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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마이크로트렌드의출발점



트위터는타플랫폼대비하루평균접속빈도와이용시간이높고, Z세대가능동적으로사용하는소셜미디어



트위터주이용자의경우비슷한취미와관심사에대해소통·교류하는플랫폼으로트위터를이용

1순위



타인의게시물에공감을표시하거나계정에공유하는등콘텐츠이용전반에매우열성적인팬



트위터유저는새로운브랜드와제품, 서비스를인지하고정보를탐색하는등구매결정에유의미한영향미침



1순위

서로의견을묻거나부정적후기까지살펴보는등 ‘찐유저’사이에선가장솔직한정보를찾을수있는트위터



트위터주이용자는향후동일플랫폼을지속이용할의향이가장두드러짐



허지성 
Senior Client Partner

트위터와 팬덤 마케팅



1. 트위터 소개
2. 트위터와 팬덤
3. 트위터를 활용한 팬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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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is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and what people are 
talking about right now.

What’s happening    right now

다양한 주제들 실시간

1. 트위터 소개



3.5K 2.8K

트렌드 검색 바를 통한 
능동적 검색

트위터는 최신 트렌드 파악 및 확산에 최적화된 소셜미디어 

최신 트렌드 파악 확산

1. 트위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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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대한민국의 트렌드’ 통한
 실시간 이슈 파악

쌍방향 동의가 필요없는
팔로우 기능 리트윗 기능



Premier League 
(UK)

Election Debate 
(UK)

Super Bowl 
(USA)

Oscars 
(USA)

NFL Draft 
(USA)

+13%

-4%

+6%

+43%

-8%

+20%

-3%

+23%

-7%

+13%

트위터 평균
+22%

트위터는 대형 이벤트 진행 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소셜미디어

2. 트위터와 팬덤

주요 이벤트 시점 방문자 증감율

1. 트위터 소개

타 미디어 평균
-5%

Source: Custom Daypart Analysis, Comscore Media Metrix & Mobile Metrix, US/UK, 
2020. (Super Bowl, 2/2/20, USA; NFL Draft 4/23/20, USA; Oscars, 2/9/20, USA; 
Premier League match, 7/5/20, UK; General Election debate, 11/19/19, UK)



Z세대에게 트위터는 최신 트렌드의 원천 
- 트위터는 GenZ들의 트렌드를 생산하는 발전소
- 트위터에서 먼저 유행한 짤(meme), 유머, 제품,
브랜드 관련 대화는 한참 후 다른 플랫폼 등장

모든 유저가 인플루언서, 그들이 올린 
트윗들이 트렌드의 씨앗 
- 트위터에서는 브랜드 계정 및 유명인사의 트윗
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의 트윗도 얼마든지 수천
개의 리트윗을 받을 수 있음

Source | Z세대 100명에게 물었다 “요즘 어떤 커뮤니티 해?” (https://www.careet.net/263)

트위터 = 트렌드의 시작

1. 트위터 소개

트위터에 대한 Z세대 인터뷰



다양한 주제들의 최신 정보를 획득하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타 유저들과 활발하게 교류, 
특히 국내 트위터 유저들의 주요 관심사는 Z세대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

1. 트위터 소개

Films/Cinemas Food & drinkMusic

68% 64% 60% 56%

54% 53% 48%

Economy/Finance

49%

Cooking Gaming

57%

Healthcare & 
Beauty

News/current affairs

🍲

🍳

Travel

52%

Health foods/drinks

📺

Source: Global Web Index, Wave: Q1-2021,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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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트위터 유저들의 주요 관심사 Z세대가 원하는 
자기 계발 분야 순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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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21년 6월 2~8일, n=874



팬덤 마케팅 부상의 배경

마케팅 환경 변화와 구전 효과, 고객 충성도 제고 및 판매 증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2021년 마케팅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팬덤’

팬덤 마케팅의 기대 효과

• 마이크로 타겟팅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소비자의 마음

•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한 
MZ세대의 소비 특성 

• 팬덤 커뮤니티의 적극적 활동에 기반한 
Exponential 구전효과 및 판매 제고 효과 

• 충성도 높은 타겟 고객 확보

•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연결된 소비자

2. 트위터와 팬덤



팬덤을 하위 구성요소로 구분해보면, 팬덤 마케팅 접근 방법에 대한 힌트 파악 가능

문화

Fandom = 특정 관심사에 대한 선호와 공감에서 비롯된, 동지애를 공유하는 팬들의 문화

관심사 팬

2. 트위터와 팬덤



다양한 관심 분야의 ‘덕질’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트위터는 
특히 Z세대 팬덤 마케팅을 위한 최적의 소셜미디어

