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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걸음기부 캠페인 소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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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기부캠페인소개(온라인)

빅워크 앱은 후원기관의 기부캠페인을 개설하고, 

참가자들의 걸음을 모아 기부금을 전달하는 빅워크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참여 대상 참여 인원

목표 걸음 참여 방식

공개 캠페인 : 일반 대중 참여
그룹 전용 캠페인 : 그룹 관계자

제약 없음

주최 측의 금액에 따라 설정
(금액/현물 또는 행동 기부 선택)

설정한 기간 내 참여자 상시 참여

사업 진행 구조

캠페인 개설처
(총 사업비)

NGO

빅워크

기부금 집행

플랫폼 이용료

* 기부금은 캠페인개설처에서 준비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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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기부캠페인구조

2020년2월이후, 우리나라사회적약자들은전보다더힘든생계를이어나가고있으며,삶에필요한의/식/주를확보하는것조차 어려워지고있습니다.

빅워크는더많은사람들이쉽고재미있게사회공헌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며, 선순환구조를만들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NGO

( )

, ,

SNS

,



6

01. 걸음기부 캠페인 소개(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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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기부캠페인소개(오프라인)

각 공간이 주는 이미지와 형태에 따라 공간을 다채롭게 기획하고 클라이언트와 참여 유저 모두가 만족하는 캠페인을 개설해 드립니다.

오프라인 대형 매장

(대형 마트 · 영화관 · 백화점 등 대규모 실내 공간)

매장 동선을 이용한 참여 캠페인 및 특정 공간을 활용한

마케팅 이벤트 개설

지역 기반 오프라인 복합문화공간

(프리미엄 아울렛 , 등산로, 학교, 지자체 특성화 공간 등) 

공간을 최대 활용, 참여자 수를 극대화 시킬 다양한 캠페인 이벤트 구축

(워킹 코스, 이벤트 부스, 페스티벌, 대형 퍼포먼스 등)

오프라인 소형 매장

(프랜차이즈 · 팝업스토어 등 소규모 공간)

매장 방문 시 진행 가능한 캠페인 이벤트 개설

빅워크 앱 또는 오프라인 QR코
드를 통한 캠페인 이벤트 접속

SNS 로그인을 통한캠페인참여

공간 내 미션 참여 및
걸음카운팅시작

종료QR코드 스캔(영수증 하단, 
POP, 조형물등의 QR코드)을 통해
캠페인완료및쌓은걸음수기부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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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기부캠페인구조

공간기반캠페인개설
특정공간을기반으로 참여할수있는
공간참여형캠페인개설

공간기반 앱 서비스

✓기존 공간을 새로운 이벤트 공간으로 변화
✓오프라인공간내방시비대면기부이벤트참여가능
✓퇴장시 카운팅 된 걸음 기부

고객참여 O2O 사회공헌

특정 공간을 베이스로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캠페인 개설에 대한 구조입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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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본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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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구성

빅워크의 걸음기부 캠페인의 기본 서비스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 과정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기부 캠페인 / 푸시메세지 / 결과포스트 / 종합리포트] 네 가지의 핵심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01. 0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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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캠페인상세설명

기부 캠페인은 공개형과 그룹형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캠페인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개설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개형은 빅워크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으로서 외부적으로 기업 문화의 홍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룹형은 미리 설정된 참여자들만 참여가 가능한 캠페인이며 개인정보 설정에서 기업회원 등록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캠페인 기간 동안 이벤트, 봉사활동 점수 인정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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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푸시메세지상세설명

걸음기부 캠페인의 참여자들에게 캠페인 소식을 담아 참여를 독려하는

앱 푸시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2주당 1회 발송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시메세지제목

원하는푸시메세지제목을설정할수있습니다.
(ex. 캠페인소식, 빅워크챌린지2주차, 오늘하루는어땠나요? 등)

푸시메세지내용

캠페인에참여한사용자들에게알리고싶은내용이나
그룹 공지등을작성하여보낼수있습니다.

푸시메세지발송시점

캠페인시작전, 원하는푸시메세지발송시점을미리정할수
있습니다.



13

03. 결과포스트상세설명

캠페인이 종료된 후 기부 결과 및 후기가 담긴 피드 타입의 브랜디드(Branded) 콘텐츠와 기부 캠페인 내의 팝업 형태의 콘텐츠로 동시 노출되며,

캠페인 종료 후 참여자들에게 결과포스트 푸시 알림을 통해 기부 경험을 함께 공유합니다.

결과포스트이미지

기부를진행한이미지를 최대3장까지노출하여
기업및그룹에대한긍정적인식과신뢰를얻을수있습니다.

기부캠페인연결

기부캠페인에서결과포스트를바로볼수있고,
결과포스트에서기부캠페인내용도쉽게확인이가능합니다.

