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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전에



혹금맹은아니신가요?

수입에 대한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있다

DB와 DC를 구분할 수 있다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게 준비해둔다



1.금융에서의
Digital Marketing 사례들



중소기업지원_AMEX

AMEX는 중소가맹점 지원 캠페인인 ‘Small Business Saturday”에서 Facebook활용
각 중소가맹점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해당 가맹점에서 AMEX로 대금을 결재한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

https://www.facebook.com/SmallBusinessSaturday
http://www.youtube.com/watch?v=NgmLC6jbxfg



FUN& Sharing _CitiBank

“Thankyou Point Sharing” 서비스 운영
- Facebook 친구간에 Citibank 리워드 포인트 (Thank you Point) 공유
- 고객은 Thankyou Point Sharing 앱을 통해

Facebook에 포인트 모금 목적과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친구들과 공유

https://www.thankyou.com/



고객 Idea 수집_Bank of Ann Arbor

• Ally Idea Share라는 메뉴를 구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대한

고객 아이디어 수집

www.facebook.com/AllyBank



Chase 학생전용신용카드 Chase +1

• Facebook을 통해 지인들이 서로 상품을 추천하도록 한 상품으로

Facebook 계정 보유자만 발급받을 수 있음

고객이 적립한 리워드 포인트를 Facebook친구와 공유하거나 자선단체와 기부할
수 있는 것이 특징



AMEX: Link Like Love

• SNS 계정에 AMEX카드 정보를 연동하여야하며, 연동한 카드로 결제할 때
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할인내역이 청구서상에서 차감되는 방식

• 고객의 Like내역을 토대로 고객의 취향에 맞춘 혜택을 제공



미래에셋증권

• SNS 채널을 이용 자사 주요 서비스 및 실시간 정보 제공



AIA생명

• 기업브랜드 홍보 및 브랜드 스토리 구축 중심

고객 특성에 맞춘 상품별 프로모션 진행



사례들을살펴보니…

상품 및 서비스 직접 판매 및 홍보 (프로모션)

자사 내 채널간의 허브공간으로 활용

상품 혜택 및 문화 서비스를 고객에게 공유,전파

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 참여 패널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CSR) 홍보 중심

실시간 상담 창구

자사 금융 솔루션 체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자사 스토리 공유 통한 친밀감 형성

개별 고객에 대한 관계 형성 수단



정리해보면

실시간 서비스 제공

고객 참여형 나눔활동

상품체험 제공

서비스, 상품
직접 Sales

CRM 관계 형성

1. 금융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협업활동 증가
2. 고객의 자발적인 참요, 공유, 추천 유도
3. 온/오프라인을 접목한 고객관계 형성

브랜드 기반 신뢰 구축

SNS 채널 기반 다양한 활동 증가

소통 채널 확대

고객 Engagement 



2. 고객을 위한 많은 정보들



영삼성라이프

http://www.youngsamsunglife.com/fr/main/main_init.do



http://www.youngsamsunglife.com/fr/single/singlereport_view03.do?seq=124&p_menu_code=ZZ0075&board_type=B27



SmartLifeDesign

https://www.smartlifedesign.co.kr/index.do





삼성생명블로그

http://www.samsunglifeblogs.com/900



삼성생명이가지고있는 Contents

구분 카테고리

삼성생명 블로그

브랜드 이미지를 아우르는 이야기
Facebook, Twitter 연결

사람을 만나다

사랑을 키우다

미래를 가꾸다

오늘을 즐기다

삼성생명을 말하다

이벤트에 초대하다

스마트라이프디자인

은퇴 후 인생 이야기 중심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컨텐츠
라이프디자인 계산기
블로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유도

재산/소득

가족/주거

사회활동

취미/여가

건강

리서치

영삼성라이프

20~30대 타깃
일방적 제공 보다는 참여형 형태
재테크 계산기
Hot Trend 제공

두근두근 캠퍼스

파란만장 커리어

호시탐탐 재테크

블링블링 싱글즈

위풍당당 패밀리



날 보지않아요



3. 뭘 바꾸면 되지?

Contents Channel Connect



변화의방향은?

Contents

Channel

Connect

시각적으로

Mobile

한눈에 볼 수 있게
스낵처럼 편하게 볼 수 있는

Mobile에 최적화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왜모바일인가?

• 이미 인터넷 사용의 주 기기는 PC가 아닌 Mobile로 이동

AC닐슨 2011. 조사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
일 평균 48.7분

50대이상
3명중 1명은
스마트폰 사용



국내스마트폰사용자의 90%이상이스마트폰이용

Source: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상품소개서 (2013.1)



그렇다면모바일이지!

그 외 수많은 자료들

Mobile로 간다는 것은?



그냥페이스북쓰면안될까?

Triple Media

기업이 사용한 대가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미디어
(광고,옥외 광고, 유료 기사 광고 등)

Paid
Media

Owned
Media

웹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미디어
(웹사이트, 마이크로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모바일 앱 등)

Earned 
Media

기업의 평판을 형성하는 Words of Mouth를 만들어내는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 채널)



뭘어떻게쓰면되지? 

Paid
Media

Owned
Media

Earned 
Media

Strangers

Customets

Fans



몽땅연결해보자

어디까지 연결해야할까?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지?
채널의 특성에 따라 컨텐츠도 달라져야 함

운영하느라 너무 힘든건 좀….

어디를 중심으로 시작하면 되지?



Social Media별채널특성



4. Mobile + Magazine
= MobiZINE



MobiZINE의 Positioning 

• 고객과 연결하는 Contents 유통 플랫폼

• 모바일 기반의 컨텐츠 자산화

• 채널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통한 여러 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결

통합 Platform Mobile Visualize+



Mobile Marketing Platform _ Curation

그 외 수많은 자료들

모바일 매거진 mobiZINE

MibiZINE 2.0 4월 Open 



Mobile Marketing Platform _ “Gate”

+

Facebook

Blog

카카오플러스 친구

Youtube
+

Twitter

모바일 매거진 mobiZINE

MibiZINE 2.0 4월 Open 



모바일 마케팅 Hub MobiZINE

이메일 주시면
2.0 Open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