문화 : 검증된 ‘덕질’ 문화

실시간 트렌드 파악 및 확산에 최적화된 기능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

내가 팔로우하는 관심사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공유하여

‘성덕’의 지위에 오르고 싶은 욕망 충족

글로벌 K-Culture ‘덕질’의 본진

(실시간 트렌드 / 리트윗 / 팔로잉)

2. 트위터와 팬덤

대상 : Z세대 관심사 

트위터 내 
관심사 순위

Z세대 
관심사 순위

46.6% 
(1위)

40.9% 
(2위)

27.9% 
(3위)

27.6% 
(4위)

64% 
(2위)

60% 
(3위)

57% 
(4위)

49% 
(9위)

팬 : Z세대 이용자 비중

16-24

25-34

35-44

45-54

55-64

27%

21%

20%

18%

14%

Z세대

트위터 국내 연령 별 이용자 비중

Source: Global Web Index, Wave: Q1-2021, South Korea

Source : 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21 6월 2~8일, n=874

Source : Macromill Embrain 2021 Age 19 to 44/ Smartphone users/ Twitter daily users  (n=500)



제품 기능이 게임/아이돌 등의 팬덤 커뮤니티에 연결,  
트위터 내 버즈 급속 확산되며 유저들간 자발적 구매 추천 활성화

제품 구매 추천제품 기능 + 아이돌/게임/웹툰 팬덤

3. 트위터 활용한 팬덤 마케팅



‘인기 팬덤에 올라타기’ 전략 통해  브랜드/제품 자체의 팬덤 활성화 소요 시간 단축 가능

3. 트위터 활용한 팬덤 마케팅

인기 팬덤에 올라타기

#헐왓챠에_해리포터  #유플러스아이폰13_에어팟웃참썰

브랜드 자체 팬덤 구축

저변 만들기 
(Basing)

지지자 발굴 
(Digging)

지지자 연결 
(Connecting)

팬으로 육성 
(Nurturing)

승급과 보상 
(Promoting)

#청명할아버지를_위한_재롱잔치

1

2

34

5

Source : 스노우볼 팬더밍(2021), 박찬우 저



3. 트위터 활용한 팬덤 마케팅

트렌드테이크오버 Poll 카드 라이브 솔루션

‘인기 팬덤에 올라타기’ 에 최적화 되어있는 트위터의 다양한 광고 상품을 활용, 
브랜드 퍼널 상의 팬덤 유입 - 관여 - 판매 단계 별 효과 극대화

캠페인 해시태그를 트렌드 섹션에 
1일 고정, 노출효과 극대화

유저 참여가 가장 쉬운 포맷으로,

평균 5% 이상의 ER 확보

인플루언서 협업 등의 팬덤 올라타기 통해
실시간 판매 제고 효과 극대화



2. 팬덤 마케팅 전략4. 요약

1. 트위터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하여
실시간 트렌드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트렌드 선도’ 미디어

2. Z세대 이용자 비중이 높고, Z세대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Z세대 타겟 마케팅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3. 다양한 관심사 커뮤니티와 광고상품을 통해 ‘팬덤 올라타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미디어



트위터 팬덤을  
활용한 OTT  
유저 Lock-in 
캠페인
정유진 
Client Account Manager



1. Opening
2. Content Fandom
3. Brand Fandom
4. Celebrity Fandom
5. Closing

ContentsContents



#LAUNCH#SOM
ETHING#NEW#L
AUNCH#SOMET
HING#NEW#LAU
NCH#SOMETHIN
G#NEW#LAUNC
H#SOMETHING#
NEW#LAUNCH#

USER 
LOCK-IN
자사의 타이틀 및 기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유저들의 팬덤 포인트를 공략하고, 
플랫폼에 대한 락인으로 이어지도록 유도

OTT에서의 
팬덤은?

OPENING



USER 
LOCK-IN

Brand Fandom

Celebrity Fandom

Content Fandom

OPENING



Content 
Fandom

왓챠가 트위터에 있는 해리포터 팬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화량 발화, 팔로워 증가, 
그리고 유저 락인까지 이어진 캠페인.



