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피킹덤의 브랜드 리더십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전략 ]

39TH CHEIL IDEA FESTIVAL
광고기획서부문/ 스피킹덤





상황분석

스피킹맥스의성공적인교육모델을
아이의눈높이에맞추어도입한스피킹덤

초등영어교육에서영어회화의중요성이점점높아짐에따라
스피킹덤은초등영어회화시장에신규진입했다.

스터디맥스, 초등영어회화프로그램스피킹덤출시



상황분석

“스토리만따라가도영어가된다”는메시지를도출하여
온라인초등영어회화교육의새로운지평을열었다

“아이의흥미유발”과“영어환경에노출”이라는
초등영어교육에서늘강조되는두포인트를모두담아냈다.

스테이지를클리어하는어드벤처게임의양식을차용 원어민강사들이스토리의등장인물역할을수행



집에서부모가아이와함께 애니메이션을활용한 Easy-Web Service

캐릭터가등장하는영어컨텐츠 3D캐릭터와함께영어로의사소통

그러나,

스피킹덤이혁신적인강점을
가지고있는것은분명하지만

경쟁사들도자신만의강점
하나씩은준비하고있다

상황분석



상황분석

스피킹덤이컨텐츠차별화라는소극적인경쟁구도에머문다면
소비자에게혁신적인인상을남기기는어렵다

스피킹덤은기존영어교육의경쟁구도에서벗어나
새로운교육방식을선도하는First Runner로의포지셔닝을시도해야한다



Campaign Goal

“원어민과함께스토리만따라가도영어가된다”는강점을지닌스피킹덤,
온라인초등영어회화시장의 First Runner가되기위해서는

보다차별화된브랜드메시지를전달해야한다

목표선정

HOW?

진짜타겟층을공략하는메시지를던지자!



타겟분석

Needs를충족시켜야할진짜타겟은부모가아닌아이들
그들의상황에서이해하고공감해주어야한다

자체인터뷰, 초등학생1~4학년대상, n=9

영어책을펼치면막막한마음부터들어요!

예습하고,복습하고,시험보고..맨날똑같아요!

엄마가외국인선생님이랑놀랬는데할말이없어요!

열심히해도시험점수가안좋으면의욕이안나요!

윤준하(10)

임유진(11)

박서준(10)

오수현(9)

타겟FGI : 영어공부에싫증이나는이유가무엇인가요?

. . . . .

. . . . .

. . . . .

. . . . .

영어를공부한다는느낌자체가싫기때문에

항상정해진영어교육커리큘럼에갇히기때문에

엄마가붙여준외국인친구가선생님임을알기때문에

내가배운모든것들이점수로환산되기때문에

영어에 부담감을 느낀다

아이들은..



타겟분석

영어를재미있게배우도록하려면
재미에서답을찾아야한다

TO BE

자발성

호기심

변화

과정중심

AS IS

강제성

지루함

고착

결과중심



컨셉유도

재미있는컨텐츠에영어가따라오게만든다면
아이들은‘배운다’는부담감에서벗어날수있다

< 뽀로로> 영어학습컨텐츠 < 마인크래프트>교육용버전



컨셉유도

영어교육의관점을전환하자!

재미없는영어교육에재미를부여할수는없다

재미있는액티비티에영어가따라오게해야한다
.
.
.

스피킹덤을학습수단이아닌
로인식시키자



CONCEPT



I   M  C



30s 영상 광고 (1)

#1 원어민선생님을친구라고소개하는엄마

엄마: “이사람은로빈이라고하고, 외국인친구야!”

원어민: “Hi. I’m your friend, Robin!”

#2 수업이끝나고, 선생님에게인사하는아이

아이: “선생님! 안녕히가세요!”

#3 한심하다는표정으로고개를드는아이
(슬로우모션, 클래식BGM삽입)

나레이션: “ 아이도안다. 로빈은선생님이란걸.. ”

#4 아이의반응에당황하는엄마와선생님

나레이션: “ 우리가다른방식으로만났다라면.. ”

#8 스피킹덤로고노출

< 말하면서모험하는판타지, 스피킹덤>

#7 마법사를물리치러달려가는아이와원어민

< 스피킹덤으로, 영어는덤으로>

#6 활짝웃으며영어로대답하는아이

아이: “Yeah! Let’s go!”

