안녕하세요, 일본

국내 “옵티머스 블랙” 마이크로사이트 제작의 연장선으로 일본향 마이크로사이트 추가 제작된 사례로, 국내와는 또 다른 일본의 현지 웹사이트를 벤치마킹 하여 현지의 트렌드를 반
영하였다. 일본 현지 클라이언트와 core하여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국내에서 진행하였고, Full Flash 사이트로 스크립트 모션을 재치 있게 이용하여 사이트의 재미요소를 곳곳에
가미하였다.



[MUSIC] 캠페인이 끝나도 음악은 남는다

02

음악을빼놓고는최근의캠페인트렌드를말하기어렵습니다

작/편곡, 작사, MIDI, 연주자등다양한커리어를가진인적구성이라는자양분과

음악과웹프로그래밍에대한풍부한경험이있기에

성공적인음악캠페인을약속드릴수있습니다

이시대의MUSE들과만들어낸음악과영상들

21



fishingtree creative [삼성전자] “삼성 ATIV smart PC” 페이스북 캠페인 및 바이럴 무비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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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EXO 신드롬은이 캠페인으로시작되었다

당시 소수의 팬덤만을 가진 EXO를 주인공으로 한 뮤직비디오형식의 바이럴 무비는 유튜브에서 2주 동안 324만 뷰 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다. 

페이스북에서는 S Pen, S Gallery, S Note등의 feature를 체험할 수 있는 나만의 티셔츠 그리기 캠페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삼성 노트북 온라인 캠페인 사상 최고의 기록을 달
성했다. 



fishingtree creative [웨이버스] “CARBY” 온/오프라인 캠페인 통합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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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수입차를 쉽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CARBY 온/오프 통합 마케팅 대행사로 선정되어 고객 관점에서 수입차 구매의 불편함, 가격에 대한 불신을 전환시키는 TV CF 제작. 이와 온라인
/인쇄/라디오 광고 집행을 통해 입체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통해 광고집행 1개월 만에 CARBY 사이트 트래픽이 약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개발을
진행하였다.

[TVCF] [인쇄광고]



fishingtree creative [삼성전자] “삼성 울트라북” 페이스북 캠페인 및 바이럴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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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당신이만든, 당신이 주연인뮤직비디오

삼성 울트라북 노트북의 1TB storage와 강력한 퍼포먼스를 어필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한 테마송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40만 뷰를 기록하며 삼성 노트북의 모든 바이럴 필름
의 조회수 기록을 연일 갱신했다. 페이스북에서는 뮤직비디오 안에 유저의 친구들의 사진과 favorite 이미지들이 영상에 합성되어 등장하며 이 모든 것이 울트라에 들어갈 만큼 대
용량임을 어필했다.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PYL” 캠페인 웹사이트

25

MUSIC

오디션의최강자들, 그중에서 최강자를당신이결정한다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들의 물러설 곳 없는 재 대결!
국내 최초로 엔터테인먼트 社인 SM과 공동으로 앨범 제작은 물론, 온라인 특히 각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들이 펼치는 유니크 배틀 콘텐츠로 수많은 이슈와 호응을 끌어냈다.



fishingtree creative [LG전자] “LG Optimus” 페이스북 캠페인 및 바이럴 무비

26

MUSIC

슈퍼주니어헌정콘서트의 주인이바로 당신이라면?

- LG Optimus Super Concert with Super Junior

슈퍼주니어와 F(x)가 등장하는 가상의 콘서트를 페이스북 안에서 체험한다.

멤버를 선택해 가상의 통화를 하는가 하면 이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인터랙션
을 제공한다.

유저는 슈퍼주니어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선물 받고, 한국공항에 도착해 멤버들에게 에스
코트 받아 오직 ‘나’만을 위한 콘서트장에 도착하게 된다. 콘서트 장에서는 페이스북에 남
겨진 내 사진들이 무대에 등장하며 슈퍼주니어가 나에게 바치는 노래를 감상하는 스토리
가 화면에 펼쳐진다. 