CONTENT FANDOM

트위터에서 2020년에 
발생한 해리포터 관련 대화량 

4만+건
Source: Brandwatch, South Korea, 2020 Jan 01 - 2020 Dec 31



CONTENT FANDOM

#헐왓챠에_해리포터

12월에 두차례에 걸쳐 트위터의  
타임라인 및 트렌드 영역을  
조회하는 유저들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타임라인 트렌드 테이크오버+를 
집행하며, 왓챠의 해리포터  
독점 공개를 발표하였음



CONTENT FANDOM

전월 대비 
해리포터 대화량 중 
왓챠 SOV  

3배 증가

히어로 컨텐츠 관련 
대화의 SOV 확보

동일상품 평균 대비 
전체 참여율 

154% 

컨텐츠 특징을 잘 파악한 
성공적인 공략 시점

캠페인 효과

해리포터에 대한 대화가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파악하여 
캠페인을 집행하였으며,  
트위터 해리포터 대화량에서  
전월 대비 3배 증가한 SOV와  
높은 캠페인 참여율을  
획득하였음



Brand 
Fandom

브랜드 고유의 친근한 퍼스널리티를 활용하여 
유저들과 소통하고 반응을 이끌어냈었던 
트위터스러워서 효과적이었던 오가닉 액티비티



BRAND FANDOM

여러 캠페인을 통해 확보된 팔로워 풀을 
활용하여 진행한 #왓챠야추천좀 
해시태그 추천 릴레이 오가닉 캠페인 

“브랜드스럽지 않은” 트윗을 통해 
유저들에게 폭발적인 반응과 
컨텐츠 확산을 이끌어내었으며,  
왓챠 브랜드에 대한 팬덤을 확보할 수 있었음.

해시태그 추천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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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FANDOM

캠페인 효과
10/29

10/30

1시간 
평균 대화량 

17배 증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약 4배 증가
&

Source: Brandwatch, South Korea, 2021 Oct 20 - 2020 Nov 05



BRAND FANDOM

#왓챠야추천좀 으로 
오가닉하게 획득한 
리트윗 수* 

54K

오가닉한 컨텐츠 확산

전 기간 평균 대비 
하루 평균 팔로워  
증가율 증가 

8배 

오가닉 컨텐츠 확산을
통해 추가 팔로워 확보

캠페인 효과

트위터 Native 한 언어로 
유저들과 소통하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팬덤을 생성하여, 
트위터 내에서도 유저 락인 
효과를 꾀하고, 오가닉하게  
자사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게 되었음.

*11월8일 트위터앱 집계 기준



Celebrity 
Fandom

다양한 셀러브리티와의 협업으로  
유저들이 왓챠의 고유 소셜 기능인 왓챠파티를 
경험하게 하고, 락인 효과를 공략했던 캠페인



CELEBRITY FANDOM

#헐왓챠파티에
웹툰작가 주호민, 배우 한예리, 
가수 코드쿤스트-우원재,  
침착맨 등이 참여한  
#헐왓챠파티에 캠페인은  
타임라인 트렌드 테이크오버+ 
및 앱버튼 프로모션을 통해 
다양한 아티스트 및 셀럽과  
유저들이 만나서 함께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장을 소개하였음



CELEBRITY FANDOM

트위터

“익명의 유저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교류를 하는 소셜 네트워크”

왓챠파티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함께 즐기고 감상하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

플랫폼 시너지



CELEBRITY FANDOM

트위터는 유저들이 “왓챠파티원”을 모집하는 플랫폼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대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유저 반응



동일상품 평균 대비 
트렌드 테이크오버 
참여율  

149%

유저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보

2021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발생한 
왓챠파티 관련 대화량 

2배 

Text

캠페인 효과

익명의 유저들이 관심사를 
기반으로 모이는 트위터에서,  
각자 좋아하는 작품을 “최애”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능은  
환영받았으며,  
#헐왓챠파티에 캠페인 이후에도 
왓챠파티 기능에 락인된  
유저들로부터 꾸준하게 
관련 대화가 발생하고 있음

CELEBRITY FANDOM



AND?



Followers
Conversation

Source: Brandwatch, South Korea, 2018 Nov 08 - 2021 Oct 31 | Twitter Internal Data

@watcha_kr 
2018~21



2만건 
Source: Brandwatch, South Korea, 2018 Nov 08 - 2021 Oct 31 | Twitter Internal Data

2018-2021 
왓챠 브랜드 관련 대화량

145%
2021 왓챠 팔로워 

전년 동일 시점 대비 성장률



왓챠는 고객에게 "발견의 기쁨" 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브랜드의 핵심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
-김혜정 왓챠 마케팅 이사



CONTENT

BRAND

CELEBRITY

왓챠는 이와 같이 유저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양한 종류의 팬덤을 통해 서로 다른 영역의  
유저들을 성공적으로 락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의 팬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략해보세요.