결과포스트내용

원하는결과포스트내용을자유롭게작성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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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종합리포트상세설명

캠페인 종료 후 개설처에 보내드리는 종합 리포트를 통해 인사이트 발견 및 탄소 절감 효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리포트항목

✓ 총참여자수

✓ 총기부된걸음수

✓ 가장많이참여한날

✓ 일평균기부걸음수

✓ 일평균기부참여수

✓ 가장많이기부하신분

+ 캠페인을 통해 얻은 탄소 절감 효과

✓ 총걸음수를km로환산한값

✓ 해당km를자가용으로이동했을때나오는탄소수치

✓ 해당km를대중교통으로이동했을때나오는탄소수치

✓ 해당km를걸었을때의탄소절감효과

(ex. 30년된소나무를최대OO그루를심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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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가 서비스 구성

15



16

부가서비스구성소개

캠페인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빅워크만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페인
데이터

01

추천
캠페인

02

03
리워드

프로덕트
제작

04

06

SNS
마케팅

서브이미지
제작대행

미션
이벤트

07

메인이미지
제작대행

05

문자기부
시스템

08

( NGO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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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데이터 참여자데이터

01. 캠페인데이터

서버로부터 기록된 걸음기부 캠페인 참여자들의 주간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가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데이터 부가 서비스 1회 신청 시 1회 제공)

207 1758 3338161 119220

243 4050 533488 125342

334 3349 1234567 343455

456 3294 5764434 232557

213 1256 3467676 87574

196 1279 6754 34555

585 3685 879756 543521

357 978 568787 241254

207 1758 3338161 119220

243 4050 533488 125342

334 3349 1234567 343455

456 3294 5764434 232557

213 1256 3467676 87574

196 1279 6754 34555

585 3685 879756 543521

357 978 568787 24125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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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추천캠페인노출

캠페인 리스트 뷰 최상단 구좌제 상품으로 롤링 배너 형태의 추천 캠페인 영역을 통해 캠페인을 끌어올려

리스트 하단으로 콘텐츠가 밀려나는 상황을 방지하고 참여율을 높이고 브랜드 노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추천 캠페인 내의 노출 순위는 일 단위로 랜덤으로 진행)

메인화면
캠페인
리스트

캠페인
상세

기부
완료

메인화면
추천

캠페인
기부
완료

AS-IS 4 step

TO-BE 3 step

✓ 참여율 증가
✓ 브랜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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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NS 마케팅

빅워크에서운영중인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페이지를통해걸음기부캠페인바이럴마케팅을진행할수있습니다.

광고캠페인이종료된후광고데이터리포트를통해광고성과측정이가능합니다.

SNS 마케팅프로세스 SNS 마케팅레퍼런스

연예기획사캠페인홍보사례1 연예기획사캠페인홍보사례2 기업콜라보캠페인홍보사례1

기업콜라보캠페인홍보사례3 자체캠페인홍보사례

Step 1. 니즈파악및실행안수립

마케팅목적및목표를파악하여SNS 마케팅실행안을수립합니다.

Step 2. 콘텐츠기획및제작

실행안을바탕으로SNS 콘텐츠의상세기획과제작을진행합니다.

Step 3. 광고캠페인운영및관리

콘텐츠광고성과를실시간모니터링을통해운영, 관리합니다.

Step 4. 최적화/ 성과측정

매체별퍼포먼스최적화진행하며캠페인종료후성과보고서를전달드립니다.

기업콜라보캠페인홍보사례2

Step 5. 인사이트도출

종료캠페인분석및인사이트를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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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WALK

GOOD
WALK
OSOLE

MIO
(가제)

GOOD
WALK
RUNTO
YOU

(가제)

GOOD
WALK
OLNY
YOU

(가제)

04. 맞춤형리워드상품제작

빅워크 플레이어 각각의 페르소나를 반영한 키트 상품을 제작 후 판매 예정



21

04. 맞춤형리워드상품제작

빅워크 캠페인 참여대상에게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제품 또는 빅워크 자체 프로덕트를 제작 및 리워드 제공하여

캠페인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자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별도 협의 필요)

기업맞춤형캐릭터적용및리워드상품제작사례 빅워크자체브랜드프로덕트제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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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맞춤형리워드상품제작

2021 SUMMER SEASON 출시 예정인 굿워크 돈워리 브랜드의 프로덕트 입니다.

제품포지셔닝
기존의빅라이프시리즈보다는사회적가치가높으면서,
디자인스타일은캐주얼/유니크와노멀의중간으로포지셔닝

브랜드메시지
환경문제에관해알고있으면서행동하지않는사람들을꼬집는
역설적인브랜드커뮤니케이션메시지설정

It’s not gonnabe OK

GOODWALK, DON’T WORRY

제작컨셉
1. 친환경소재로제작되었거나2. 친환경메시지및의미를담은디자인이거나
오래도록쓸수있는퀄리티높은소재의제품

빅워크자체브랜드굿워크돈워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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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메인이미지제작대행

그룹혹은기업내부에제작인력이없을경우,  원하는캠페인메인이미지제작대행이가능합니다.