#5 반전되는분위기, 판타지세계속아이와원어민

원어민: “Ready to go, 민철?”

스피킹왕국에서놀기만해도영어가는다



30s 영상 광고 (2)

스피킹왕국에서놀기만해도영어가는다

#8 스피킹덤로고노출

< 스피킹왕국에서놀기만해도영어가는다, 스피
킹덤>

#7 자신감이넘치는아이를보며
자랑스러워하는부부

< 스피킹덤으로, 자신감은덤으로>

#1 비행기이륙전, 아이를나무라는아버지

아버지: “민철아, 넌여행을가는데도게임만하
냐.”

#2 아버지를오히려말리는어머니

어머니: “잘만노는걸왜그래요~”
아이: “아싸! 헥스톤득템!!”

#3 당황하는아버지& 여행지도착

당황한아버지의표정과
비행기의도착이오버랩된다

#4 여행지를활보하며영어로이야기하는아이

아이: “Nice tomeet you!”
“Where can I find this place?”

#6 아버지의어깨를툭툭치는어머니

어머니: 외국인이랑논다니깐~

#5 아이를보며당황하는아버지

아버지: 민철이쟤.. 쟤.. 저런건언제공부시켰어?



버스 옥외 광고

기대효과

전형적인학습요소만을강조하는커뮤나케이션방식에서벗어나

아이의흥미가우선이된다라는브랜드메시지를직관적으로전달한다.



지하철 옥외 광고

기대효과

아이가앉아서공부하던교실을박차고나가

스피킹덤으로놀러간다는메시지를시각적으로전달한다.

아이의흥미유발이우선이된다는

브랜드컨셉을직관적으로인지시킬수있다.



네이티브 광고

실행방안

‘아이엠스쿨’등의맞춤교육정보를

제공하는어플에

성공후기등스피킹덤만의

영어교육관련콘텐츠를담은

네이티브광고를시행한다.

기대효과

영어교육성공후기를

뉴스피드에 노출시킴으로써

자녀영어말하기교육에대한

고민을지닌학부모들이

컨텐츠에자연스레관심을가지게하고, 

실제이야기로많은학부모들의

공감을이끌어낼수있다.



키오스크 프로모션 (1/2)

예시 1

예시 2

실행방안

1. 최근부모와아이에게인기있는동대문DDP 키즈카페에KINGDOM존설치

2. 키오스크를통해오프라인에서직접스피킹덤을체험하도록한다.

3. 스피킹덤에서외국인이등장하며영어로대화를시도한다.

4. 외국인의발음을그대로따라말하는창이등장하고, 아이가영어로말한다.

5,  발음평가에서90점을넘기면스피킹덤30일체험권을증정한다.

기대효과

오프라인에서도직접스피킹덤의세계를체험하게함으로써

부모와아이가함께게임을즐기며영어를접하도록한다.

놀면서배운다라는브랜드아이덴티티를전달할수있다.



키오스크 프로모션 (2/2)

실행방안

키오스크상단에부착된카메라로아이의얼굴을인식한다.

삼성의AR 이모지기능을활용하여

아이가스피킹덤의 판타지세계속캐릭터가된다.

아이혼자서혹은원어민배우와함께사진/영상을찍을수있으며

촬영한사진/영상은휴대폰으로실시간전송할수있다.

기대효과

스피킹덤의판타지세계를직접적으로경험하게하여

커뮤니케이션접점을확대함과동시에브랜드아이덴티티를동시에전달할수있다. 

또한이모지기능의신기술을체험하게함으로써타겟들의인증욕구를자극해

타겟중심으로브랜드인지도를확산시키는효과를거둘수있다.



어플 연동 교육용 플랫폼

실행방안

1. 개인맞춤형정보제공

-사용자의스피킹덤계정을연계하여

-목표점수에도달하지못한영어문장들을보여준다.

-표현카드와영어표현들을복습할수있도록한다.

-복습이필요한영어문장은랜덤으로퀴즈로출제된다.

2. 부모와아이간커뮤니케이션의장형성

부모도계정에참여가능하며아이의진도&복습상황을확인할수있다.