삼성전자 Case Study

트위터 라이브로  
Z세대와 소통하기

프로 / 제일기획  
Brand Experience Contents 

Heeeun Elle Kim / 김희은

상무
Head of Global Brands @supersuki

Hyangsook Choi / 최향숙



• Film Quality의 영상 제작이 가능한 S20 시리즈

• 영화감독이 직접 Galaxy를 활용해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Filmed #withGalaxy’ 프로젝트 진행

• <콜> 이충현 감독, 이성경 주연의 영화
<하트어택> 제작 및 홍보

The Brief

• 안전상의 이슈로 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불가 판단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디지털 이벤트’ 기획


• ‘영화’라는 소재에 맞게, 시사회를 트위터를 통해
글로벌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

Status

기획 배경

HeartAttack 
Live Watch Party 
Filmed #withGalaxy 



영화 개봉 방법

오프라인 영화관 베이스의 전통적 개봉 이벤트 

OTT플랫폼을 통한 개봉 온라인 영화 커뮤니티& 
SNS 채널 활용

미디어 대상 
비공개 라이브 제작보고회

홍보 방안 제작보고회

Q.오프라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OTT를 통해 개봉하는 영화를 
어떻게 일반 관객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시사회를 할 것인가?



백은하 기자
MC

이충현 감독
Director

이성경 배우
Actress

Twitter Blue room Live

Heart Attack : Live Watch Party
토크쇼 스타일의 인터랙티브 온라인 라이브

#사전 질문 #제작비하인드

#상황문답 #실시간퀴즈 #TMI토크

#실시간반응읽기



Heart Attack: Live watch party 

Watch d"rector #LeeChungHyun and 

# eeSungKyung discuss# e r Attac '.n the 

#Tw· eroom. 

Samsun,g Mo... 0 Samsung Mo ... 

@SamsungMobile @SamsungMobile 

Samsung Mo ... 

@Samsung 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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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에 트위터에서 라이브는

375+
라이브 이벤트

3.3M+
라이브 시청시간

264M+
라이브 Viewers

Source: Twitter internal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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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witter Internal Data 

33%

19%18%

16%

14%

엔터테인먼트

런칭패션

기타

B2B브랜드와 
카테고리를 
뛰어넘은 라이브



Conversations
주요 해시태그 및 라이브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을 타임라인 형태로
실시간 노출, Q&A로 진행도 가능

관련 영상 노출
관련 영상 혹은 이미지 제공

라이브에 대한 상세 설명
Includes any links, hashtags, or 
key calls to action

생방송 라이브
광고주가 진행하는 Live 방송

트위터가 제공하는 
Live Event 
Page



팬덤이 가장 활발한 플랫폼
“덕질을 하려면 트위터로 가라” 
다양한 분야의 열정적인 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긍정적 반응 및 홍보에 강점

실시간 인터랙티브 라이브
라이브 진행 도중 트윗, 이모션 등 시청자의 
반응(트윗)이 다시 홍보가 되는 구조

Why Twitter?



Conversation
Moderated comments within the 
live broadcast (comments can be 
disabled if advertiser prefers).

Hearts
Users can ‘show love’ by tapping 
the screen to show hearts 
throughout the broadcast.

생방송 라이브
High-quality streaming feed

라이브 
Product 
Overview



다양한 패키지와 리포트
라이브 붐업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와 라이브 종
료 후 전달되는 자료를 통한 정성/정량 KPI분석 

글로벌 타겟팅이 가능
글로벌 프로젝트의 서막
국내에서 진행하더라도
글로벌 바이럴을 함께 가지고 가고픈 의지

Why Twitter?