메인시안2가지중1가지를택하실수있으며, 수정은최대2회까지가능합니다. (메인이미지외의용도는활용불가능)

[ ] [ ] [ ]

메인이미지노출위치메인이미지제작대행프로세스

Step 1. 캠페인콘텐츠내용전달

빅워크측에메인이미지를제외한캠페인콘텐츠내용을전달합니
다.

Step 2. 메인이미지시안2종제작

빅워크에서콘텐츠내용에맞는메인이미지2종을제작하여전달드립니다.

Step 3. 수정최대2회진행

2종가운데1가지를선택하여최대2회이미지수정이가능합니다.

Step 4. 최종확정후베리에이션진행

최종확정후메인이미지노출위치에따른사이즈베리에이션을진행합니다.

Step 5. 캠페인오픈시적용

캠페인이오픈되는시점에적용되어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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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서브이미지제작대행

그룹혹은기업내부에제작인력이없을경우,  원하는캠페인서브이미지제작대행이가능합니다.

캠페인서브이미지는최대3장까지제작되며이미지장당수정1회까지가능합니다. (서브이미지외의용도는활용불가능)

서브이미지노출위치서브이미지제작대행프로세스

Step 1. 캠페인콘텐츠내용전달

빅워크측에서브이미지를제외한캠페인콘텐츠내용을전달합니다.

Step 2. 서브이미지최대3장제작

작성해주신캠페인콘텐츠내용에맞추어서브이미지를제작합니다.

Step 3. 수정1회진행

최대1회이미지수정이가능합니다.

Step 4. 최종확정및캠페인적용

이미지가최종확정되면캠페인이오픈되는시점에적용되어노출됩니다.

[ 1] [ 2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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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핫타임

지정한 날짜 및 시간에 걸음기부를 할 시, 기존 걸음의 2배 이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 UI 디자인은변경될수있습니다.

9: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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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미션이벤트 - 챌린지

생활속에서 다양한 환경보호를 실천을 하고 사진 인증을 통해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

다양한 챌린지 미션 부여로 캠페인 참여도 및 재미 상승, 유저 간 커뮤니티 생성

* UI 디자인은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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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미션이벤트 - 랭킹이벤트

랭킹 정보 수집 및 당첨 유저 선별, 리워드 제공까지의 모든 이벤트 작업을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UI 디자인은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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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문자기부시스템 NGO 대상

문자 기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NGO의 경우, 유저들이 캠페인을 통해 특정 번호로

미리 설정한 텍스트를 보낼 수 있는 문자 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자기부전산망이개발되지않은NGO의경우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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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주 묻는 질문 (FAQ)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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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FAQ)

빅워크 캠페인 개설을 통해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빅워크 캠페인을 통한 기부금 확보는 불가합니다.

빅워크의 걸음 기부는 캠페인을 개설하는 기업에서 빅워크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 걸음 수를 매칭하여 기부금을 집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부금은 캠페인을 개설하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01

걸음 당 기부금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캠페인에 대한 기부금 설정은 총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목표 달성 방식 : 목표 걸음 수 달성 시 정해진 예산 기부

2) 매칭 그랜트 방식 : 캠페인에 기부된 100걸음당 기부금 1원 기부

02

개인도 캠페인 개설을 할 수 있나요?

개인도 캠페인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캠페인 개설을 위한 플랫폼 이용료 및 기부(기부금 / 기부물품 / 봉사활동 등)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03

캠페인 개설을 위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캠페인 컨설팅 -> 캠페인 기획&운영 –> 기부 결과 보고 콘텐츠 업로드 –> 캠페인 종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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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FAQ)

캠페인을 개설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혜처를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 진행을 결정하신 수혜처가 있으실 경우, 해당 수혜처에 기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혜처를 추천 받고 싶으실 경우, 빅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NGO를 추천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05

캠페인을 개설하기 위해선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캠페인 개설을 위한 플랫폼 이용료 + 수혜처에 기부할 내용(기부금/기부물품/자원봉사활동)이 준비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캠페인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실제 기부를 진행할 수혜처 선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캠페인 개설을 위한 콘텐츠 준비가 필요합니다.

06

빅워크는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요?

빅워크는 사회적, 문화적 이슈를 캐릭터와 접목하여 다양한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트렌디한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07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하셨나요? 아래의 URL을 클릭하여 더욱 많은 FAQ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빅워크 자주 묻는 질문(FAQ) 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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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빅워크 홈페이지 채널톡(bigwalk.channel.io)으로 문의 바랍니다. ⓒ Bigwalk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