* 대상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완,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2012 신형 i30” 마이크로사이트 및 인터랙티브 무비

27

MUSIC

버벌진트의달콤한랩과 절묘한인터랙션의조합

많은 광고 속 매력적인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맡아온 가수 겸 성우 버벌진트는 본업인 래퍼의 장기를 살려 랩으로 카피를 대신하자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5가지 주요 Feature들을 각각의 특색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상황을 미장센 한 후 RAP 작곡을 위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버벌진트와의 미팅을 통해 5가지의 RAP을 완성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연출과 영상미를 위한 MCC 카메라 기법을 통해 한 프레임 안에 동시에 여러 명의 버벌진트가 등장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제품을 노래하는 각각의 재미있는
인터랙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싼타페” 캠페인 웹사이트 및 바이럴 무비

28

MUSIC

감성변태유희열, 신보라와‘용감한남매들’결성! 

감성변태라는 멋진 별명을 가진 프로듀서 유희열과 개그맨 신보라가 6촌 관계라는 사실이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 점에 착안하여 ‘신보라가 가수가 되려 하고, 
6촌 오빠인 유희열이 도움을 준다’라는 스토리로 6편의 개그드라마와 1편의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을 거두었다.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IP TV 등 화면 사이즈에 따라 가변적으로 화면 레이아웃이 변형되는 N스크린 구현도 관심을 모았다.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2011 신형 VELOSTER” 온/오프라인 마케팅

29

MUSIC

대한민국의스타가모두 모인 리얼리티쇼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는 완전한 통합마케팅으로 진행되었다. 

피싱트리는 온라인상에서 15일간 펼쳐지는 초유의 런칭쇼를 실시간 중계(웹사이트, 모바일), 모바일 투표, 미션 영상 제작 및 배포 등 탄탄한 파트너쉽으로 지원했다. 



[MOVIE] 바이럴 필름은 캠페인의 첫번째 선순환고리

03

뮤직드라마의문법, hands on video의문법, 

바이럴필름의문법, CF의문법은같은듯모두다릅니다. 

창업초기부터다양한히트영상들을제조해온

피싱트리의노하우를살펴보시겠습니다. 

캠페인전체를부스트업하는피싱트리영상의노하우

30



fishingtree creative [삼성전자] “삼성 Smart PC” 홍보 영상

31

MOVIE

윈도우8도역시삼성임을 1분의영상에 담다

WINDOWS 8이 기본 탑재된 삼성의 smart PC 제품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가족 구성원들의 Life style과 엮어내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연출.

http://www.youtube.com/watch?v=BG0vNkXWR4s



fishingtree creative [삼성전자] “삼성 Chromebook” 홍보 영상

32

MOVIE

크롬북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제시하다

ChromeBook의 주요 구매 타겟이 되는 세대들의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주는 Concept video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들만의 Life Style을 제품의 특징과 접목하여 연출하
였음. http://www.youtube.com/watch?v=jXTGL99RHn8



fishingtree creative [삼성전자] “삼성 NFC 프린트 기술” 홍보 영상

33

MOVIE

탭 하라, 프린트될것이다

TAP & PRINT - NFC 프린트 기술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라는 제품의 주요 키워드를 전달하기 여러 가지의 직업 군을 통해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주는 컨셉 비디오. 뉴욕
타임스퀘어의 삼성전자 광고 디스플레이어에서 노출 되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1CWkolspWvo



fishingtree creative [삼성전자] “삼성 HELLOW 에어컨” TV CF

34

MOVIE

에어컨의바람이조금 더 똑똑해진다면?

지친 하루와 더위, 피로함과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려면 바람이 아빠의 옷까지 벗겨주면 어떨까? 전기료로 고민하는 엄마의 한숨까지 날려버리려면 바람이 길고 긴 전기요금 고지
서를 짧게 줄여주면 어떨까? 밤에도 안심하고 쾌적하게 온도를 유지해주는 Good-sleep기능을 표현하려면 바람이 아이의 옷을 시원한 잠옷으로 갈아 입혀주면 어떨까? 
이러한 상상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간 TV-CF는 그 안에서 동남아 소비자가 동경하는 따뜻한 family감성까지 담아 연출했다.