티져: 라이브 알림 설정

C
O

N
FIDEN

TIAL

Tease the upcoming event with a 
website click campaign + Emoji

1단계: Tease



리마인더 알림

C
O

N
FIDEN

TIAL

리마인더 알림

2단계: Reveal



검색 도우미

C
O

N
FIDEN

TIAL

검색을 보다 쉽게, 
라이브로 접근을 용이하게

2단계: Reveal



캠페인 가이드

테크니컬 서포트 
• 라이브 전: 비디오 / 오디오 테스팅
• 라이브: On call support
• 라이브 후: Replay and LiveCut Planning

라이브 트레이닝

라이브 서포트



캠페인 성과와 KPI



Results

1.45M
한국 Only 

# of Views

8.36M
글로벌 라이브 
# of Views

$0.0026
CPV 

70% 더 좋은 효율



19 Key Takeaways 다양한 트위터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 Set reminder, #ASK해시태그 이벤트, RT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트위터 내에서 홍보 진행 
- 이벤트 페이지 캐러셀을 활용한 트레일러 노출, 검색을 통한
- 라이브 접근 등 매체 집행 병행 시 큰 효과

#

#AskHeartAttack 트윗하



20 팬덤을 활용하여 이벤트 / 바이럴 전략 수립 
-팬들간 소통이 활발해 자체적으로 RT, 공유를 통한 붐업 가능,
이벤트에 대한 긍정적 반응 획득 

- ‘트위터’와 ‘팬덤 정서’를 반영한 홍보 플랜 별도 수립

#Key Takeaways

-트윗을 활용한 실시간 인터랙티브 라이브
-라이브 진행 도중 모든 시청자의 반응(트윗)이 다시 홍보가 되는 순환구조
-해시태그로 트랙킹 가능하여 타임라인을 활용해 추첨 이벤트 진행 가능

# Pre-On-Post가 하나의 매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Event Journey



21

국내향 프로젝트를 글로벌 계정을 통하여 진행 
- Organic, promoted 다양한 형태의 트윗 발행 형태 활용

디테일한 분석으로 온라인 이벤트만의 KPI 
설정 가능  
-라이브 종료 후 전달되는 분석자료
-라이브 시청자 수, 시청자의 데모그래픽 뿐 아니라 트윗 횟수, 해
당 트윗의 긍부정 반응까지 Quantity와 Quality 측면에서 프로젝
트 결과 분석가능

#

#

Key Takeaways



트위터 팬덤 문법을 
활용한 
참여 극대화 캠페인

박민영 
Client Account Manager



1. Fandom Behavior 
2. Best Case

ContentsContents



트위터에서 ‘덕질’ 하는  
‘팬덤’ 유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Twitter 
@twitter

7:35PM · Jan 13, 2021



취미, 관심사 관련 정보 확인 및 공유

실시간 이슈 관련 대화 및 공유 

친구 소식(트친) 확인 및 공유 

새로운 트렌드, 정보, 밈 확인 및 공유 

 새로운 덕질 소식에 대한 대화 참여

 같은 관심사를 덕질하는 트친과의 소통

 덕질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찾기 위한 트윗 활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덕질용 계정 생성

관심사에서 시작된 ‘덕질’을 위해 트위터를 이용합니다

“국내 트위터 이용자의 트위터 주 이용 목적”

Source | Macromill Embrain 2021 Age 19 to 44/ Smartphone users/ Twitter daily users  (n=500) / 중복응답 가능



유저들은 트위터에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유저를 찾아 
같은 ‘덕질’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어 소통합니다

18M

트친소 
(트위터 친구를 소개합니다)

2021년 대화량 

#아미트친소

#그림러_트친소

#녹음러_트친소

#돌판트친소

#코스어_트친소

#파판14_트친소

#스트리머_트친소

#메이플_트친소

#전독시_트친소

Source: Twitter Internal



1 실시간 이슈 61.4%

2 영화/드라마 51.4%

3 음식 44.2%

4 K-POP 44.8%

5 뷰티/패션/쇼핑 32.0%

6 재테크/파이낸스 30.0%

7 웹툰/만화/애니메이션 29.6%

8 동물 29.2%

9 게임 29.0%

10 IT/테크/자동차 28.8%
Source | Macromill Embrain 2021 Age 19 to 44/ Smartphone users/ Twitter daily users  (n=500) / 중복응답 가능

트위터에는 
다양한 분야의 팬덤이 
함께 존재합니다



LG U+는 아이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MZ세대 트위터 유저에 다가가기 위해  
트위터 팬덤의 화법을 적용했습니다.



