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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BOUT PEPERO?
상황분석

가장 많이 팔린 국민 과자는?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단위: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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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 데이는?

HOW ABOUT PEPERO-DAY?
상황분석

출처 : 사람인, 2016 (n=1,238)

1위 빼빼로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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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ENGER PEPERO
상황분석

빼빼로는오랫동안사랑과 우정의 메신저로서사랑받았다

선물한다 선물한다

89% 61%

학생이빼빼로데이를챙기는이유

출처 : 엘리트학생복, 2015 (n=370)

성인이빼빼로데이를챙기는이유

1 빼빼로를 통해고마움을표현할 수 있어서 64%

3 빼빼로데이의 들뜬 분위기가 좋아서 12%

2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해야 할 거 같아서 14%

출처 : 잡코리아X알바몬 통계센터, 2018 (n=1,321)

1 고마운 분들에게감사를표하기위해 59.3%

3 기념 이벤트·행사가 많아서 22.5%

2 상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미있어서 31%



빼빼로만 구매할 예정 49.8%

빼빼로와 함께 다른 선물 구매 예정 28.4%

PROBLEM
문제도출

출처 : 빅터뉴스, 2018출처 : 알바천국, 2017 (n=3,286)

빼빼로데이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中

빼빼로플라워

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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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데이이벤트가반복되면서
빼빼로의매력도와 신선도가 하락하고



과자제품군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느낀다 82% 

PROBLEM
문제도출

가격인상과과대포장이슈로인해
빼빼로데이의상업적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출처 : 매일경제, 2017 출처 : 이데일리, 2018

YOUTUBE 빼빼로동영상댓글中

위생적이고 체계화된 건 알겠는데
좀 많이 담아줘라

아 솔직히 빼빼로 양 너무 적다
지금 양의 1.5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4천

1.3천

포
장

내
용
물

데이이벤트용묶음상품



SWEET HOME
문제도출

이에롯데제과빼빼로는이미지회복을위해
CSR 캠페인 스위트홈을시도했지만

“

”

아이들의 웃음을 짓습니다
농어촌 지역 아동 센터 건립·운영

롯데제과
스위트홈

소비자들이 어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면, 이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 부정적 정보와
여론을 마주할 때, 이를 무시하거나

온화하게 해석할 수 있다

- Sankar Sen & C. B. Bhattacharya, 2001



SWEET HOME
문제도출

정작스위트홈의인지도는 미약했다

대부분빼빼로의사회공헌활동을모르고있었고
스위트홈의긍정적이미지가빼빼로와연결되지못했다

출처 : 자체 FGI

평소에 사 먹던 빼빼로가 아이들

을 위한 집이 되고 있었다니. 

롯데 기업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전혀몰랐어요.

-16세, 김 OO

롯데 그룹에서 사회 공헌 활동

하는 건 얼추 알고 있었는데

스위트홈은들어본적없어요. 

벌써 7개라니 솔직히놀랐어요.

-25세, 홍 OO

수익 기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

으로어떤건지는몰라요. 어차

피 다 보여주기식 같기도 하고.

-22세, 강 OO

과자 수익으로 집을 만든다는 건

처음들어봤어요. 빼빼로로

기부하고 있다는 게신기해요.

-17세, 윤 OO



HOW TO SOLVE?
문제도출

기존 CSR 캠페인을 통해 빼빼로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우선 롯데제과 빼빼로 스위트홈을 인지시키고

사회 공헌 활동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빼빼로데이에 전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빼빼로데이가 되어야 할까?



CONSUME
타겟분석

빼빼로의핵심타겟인 1020은
의미 있는 소비를추구하는밀레니얼-Z세대이다

GENERATION Z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1985 20001990 1995 2005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소피커

내 안의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마이싸이더

기성세대보다 편견이 없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신의 기준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며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ex. 환경 이슈, 성차별, 기업 갑질)

GENERATION Y



NETWORK
타겟분석

이들은디지털환경에서태어나고성장한세대로
국경과인종을초월한경계 없는 연대를추구한다

출처 : 조선일보, 2019
디지털 마케팅 서밋, 2017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공공의 선을 위해 행동하는 아이들 #필란스로키즈