[GAMIFICATION] 몰입, 중독, 확산의 비밀

04

게이미피케이션은산업전분야에서각광받는이론입니다. 그러나온라인캠페인분야에서는이개념이등장하기전부터널리사용되어왔습니다. 온라인캠
페인의게이미피케이션을선도해온피싱트리의노하우를살펴보시겠습니다

35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2010 신형 AVANTE” 마이크로사이트 및 바이럴 필름

36

GAMIFICATION

온라인과오프라인접점을모바일과 QR코드로 연결한입체적마케팅

아반떼 웹사이트를 위한 스페셜 컨텐츠로 제작된 히어로 무비는 본인이 영상의 주인공인 히어로로 밝혀지는 반전의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 히어로무비는 웹사이트에서 큰 반향을 얻어 이후 극장용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아반떼의 전사적인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아반떼의 모바일웹은 모바일 버전 카다로그의 역할은 기본이며 ‘히어로를 찾기 위해 도시의 미스터리를 밝혀내는’ 캠페인을 위해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에 탑재된 QR를 인식하며 작동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QR코드 마케팅이었다.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2010 남아공월드컵 온라인 캠페인” 웹사이트

37

GAMIFICATION

남아공월드컵과함께한 샤우팅게임의 열풍

매일 변하는 월드컵의 상황과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지원하
기 위한 개방형의 구조로 메인 화면이 설계되었다. 스마트폰 앱은 월드컵응원을 위한 거
의 모든 것이 담긴 도구로써, 제스쳐에 대응하는 5박자 응원, 직접 월드컵 댄스를 배워보
는 응원댄스 배우기, 함성을 질러 샤우팅 지수를 측정하고 결과를 웹서버로 보내 합산하
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였다.

현대차월드컵공식웹사이트

다음 등 온라인 포탈의 지면 전체를 활
용한 특수 변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
시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유저들이

느낀 임팩트와 감상이 빠른 속도로 공유
/ 확산됨월드컵모바일웹응원도구모음앱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Happy New Year, Happy New Thinking” 캠페인

38

GAMIFICATION

지금 당신의기억을조각모음 중입니다

나의 1년간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감성적인 영상에 합성해서 1분간 감상하고, 새해 다짐을 기록하면 서울 강남역에 실제로 준비해놓은 달 모양의 wish ball에 기록된다.

이 wish ball은 12월 31일 밤 12시에 카운트 다운과 함께 소망을 적어 하늘로 띄워 올리는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이다.

이 캠페인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4년까지 시즌3가 진행되었다.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작업의 정석” Tuscon IX 브랜드 아이폰 앱

39

GAMIFICATION

앱스토어1위의비결은?

아이폰 국내출시 1 년 후,  국내에서도 수많은 브랜드 앱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브랜드 홍보 목적의 앱은 앱스토어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었다. 그러나 ‘유용성(Usefulness)’
이 스마트폰 앱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맛집,  멋집, 영화정보가 결합된 최초의 지역기반 앱인 투싼 ‘작업의 정석’을 내놓았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3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
며 앱스토어1위의 영광을 맛보았다. 이 케이스는 스마트폰 앱 마케팅의 벤치마킹1호가 된다.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Run, Chicken Run” 페이스북 캠페인

40

GAMIFICATION

수많은폐인을 양산해버린모바일 + PC 게임

현대자동차의 고연비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페이스북 소셜게임.