@Lunamoth

아이폰 12, 아이폰 12 미니 퍼플, 보
라색 예쁘긴 예쁘네요  
애플 이벤트 #Apple Event미쳤나봐 아이폰 퍼플 나왔어 창균

아…💜

@imim_xox아이폰 퍼플 영상 공개된거 지금봤는
데 진짜 잘뽑았군…

@fango__mangao

아이폰 퍼플 색상 추가, 아이맥, 아이
패드 프로 👍

@UAENA_KiKiU

아이폰 12 퍼플 발표. 
#AppleEvent

@KudoKun_

아이폰 퍼플 실물 색감

@c4otie



#덕질 #Z세대

#보라색#아이폰

#부캐

유보라 
@U_bora_



인용 RT 실트 참여DM#새프로필사진

보라색, 아이폰 팬덤에 착안한 
‘유보라’ 페르소나를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 진행 시에도 유보라 고유의 화법을 유지했습니다 
보라색 덕후 페르소나를 유지하면서도, 트위터 내의 주요 팬덤과 연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트렌드 테이크오버 연계 트윗 유저 참여 트윗



트렌드 테이크오버 연계 트윗 유저 인용 트윗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일상 생활에서의 
에피소드를 해시태그화 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유저들의 화법과 일상 공유 방식을 캠페인에 접목하여 유저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참여를 높였습니다



투표형 트윗 투표형 트윗 인용 트윗

유저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광고 포맷을 활용하였습니다 

일반 트윗 대비
참여율
+194%



JAN'20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21

Source: Brandwatch , Social Metrics Location: South Korea Keywords: 아이폰, iOS, 애플 Period: 1/1/2020-3/31/2021

트위터 내 아이폰 관련 대화량을 분석, 
신제품 런칭 직전 대화가 가장 활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런칭



라이브 페이지라이브 당일 프로모션라이브 사전알람

런칭과 연계하여, 팬덤의 기대감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인  
사전예약 시점을 공략했습니다



Source: Brandwatch Location: South Korea Keywords: 아이폰12

참여형 해시태그와 팬덤의 대화패턴에 맞는 캠페인을 통해 
대화의 주요 키워드를 확보했습니다

캠페인 이전 캠페인 기간



25-34

11%

18-24

36%

13-17

50%

vs
13-17

3%

18-24
16%

그 결과, 유보라는 타겟 오디언스인 Z세대를 겨냥하여 
브랜드 팬덤 구축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보라 계정 팔로워 
연령별 비중

유플러스 계정 팔로워 
연령별 비중

Source: Twitter Internal



750,000

1,500,000

2,250,000

3,000,000

4월24일 10월1일 10월31일

두 달간의 캠페인 기간 총 누적 280만 트윗 참여를 기록, 
평균 참여형 캠페인 대비 3배 높은 트윗 참여율을 달성했습니다

아이폰12퍼플 캠페인 아이폰13 캠페인

-65% 
평균 참여당 단가

X3 
평균 트윗 참여율

Source: Twitter Internal



2021년 캠페인 기간 유저들의 참여를 통해  
총 800만 이상의 추가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노출 수의 13%가 
Earned Impression으로 발생

Source: Twitter Internal



‘유플러스를 쓰는 애플 찐팬’ 유보라를 통해  
Z세대 고객과 찐으로 소통하며 저희도 성장하는  
유의미한 캠페인이었습니다.
2:00PM · Dec 8, 2021

LG U+ IoT 마케팅팀 박종익 책임



계정의 페르소나

참여유도 캠페인타겟 오디언스

팬덤 기반의 트위터에서 
아이폰, 부캐, 덕질을 위한  
유보라 계정의 페르소나를 유지

아이폰 팬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를 파악하여 
주요 캠페인을 진행

단순 노출보다는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통해 
추가적인 노출까지 획득

LG U+는 

확고한 세계관과 캐릭터로 
타겟 오디언스를 분석한 
참여 유도형 캠페인으로 

유보라 캠페인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박광근 
Client Partner

트위터를 활용한
웹툰 팬덤과의 소통



1. Challenge
2. Insight

i. 트위터 = 웹툰 커뮤니티
ii. 트위터 웹툰 오디언스 특성

3. Solution: 쌍방향 소통
4. Results & Summary

Contents



Challenge

어떻게 찐 유저를 유입할 수 있을까? 



