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 YouTube 커머스 성장 캠페인

하이트 진로 테라 스푸너 캠페인

2019년 출시된 하이트진로의 ‘테라’는 MZ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바탕으로,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배 가까이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9시 영업 제한 등의 정책으로 인해 주류시장 전반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테라’는 침체된 주류시장 분위기를 전환시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테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100% 리얼 탄산’ 이미지를 강화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고민했습니다. 기존에 ‘시각적인’ 소구에 머무르던 리얼 탄산 
이미지를 ‘청각적인’ 소비자 경험으로 확장하고자 했으며, 소비자들의 술자리 속 ‘병따개 대신 숟가락으로 맥주병을 따는 술자리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타겟 MZ 세대의 재미를 추구하는 ‘펀슈머(Fun + Consumer)’적 특성과 희소성 있는 굿즈에 대한 강한 SNS 인증 욕구를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청량한 오픈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숟가락 모양의 오프너 ‘테라 스푸너’를 론칭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캠페인은 ‘테라 스푸너’를 활용해 
‘100% 리얼 탄산’ 이미지를 강화하고, MZ 세대 사이에서 이슈화를 통한 대세감 전달 및 브랜드 팬덤 확보를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테라 스푸너’는 하이트진로 연구소에서 최적의 길이와 각도, 강도 등을 
철저하게 연구한 끝에 다양한 과학적 원리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
쓸고퀄’(쓸데없이 고퀄리티)의 정석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작 배경을 
바탕으로 ‘인류를 위한 선물, 테라스푸너’라는 다소 과하고 그래서 더욱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개발했습니다.
 
나아가, 광고를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하는 타겟 MZ 세대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로 크리에이티브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테라 스푸너가 가진 다양한 과학적 
원리들을 몰입감 있게 설명해 줄 모델로 다수의 저서와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의 인지도와 과학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김상욱 교수를 
기용하여 쓸고퀄 콘텐츠의 정점을 찍는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했습니다.

캠페인 배경 및 비즈니스 목표

크리에이티브 전략

캠페인 목표

‘테라 스푸너’를 통한 소비자들의 ‘100% 리얼 탄산’
(청각적) 브랜드 경험 증대
MZ 세대를 대상으로 ‘테라 스푸너’ 대세감 전달 및 테라 팬덤 확보
테라 제품 판매량 증대

고려도(Consideration)

호감도(Favorability)

충성도(Loyalty)

세일즈 증대(Sales Growth)

리드 증대(Lead Generation)

캠페인 KPI 
청정라거-테라 TERRA : 테라 스푸너 (Full)
https://youtu.be/hgHC6PIB4Zg



YouTube 활용 전략

1. 페르소나 인사이트 솔루션을 활용한 유의미한
    타겟 접점 확보

1. 총 794만 조회수 달성, ‘테라 스푸너’ 대세감 확인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 기타(YouTube 크리에이터 BDC) 

테라 스푸너의 ‘쓸고퀄’ 콘텐츠에 흥미를 갖고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인 바이럴을 통한 강력한 이슈화를 만들어줄 소비자 

페르소나를 찾고자 했습니다. ‘YouTube 페르소나 인사이트 분석’을 

통해 테라 스푸너에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광고를 

노출하였습니다.

2. YouTube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활용한 이슈화 유도

YouTube 타겟팅을 넘어 더욱 다양한 타겟 접점에서의 이슈화를 

위해 ‘ASMR 연추’와 ‘공돌이 용달’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혼술 ASMR’과 테라 스푸너가 가진 과학적 원리를 

‘술게임’ 컨텐츠로 풀어내는 등 MZ 세대 타겟에게 쉽고 재밌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3. 제품 특성을 고려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라이브

MZ 세대 ‘술자리 인싸템’으로 기획된 테라 스푸너 이슈화를 

위해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가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및 술자리에 대한 

검색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본편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성과

1. 매출 및 시장 점유율 증대까지 기여한 굿즈 캠페인
- ‘테라’의 유흥 시장 출고량, 전월 대비 95% 상승
  (4/18 ~ 5/13일 기준)
- 시장점유율 2022년 1분기 기준 20% 수준으로 성장

- 목표 KPI 대비 88.5% 초과 달성

3. Google에서 336%, YouTube에서 약 383% 검색량 증가

4. ‘테라 스푸너’ 굿즈 50만 개 완판으로 품귀현상 초래하며
    리셀 가격 폭등

2. 기존 테라 광고 대비 6.4배 높은 댓글 상호작용,
     높은 호감도 확인

- 캠페인 라이브 이후 1월부터 4월까지 성과
2. 브랜드 평판 약 34% 증가

비즈니스 성과

하이트진로 테라, 차이커뮤니케이션, 원더월픽쳐스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대한 고려를 가장 간결하게
소구한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 이예훈 Executive Creative Officer, 제일기획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다른 맥주 브랜드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고, 시장 점유율까지 견인한 캠페인 

- 장인성 상무, 우아한형제들

YouTube 광고 믹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