검색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 #팔로인

수많은 광고로 더럽혀진 후, 지금은 지인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가장 신뢰합니다. 온라인 네트워킹

개념에서 인플루언서는 실제로는 남이더라도

소셜 상에서는 지인으로 작용합니다

- 대학내일 박진수 소장

DIGITAL
NATIVES



SOLUTION
인사이트

이제까지빼빼로는가까운지인을
연결하는물리적인메신저로서활약했다

빼빼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연결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좁은범위에서의연결은디지털세대인
밀레니얼-Z세대에게충분히공감되지않는다

출처 : “EXO의 빼빼로데이는?” 편, 2014



마케팅은 고객과 고객, 제품, 
경험과의 연결만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제품을 매개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광고를 대체한다

- Organic Marketing, 2017

SOLUTION
인사이트

물리적한계를초월한연결은
고객이다양한 채널을 경험하고

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만들어진다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리는 #실감세대

이들은 오프라인 체험 후 온라인 구매가
익숙하며 독특하고 색다른 경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ex. VR, 방탈출, 스크린스포츠, 팝업스토어)



SOLUTION
인사이트

SUMMARY

빼빼로의구매부터기부까지

온·오프라인을통해생생하게경험하고

그과정에서타인과의연결을느낄수있어야한다

빼빼로데이를 함께 하는 기부 트렌드로 리포지셔닝“ ”



CONCEPT
컨셉제안

함께 이어가는 길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빼빼로가 당신의 길이 되어드립니다



PEPEROAD “함께 이어가는 길”
IMC전략

모이다 함께가다

TVCF

에스컬레이터

버스 정류장

래핑카

기부를 만나다 공간에 모이다 함께 이어가다

팝업스토어

1:1 랜덤 매칭

롯데그룹 프로모션

빼빼로드 챌린지

빼빼로그

너의 길을 응원해

만나다



만나다
빼빼로드

TVCF | “함께 이어가다” 편 30s

| 기대효과 || 실행방안 |

#S1 친구A가 친구B에게 빼빼로 선물
하단에 구불구불한 빼빼로드 출발

가까운 사람부터 타인 그리고 기부까지 빼빼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빼빼로데이의 일상을 통해 보여준다

빼빼로의 연쇄 작용을 보여주고 스위트홈 활동을 인지시킨다
평범한 모델을 통해 밀레니얼-Z세대의 공감을 유발한다

▶

#S2 친구B가 엄마에게 빼빼로 선물 #S3 엄마는 회사에서 후배에게 선물 #S4 회사 동기끼리 빼빼로 선물
하단 빼빼로드 반 이상 도달

#S5 회사 직원 중 한 명
퇴근하고 아내에게 빼빼로 선물

#S6 부부는 아이에게 빼빼로 선물 #S7 빼빼로 곽으로 집을 짓는 아이 #S8 스위트홈 완성 (O.L)
하단 빼빼로드 도착

#S9 실제 스위트홈과 아이들
AUDIO) 아이들 웃음 소리

NAR)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S10 NAR) 롯데 빼빼로~

▶▶ ▶

▶ ▶▶ ▶



만나다
빼빼로드

OFFLINE | 에스컬레이터

| 기대효과 |

| 실행방안 |

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벽면에
빼빼로 한 개가 등장
2. 시선 움직임에 따라 빼빼로가
늘어나고 집 모양이 완성된다
3. 빼빼로로 만든 집이 실제
스위트홈으로 바뀐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자연
스럽게 호기심을 일으키고 빼빼로가
모이면 집이 만들어짐을 보여줌으로
써 스위트홈 활동을 인지시킨다



만나다
빼빼로드

OFFLINE | 버스 정류장

| 기대효과 |

| 실행방안 |

“기둥을 오리지널로 채워주세요” 
“지붕을 아몬드로 채워주세요” 등
문구가 있는 광고를 타겟 유동이
많은 학교 및 학원가 버스 정류장에
빼빼로 시리즈별로 설치한다

각 지역 버스 정류장마다 빈 부분이
다른 광고를 설치함으로써 스위트홈
활동을 알리고 스위트홈의 완성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빼빼로 구매가
필요함을 인지시킨다