고효율 GDi 엔진을 체험하는 ‘횃불 끄기 게임’과 더블클러치 기술을 체험하는 ‘더블 블레이드’ 노젓기 게임으로 구성했다. 
아이폰에 앱을 다운받아 노를 저으면 본인의 PC와 연동이 되며 강을 건너는 새로운 방식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게임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바이럴 영상은 피싱트리 내부의 제작 스텝들이 직접 출연, 캠페인의 재미를 한껏 더 해 주었다.



fishingtree creative [기아자동차] “The Power to Surprise” 페이스북 캠페인

41

GAMIFICATION

당신을작곡가로만들기 위한 50만개의 음악

기아자동차의 New BIS인 ‘A different Beat’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제작된 캠페인 (글로벌)

자동차 부품을 타악기처럼 타격하여 음악을 만드는 기아자동차 기업 PR 광고의 brand equity를 승계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제작. 3개 이상의 자
동차 블록을 가로 또는 세로의 일렬로 정렬시켜가며 특정 점수에 도달할 때마다 악기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며(BeatPop), 앞에서 획득한 악기들을 가지고 나만의 Beat를 작곡하여
페이스북 User들의 Vote를 통해 Chart에서 경쟁하는 게임.

* 제공 언어:  Arabic, English, French, German, Portuguese, Spanish, Turkish, Ukrainian, Russian



fishingtree creative 캠페인은이미 끝났다. 그러나 나는아직도 게임을끝내지못했다

42

GAMIFICATION

[삼성전자] Food Crash

삼성 냉장고 홍보를 위해 제작된 캠페인으로, 애
니팡 류의 소셜 게임 룰을 차용하여 사용자가
3050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 하
도록 기획되었다. 친구초대를 통해 소진된 게임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였으며, 게임 종료 후 캐릭
터가 등장하여 3050제품을 설명한다.  게임은 글
로벌용으로 개발되었고, 참여자 대상으로 경품이
벤트 진행.

[LG전자] LG FUTURE REPORTER

스포츠 예측 전문 기자를 모집합니다!

(가상의) 스포츠 예측 신문 ‘LG FUTURE 
SPORTS’의 전문 기자가 되어 유로2012의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한 기
자에게 선물을 주는 LG TV의 글로벌 캠페인.

* 이 후 LG가 공식후원하고 있는 2012 ICC 
World Twenty20 경기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캠
페인 진행

[기아자동차] a world trip to Geneva in Picanto

기아자동차가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 참가를 기념
으로 유럽 1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페이스북
캠페인.

1리터에 19.5Km라는 놀라운 연비를 모티브로, 
출시국 13개국을 경유하여 제네바에 도착한다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 유저는 친구들에게 이 어플리케이션에 초대
하고, 참가한 친구의 숫자를 1리터로 계산하여
각국에 도착한다.

도착한 국가에서는 각 13개의 feature를 퀴즈라
는 독특한 형태로 입국심사를 진행한다. 모터쇼
행사기간에는 fanpage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
기도 했다. 

[기아자동차] Save the day

기아자동차 RIO의 고연비, 친환경 기술 알리기
위한 페이스북 소셜 게임.

어느 날, 등장한 거대한 warning pin. 당신은
‘The Rio Times’의 편집장이 되어 페이스북 친구
들과 함께 특별 취재단을 구성, 의문의 사나이 ‘R’
의 메시지가 담긴 pin의 퀴즈를 맞춰내야 한다. 
퀴즈를 풀 때마다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비밀이 담
겨져 있으며, 그 답 모아 고연비-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 낼 힌트를 받을 수 있다.



[3D ANIMATION] 유저들을 동심의 세계로

05

피싱트리를가장피싱트리답게하는3D 애니메이션의세계, 

상상의작은씨앗을기술력으로빚어내는

피싱트리의동심과꿈을만나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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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Blue Drive” 글로벌 캠페인

44

3D ANIMATION

현대자동차와전세계어린이들을친구로만들어준친환경 캠페인

다람쥐 셀리와 너구리 일레쿤은 TV에서 환경오염으로 곤란에 처한 북극곰 에코를 알게 된다.