3. 타회원들과의커뮤니케이션의장형성

-복습카드밑에복습을완료한사용자아이콘이등장하여

타회원들의참여상황을눈으로확인할수있다.

4. 스피킹덤소식전달

-스피킹덤에서진행하는이벤트나프로모션등을

피드에서지속적으로홍보할수있다.

기대효과

마이크로사이트는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교육용SNS로서기능한다.

스피킹덤만의네트워크플랫폼을형성하여맞춤형정보제공, 타회원들과의

활발한학습적교류를통해인터렉티브한브랜드경험을제공할수있다. 

마치페이스북사용자가‘페이이스북메신저’앱으로쉽게넘어가듯이

스피킹덤SNS와스피킹덤학습사이트&모바일앱을연동해

쉽게사용자를끌어올수있을것이다.



오프라인 프로모션 (1/3)

실행방안

스피킹덤프로그램과스피킹덤Plus에

해당이벤트페이지를게시한다.



오프라인 프로모션 (2/3)

기대효과

아이들은플립러닝방식을이용하여

온라인에서스피킹덤을통해영어를학습하고, 

오프라인클래스에서원어민과직접대화해볼수있는기회를

가짐으로써학습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다.

또한프리토킹에두려움을느끼는아이일지라도

미리이야깃거리와표현을익히고오기때문에

즐겁게수업에임하게하여

긍정적인브랜드경험을선사할수있다.

실행방안

1. 스피킹덤의각Stage에맞는클래스를구성하고

스피킹덤Plus+에서오프라인클래스를모집한다.

2. 응모한회원중추첨을통해

부모와아이총20명내지로선발한다.

3. 각Stage에등장한스토리와표현들을응용하여

원어민과아이들이함께

Free Talking하는시간을가진다.



오프라인 프로모션 (3/3)

기대효과

이색데이트프로모션을통해

타겟들에게특별한브랜드경험을제공함과동시에

스피킹덤의원어민배우들이

선생님이아닌친구의느낌으로다가가게한다.

별도의매체비용없이

즐기는상황에영어가따라온다는

스피킹덤의브랜드아이덴티티를전달할수있다. 

실행방안

1. 원어민배우와부모· 아이가함께하는

데이트코스를구성한다.

2. 스피킹덤Plus+에서일일데이트를모집하여

추첨을통해부모와아이총10명을선발한다.

3. 원어민배우들과가족들이

테마여행지로일일데이트를떠난다.

4. 일일데이트를즐긴인증샷을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SNS 홍보채널에업로드한다.



스피킹덤 이모티콘 (1/2)

실행방안

카카오톡페이지의이벤트코너에서

스피킹덤1회맛보기체험을완료하면

실제원어민배우들로구성된

움직이는자체이모티콘을증정한다.

기대효과

스피킹덤에원어민이등장함을인지시키고,

범용적인이모티콘구성으로

재미요소를통해공감대를형성하여

부모타겟뿐만아니라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러운바이럴효과를거둘수있다.

[ 이벤트 ] 영어로 놀고 이모티콘은덤으로



스피킹덤 이모티콘 (2/2)

실행방안

카카오톡페이지의이벤트코너에서

스피킹덤1회맛보기체험을완료하면

실제원어민배우들로구성된

움직이는자체이모티콘을증정한다.

기대효과

스피킹덤에원어민이등장함을인지시키고,

범용적인이모티콘구성으로

재미요소를통해공감대를형성하여

부모타겟뿐만아니라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러운바이럴효과를거둘수있다.



에피소드 공모전

2018. 9. 1 ~ 9. 30

실행방안

1. 스피킹덤홈페이지와스피킹덤플러스내에서

에피소드공모전을시행한다. 

2. 아이들은 짧은에피소드형식으로자신의이야기를담는다.

3. 공감지수가높은참여자10명을선정하여

아이의해당학급으로피자10판+스피킹덤한달이용권을증정한다. 

기대효과

아이들이공감갈만한상황이스피킹덤자체에피소드가되면서

브랜드에대한재미있는경험과함께애착을줄수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
지

30s 영상광고1

30s 영상광고2

버스/지하철옥외광고

네이티브광고

경
험

키오스크체험

교육용플랫폼

스피킹덤거꾸로교실

스피킹덤원데이데이트

확
산

스피킹덤이모티콘

에피소드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