스위트홈의 기둥을

오리지널로 채워주세요



만나다
빼빼로드

OFFLINE | 래핑카

| 기대효과 |

| 실행방안 |

1. 밴 혹은 버스를 빼빼로 모양으로 래핑 한다
2. 지역과 장소를 정해 래핑버스는
전국 투어를 한다 (“OO로 가는 길”)
3. 장소마다 111개 한정 판매로
1개를 구매하면 1개가 자동 기부된다
4. 판매 이후 이동한 길의 길이와
총 판매량을 계산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소소하게
기부에 동참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빼빼로의 사회 공헌 사업을 인지시킨다



모이다
빼빼로드

OFFLINE | 팝업스토어

STORYTELLING

어느 추운 겨울날, 

배고픈 채 걷던 당신은

저 멀리 반짝이는 집을 발견하게 된다

길쭉한 갈색 과자로 만들어진 집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놀 수 있는 달콤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당신은 이런 집을 다른 곳에도 만들기로 결심한다

“ ”



모이다
빼빼로드

OFFLINE | 팝업스토어

| 기대효과 |

| 실행방안 |

팝업스토어 스위트홈은 <헨젤과 그레텔> 속
과자의 집을 모티브로 하여 아이와 어른을 모두
겨냥해 새롭게 재탄생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다
스토어는 10월 말부터 시작하며 연말까지 진행한다
겨울 분위기에 맞게 차분한 갈색과 빼빼로의
대표 상품들의 색이자 크리스마스의 상징이기도
한 빨강과 초록을 강조색으로 사용한다

빼빼로를 중심으로 롯데제과의 제품과
동명의 사회 공헌 사업 '스위트홈' 을 알리는 역할이다
스위트홈은 동화 같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1020뿐만 아니라 폭넓은 세대를 상대로 소구하며
쇼핑, 엔터테인먼트, 커스터마이징, 크리에이팅한
활동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오프라인 경험이다

AMOND
PEPERO

ORIGINAL
PEPERO

CHOCOLATE
OF 

PEPERO

NUDE
PEPERO



모이다
빼빼로드

OFFLINE | 팝업스토어

| 엔터테인먼트 | 스위트홈으로 가는 길

| 쇼핑 | 빼빼로가 걸어온 길

빼빼로가 1983년 출시된 때부터 꾸준히 변해온
패키지 역사를 전시하고 옛날 버전 디자인
빼빼로 굿즈를 한정판으로 판매한다
밀레니얼-Z세대의 뉴트로(Newtro) 감성에 소구할 수 있다

매장 외부에서부터 스위트홈까지 오는 길을
마치 과자가 떨어진 것처럼 표현하여 동화 속
과자의 집에 방문하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모바일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직접 걸어가서
체험하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경험을 제공한다

| 커스터마이징 | 스위트카페 (SWEET CAFE)

다양한 맛의 빼빼로 제품 자체는 물론
전문 쉐프가 빼빼로를 활용해 만든
각종 음료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도록 한다
챗봇 빼로 기능을 업데이트해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빼빼로의 종류와 음료를 추천해준다

| 크리에이팅 | 스위츠클럽 (SWEETS CLUB)

디저트 취향을 바탕으로 11종류의 빼빼로와 매칭하여
11개의 클럽을 꾸리고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한다
처음 만났지만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의 공간과
달콤한 디저트 매개체를 제공한다
클럽은 빼빼로 종류로 묶였으나 주제는 멤버에 따라
디저트 만들기, 시식, 토의 등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



모이다
빼빼로드

ONLINE | 1:1 랜덤 매칭

| 기대효과 |

| 실행방안 |

1. 빼빼로 곽의 QR코드 혹은 카카오
페이를 통해 오픈카톡 링크로 접속한다
2. 랜덤으로 매칭된 익명의 사용자
두 명이 카톡방에 들어오면 시작한다
3. 두 사람은 자신의 취향과 관련
간단한 양자택일 퀴즈를 11개를 푼다
4. 일치율 높으면 2+1 기부 성공 실패 시 재도전

기존 챗봇 빼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의 상대와 퀴즈를 푸
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부를 유도한다
대화 없는 익명 구조는 안전성을 제공하고
함께 퀴즈를 푸는 과정은 협업을 요구해서
디지털 세대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카카오페이로 빼빼로 구매를 유도한다