셀리와 일레쿤은 환경오염에서 북극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인간들의 하이브리드 기술임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에코를 구하러 떠나는데…



fishingtree creative [현대자동차] “City Player” TUCSON (IX35) 3D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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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ANIMATION

LM 상품성 개선 상품 소개를 위해 제작된 Fulll 3D의 고품질 영상



fishingtree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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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ANIMATION

1. 금호타이어글로벌광고 FILM

실사와의 경계를 무너뜨린
극사실주의 3D 애니메이션

2. SAMSUNG Eco Heating System Film

3. 삼성전자프린트 B to B 솔루션홍보영상

4. 현대자동차블루드라이브바이럴영상

5. Avante Interactive Film

삼성전자의 B2B 용 히팅시스템을
알기 쉬운 3D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작업

삼성전자의 프린트 솔루션을 3D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작업

현대자동차의 환경보호 캠페인을 위해
다람쥐와 너구리, 백곰이 등장하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현대자동차의 달라진 스타일과 파워를
도시를 구원하는 히어로로 의인화한
인터랙티브 필름

fishingtree creative



[DESIGN, ITSELF] 디자인, 그 자체로 마케팅전략

06

피싱트리는단순히웹사이트구축에그치는것이아니라

스마트폰및태블릿PC 앱, SNS 등을활용한마케팅에
다양한경험과노하우를축적하고있습니다. 

좋은디자인, 그자체로모든것을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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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tree creative [한화] “한화그룹” 웹사이트

48

DESIGN, ITSELF

이전 한화그룹 사이트와의 시각적 연계성을 갖되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모범적인 그룹 사이트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페이퍼아트의 아날로그적 상상력, 3D기법의 디지털적 기술, 그리고 ‘한화쪽지’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돋보인다



fishingtree creative [LG전자] “LG OLED TV” 마이크로사이트

49

DESIGN, ITSELF

OLED 화면처럼 선명한크리에이티브

글로벌용으로 진행된 LG OLED TV microsite는 페럴렉스 방식을 적용하여 화면의 오브젝트가 움직여 입체감을 부여했고 최초의 逆 종스크롤을 적용하여 사용자들의 신선한 반응
을 이끌어냈다. 또한 HTML 기반 하에 모든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스스로 인식, 최적화하는 N-Screen방식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iF어워드 본상 수상에 빛나는 선명한 크리에이티브였다.



fishingtree creative [LG전자] “OLED TV”, “UHD TV” 마이크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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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TSELF

HD모니터로초 고화질 TV의화질을표현해야하는 난감함

LG전자의 초 고화질 TV의 기능을 소개하는 마이크로 사이트. HD 모니터로 압도적 화질을 어떻게 체험시킬 수 있을까?
해상도 체험은 불가하지만 시각적 경험은 깊은 컬러 체험으로 가능하다.
디자이너가 고통스러운 만큼 고객은 압도적인 컬러감의 자연에 감탄할 수 있었다.



fishingtree creative [LG전자] “LG Signature” 마이크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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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TSELF

LG전자의 초특급 프리미엄 브랜드 SIGNATURE 의 글로벌 웹사이트. 

브랜드 철학이 디자인 구성요소 전반에서 배어 나오기 위한 디자인 기획의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이 투여되었으며
시각적 차별화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Cinematic Graph’라는 표현 기법을 최초로 동원하여 고급감 표현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fishingtree creative [삼성전자] Product Detail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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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TSELF

Samsung.com 글로벌 디자인확산 (PDP)

Samsung.com의 제품 페이지는 제품 feature 하나하나를 촬영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뷰티샷을 더욱 매력적이고 돋보이는 3D로 제작, 국내 웹 프로젝트 사상 초유의 대형 프
로젝트이며 초 장기 운영 프로젝트이다. 제품feature의 과장되고 다이나믹한 구현을 통
해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노트북, 프린트, 생활가전 사업부와 다년간 진행.



fishingtree creative [삼성전자] Product Detail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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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TSELF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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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문의 : fishingtree@fishingtree.com

제휴, 온라인광고 문의 : funnyone@fishingtree.com

*주소 : 03028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67 임당빌딩 B102호

*전화 : 02-3444-6742

*팩스 : 02-3444-6745

귀사와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