Insight

1. 트위터 = 웹툰 커뮤니티



Insight

Survey 
Vendor: Kantar
Targets : 3010 Smartphone users
Area: South Korea
Field: July 2021

2. 데이터로 확인한 트위터 웹툰 오디언스 

• 웹툰 오디언스 = 헤비 유저
• 웹툰 오디언스 TOP3 특징 (관심사 & 공유 & 교류)



웹툰/웹소설 관련 대화와 인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3.7M +15.1%
3.2M 2.9M

2021 2020 2019+10.9%

2021 1/1-10/31

Source | Sometrend Biz 1/1-10/31 2021



Example of slide

웹툰 유저는 일 3회 이상 트위터에 접속

42% (vs 23% Twitter total)

일 3회 이상

일 2회

일 1회

주 5회-6회

주 3-4회

10%

12%

10%

8%
18%

42%

주 2회 이하

Source | Kantar July 2021 Age 15 to 59/ Smartphone users/ 
“Webtoon” category/genre to check on the platform (n=152)



관심사에 대한 검색

재미난 일/트렌드 탐색

의견을 공유하고 추천한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과 교류

서비스/상품에 대한 리뷰 검색 24.7%

26.1%

37.0%

38.7%

39.6%

웹툰 유저가 트위터에서 하는 행동은?
소셜 플랫폼 중 1위 소셜 플랫폼 중 2위

Source | Kantar July 2021 Age 15 to 59/ Smartphone users/ 
“Webtoon” category/genre to check on the platform (n=152)



A.팬덤과 트친되기
B.추천 & 리뷰 캠페인으로 참여 유도
C.굿즈 이벤트

Solution

‘쌍방향’ 소통



웹툰 추천 이벤트

팬덤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맛보기 캠페인 
브랜드가 의인화되어 ‘로판 장르’추천을 요청 
-> 예상보다 훨씬 많은 팬들이 최애 작품 홍보 

Promoted Tweet



팬덤 이벤트 1) 생일 축하

인기 작품 하나를 선정하여 팬덤과의 이벤트 
작품 주인공의 생일 시점에 맞춰 주인공의 생일 축하 
메세지를 받는 이벤트를 통해 팬덤을 소집 

Organic Tweet



팬덤 이벤트 2) 명대사 공유

인기 작품 하나를 선정하여 팬들과의 이벤트 
트위터 팬덤이 관련 굿즈에 열광적인 점에 주목하여 
작품 굿즈를 경품으로 명장면/명대사 공유 이벤트   

Promoted Tweet



유저 참여 - 폭발적인(1,775개) 반응



팬덤 이벤트 3) 축전 비디오

주인공 생일에 맞춰 비디오 제작 및 공유 
미리 DM으로 받은 축하 메세지를 모아 팬덤과 ‘함께’  
축하하는 비디오를 제작.  
실제로 비디오를 제작하고 공유하면서 의미있는 쌍방향 
소통의 장이 됨 

Organic Tweet



Source: Twitter Internal Data, 2021 Oct 1-10

+11% 당일 작품 감상자

7.8K

10M 대화량  
#화산귀환 #청명 #네이버시리즈 등

Retweet
#bts

Trends for you

#청명할아버지를_위한_재롱잔치

대한민국에서 트렌드 중

대한민국에서 트렌드 중

대한민국에서 트렌드 중

대한민국에서 트렌드 중

#할배 생일

#SundayMorning
30.1K people are Tweeting about this

#갯마을차차차

Search Twitter
Results



동일 관심사 유저와 교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팬덤에 주목 

1)트친이 대화하듯 친근한 대화 방식
2) ’추천’, ‘후기’ 를 묻고 팬덤이 열광하는 굿즈 제공
3)결과를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

   대화량 & 참여 

Summary



김지아 
Senior Client Partner

브랜드 팬덤과 
구매활성화 



1. Qoo10 & Challenge
2. 마켓 상황 및 트위터 대화 분석
3. 인사이트
4. 마케팅 목표 및 전략
5. 결과

Contents





Example of slide

주요 쇼핑몰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어떻게 Qoo10 만의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전체 거래량 (12/31, 2018 기준)

Source: https://marketplace.rakuten.net/

아마존

라쿠텐

Others

야후쇼핑

61%

Challenge



일본 시장에서의 K뷰티에 대한 관심 및 매출 급증

Research



일본 화장품 시장 국가별 수입액 (2019 vs. 2020)

프랑스

한국

영국

중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0 200 400 600 800

2019
2020

Source:  일본화장품수입협회(CIAJ)의 ’일본의 화장품 시장’ 보고서, Aprl.2021

-21%

+30%
-18%

-8%

-25%

-47%

-16%

2020년 일본 시장에서 화장품 수입액이 유일하게 증가한 국가
Research



+44%

1.25M

2.5M

3.75M

5M

2016/01/01 2016/06/01 2016/11/01 2017/04/01 2017/09/01 2018/02/01 2018/07/01 2018/12/01 2019/05/01 2019/10/01 2020/03/01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트위터 상에서의 뷰티 관련 대화는 매년 증가

Source: Brandwatch, Japan, 2016/1/1-2020/7/31

2016 
27M Tweets

2019

2019 
39M Tweets

Research



정기세일 프로모션인 메가와리 기간동안 구매 뿐만 아니라 트위터 상에서의 
Qoo10 관련 대화 또한 급증합니다.