Q1

QUICK
RESPONSE

CODE

Q2

VS

VS

강아지 고양이

부먹 찍먹

Q3

VS여름 겨울



모이다
빼빼로드

OFFLINE | 롯데그룹 프로모션

| 기대효과 |

| 실행방안 |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세요”

1. 11월 초 홍대 강남 롯데시네마
시사회관을 스위트 스팟으로 지정한다
2. 직접 혹은 스낵바 수령으로 빼빼로를 나눠준다
3. 영화 상영 전 TVCF와 스위트홈 홍보 영상을 상영한다

롯데가 장소를 제공하고 빼빼로가 매개체 역할을 할 때 "행복으로 가는 길"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과정을 가족, 친구, 연인과 경험하게 하고 함께하는 빼빼로데이 기부 참여를 유도한다

| 실행방안 |

“친구와 함께 모험의 나라로!”

1. 생년월일에 1이 두 번 들어가면 할인을 제공한다
2. SNS 홍보를 통해 태그를 유도하며
친구와 함께하면 이득임을 강조한다
3. 롯데월드X빼빼로 우정샷 이벤트를 진행해
함께 기부 한 친구들 중 랜덤으로 이용권을 증정한다

| 실행방안 |

“행복을 담아가세요”

1. 매장 바닥에 빼빼로 매대까지 이어지는
과자의 길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빼빼로 매대에서 종류 상관 없이 5개
봉투에 골라 넣기 행사를 진행한다
3. 매대에서 "집으로 가는 길, 행복을 담아가세요“
라고 적힌 봉투를 제공한다



함께가다
빼빼로드

ONLINE | 빼빼로드 챌린지

| 기대효과 |

| 실행방안 |

1. 빼빼로를 구매하고 인스타그램
사진 혹은 틱톡 영상으로 빼빼로
바통을 디지털 지인에게 넘긴다
2. 다음 사람이 빼빼로를 구매하고
또 다시 바통을 넘긴다
3. 릴레이로 챌린지가 이어진다

타겟이 주체가 되어 상대의 기부를
독려하고 챌린지를 확산한다
특히 8초 집중력 세대인 Z세대는
틱톡이나 인스타 스토리 등 짧고
강렬한 동영상으로 플랫폼에서
바이럴을 만들 수 있다



함께가다
빼빼로드

YOUTUBE | 빼빼로그

| 기대효과 |

| 실행방안 |

빼빼로와 브이로그의 합성어로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빼빼로데이를
주제로 각자 채널 무드에 맞는
브이로그를 제작해 올리도록 한다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타겟이
영상을 보고 비슷한 방식으로 빼빼로
데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산한다

#팝업스토어_리뷰

#빼빼로_홈카페

#일상_브이로그

#빼빼로_먹방



함께가다
빼빼로드

ONLINE | 너의 길을 응원해

| 기대효과 |

| 실행방안 |

1. SNS를 통해 각자의 ‘길’과
관련한 사연을 포스팅으로 모집한다
2. 해시태그 #빼빼로 #빼빼로드
#너의길을응원해 등을 사용한다
3. 추첨을 통해 11명에게 문구를 맞춰
응원하는 빼빼로 세트를 보내준다

SNS 확산 효과를 통해 고객과 함께
가는 빼빼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개인 표현 욕구가 강력한
타겟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빼빼로데이 이후에도 이어지는
꿈, 일상, 시험 등을 응원하며 빼빼로가
하루만에 끝나는 이벤트 선물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 길임을 확산한다

#수능을_응원해 #취업을_응원해 #승진을_응원해 #일상을_응원해



함께 하는 기부 트렌드로서 빼빼로데이의 리포지셔닝, CSR 캠페인 인지 제고 및 매출 증대, 밀레니얼-Z세대 선호도 제고

TIMELINE
빼빼로드

| 기대효과 |

| 실행일자 |

ALL | 2019 빼빼로데이 IMC 전략 실행 계획

만나다

모이다

함께가다

TVCF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에스컬레이터

버스 정류장

팝업스토어

1: 랜덤 매칭

롯데그룹 프로모션

래핑카

빼빼로드 챌린지

빼빼로그

너의 길을 응원해



빼빼로가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는 길이 되는 그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