Source: Brandwatch 2020/1/1~12/31

Qoo10 메가와리 기간

Qoo10 + 구매 대화량

구매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Insight



Qoo10 주요 타겟 고객인 뷰티, 
Kpop 팬덤을 공략한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팬덤을 형성하여 SoV를 
높이고 구매를 증대시킨다 

@Qoo10_shopping
Qoo10

Qoo10의 트위터 마케팅 목표



1. 뷰티 팬덤을 활용한 K뷰티 x Qoo10

2. 뷰티 + Kpop 팬덤을 공략한 Live Commerce

3. Qoo10 브랜드 팬덤 형성을 위한 빅세일 브랜딩

트위터 마케팅 전략



트렌디한 브랜드 간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 

실시간 트렌드에 노출되는  
트렌드 테이크오버를 통해 트위터 상에서  
론칭 당일 유저 도달을 극대화하고  
패션,뷰티 트렌드 매거진의 브랜디드 콘텐
츠 스폰서십 활용하여 뷰티 커뮤니티 도달 
확보

K뷰티 x Qoo10

트렌드 테이크오버 앰플리파이 스폰서십

Source: Twitter Internal



뷰티 팬덤을 공략하기 위하여 뷰티 브랜드와 
인지도가 있는 뷰티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광고로 활용하여 Qoo10의 타겟 유저에게  
도달

K뷰티 x Qoo10

제 3자 광고

Source: Twitter Internal



K뷰티 x Kpop 
LIVE Commerce
트위터 상에서 많은 팬덤을 가진 Kpop 팬덤을 타겟으로 
뷰티 브랜드 라이브 쇼핑 방송을 진행 

라이브 쇼핑 방송 전, 사전 홍보를 통해 라이브 쇼핑방송에 대
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라이브 방송 직전 알림을  
발송하여 라이브 당시 뷰어십 극대화



K-POP

MAKE-UP

e-Commerce

9x

7x

7x

Affinity
라이브쇼핑 당일에 
Qoo10에 대해 
대화하는 유저들은 
K-POP, 메이크업, 그
리고 이커머스에 관련하
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Source: Twitter Internal

6x
Beauty



리마인더 카드 Coming Soon 라이브 방송

LIVE Commerce



FashionFood Electronics

정기적으로 뷰티 브랜드부터 푸드, 패션, 전자 브랜드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확대
하여  진행함으로써 Qoo10 브랜드 팬덤을 확장

LIVE Commerce



K뷰티 & Kpop 팬덤을 기반으로 형성된 
Qoo10 브랜드 팬덤을 정기 빅 세일인  
메가와리 브랜딩을 통해 강화하여 SoV와 
구매를 증대 

트렌드 테이크오버+ 와 타임라인 테이크오버 
를 활용하여 동영상 도달을 높이고, 세일 시작
을 알리는 브랜드 알람을 활용하여 옵트인한  
유저에게 세일 메세지 전달

메가와리 브랜딩

트렌드 테이크오버+ 브랜드 알람



9월 10일 Qoo10 Day에 Qoo10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Qoo10 브랜드 대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트위터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트렌트 테이크오버+ 진행

Qoo10 Day

트렌드 테이크오버+



Share of Voice

Qoo10 Rakuten Mercari
Amazon Yahoo

라이브커머스, 메가와리 기간동안 Qoo10의 SoV 가 급증 하였으며, 특히 Qoo10 데이에 SOV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일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9/11-19) 그 전 기간에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Megawari
Qoo10Day

App  
& LiveShopping 

Conversation
Source: Brandwatch, Japan, Japanese



Result

브랜드 대화 증대 뿐만 아니라  구매 효율 또한 증대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
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rev.kr.dso@twit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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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대학내일20대연구소_트위터_T4BW발표자료_배포용자료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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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_#T4B '트위터를 활용한 웹툰 팬덤과의 소통'_박광그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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