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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elected a case study method conforming to qualitative research in order to analyzed how each

type of fashion enterprises uses SNS in-side of fashion marketing based on content the researcher monitored

and selected from the Facebook website for each enterprise. The standard to select fashion brands in this study

is a graded list made based on ranking 5 analysis sites on social media (Socialbakers, socialDigm, Pulse K,

BigFoot9, L2). The researcher sorted and then analyzed 2 brands that have many fan joiners and followers

among fashion brands that were ranked top of the graded list, work in Facebook animatedly, and had repre-

sentativeness in each type (SPA, Sports Bran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anuary 2013 to March 2013,

and the index of Facebook consisted of 3 kinds of elements (comment, like, and share). Each numerical value

was counted to decide the monthly ranking. Content analysis was divided into public relations about brand,

public relations about products, and customer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consequently, the researcher inve-

stigated which content was post conforming to the ranking. The study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of each

brand derived through the method of study compared to other bran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case of

SPA brands, the category accounting for high rank in index analysis are public relation events to attract cus-

tomer attention and products and offering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e monthly trend about whole post

category were also similarly analyzed so the promotion goal that the brand wants to seek in priority coincides

with the customer compliance rate. Next, in the case of sports brand, public relations for products offering

information, event for arousing customer concern, and participation activities accounted for a high rank in the

index analysis and posted the most in the analysis of the monthly trend for whole post category. The rese-

archer came to understand that the direction of content for brands shown through Facebook coincides with

customer sy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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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은 전반적인 산업영역에서 많은 변화들을 불러 일으켰

고,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Kwon & Jang, 201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조사한『무선인터넷 이

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65.2%

가 휴대폰, 노트북 등 무선단말기로 무선인터넷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기기 이용률은 전

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

용한 다양한 생활 변화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Kim, 2011). 또한 기업의 경우에서도 홍보 회사 KPR 소

속 소셜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내 기업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및 전망을 보면, 전반적 경기 침체

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공공기관들의 SNS 예산은 전

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SNS 예산 증

감에 대한 답변으로 전년 대비 증가가 60.9%, 변동 없음

이 29.6%, 전년 대비 감소가 8.6% 순으로 나타나 예산이

증가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율이 작년 대비 7.6% 늘어

난 것으로 조사되었다(B. C. Kim, 2013). 이처럼 기업들

이 소셜미디어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에 있어서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브랜드와 고객 간의 관계를 더 쉽

게 이어주고, 정보 및 상품, 서비스, 이벤트에 대한 아이

디어를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소

통의 통로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

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한 해결책을 찾지 못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단 23%의 기업들만이 SNS

관련한 분석 툴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기업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 이와 관련한 체계적 노력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Jang, 2011).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들의 삶의 패턴을 바뀌게 하고, 기업에게 있어서

도 혁신적인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 관

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중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방법에 해당되는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하여, 각각의 기업의 페이스북에서 연구

자가 직접 모니터링하여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종별 패션 업체가 패션 마케팅 측면에서 어떻게 SNS

를 활용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브랜

드 페이스북 활동 지표 평가를 통해 순위를 선정한 표

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던 게

시물의 콘텐츠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호응도를 측정한

다. 둘째, 패션 브랜드 페이스북 페이지의 전체 게시물

에 해당되는 프로모션 카테고리에 따른 월별 비교 분석

그래프를 통하여, 해당 패션 브랜드가 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프로모션 방향

을 유추하여 분석한다.

다른 분야의 경우, 소셜미디어와 페이스북 관련 마케

팅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패션 분야의 경

우 페이스북 콘텐츠 분석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 패션

브랜드들의 페이스북 콘텐츠를 분석한 Choi(2012)의 연

구와 미국 백화점의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

석한 S. H. Kim(2013)의 연구가 유일하며, 아직까지 전

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학문적 가

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내외 복종별 브랜드의 페

이스북 콘텐츠를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멀티 케이스

분석을 함으로써 사례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고, 이

를 통해 실증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롭게 소셜미

디어를 활용할 패션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수립과 대응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셜미디어의 개념

Boyd and Elison(2008)은 소셜미디어는 웹 2.0을 기

반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이나 매체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보았다. 또한 Safko and Brake(2009)는 소셜미디어

는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온라인에 모여서 대화

미디어를 사용해 정보, 지식,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 관

행, 행위를 통칭한다고 하였다. ‘소셜미디어’라는 용어

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Guide Wire 그룹의 창업자인

크리스 쉬플리(Chris Shipley)였으며, 그는 2004년 미

UC Berkeley의 Haas 경영대학원이 주최한 ‘The Blog On

2004 conference(July 22-23, 2004)’에서 참여형 미디어

의 새로운 형태로 블로그, 위키, 소셜네트워크 등 RSS

(Reality Simple Syndication)라고 하는 표준 포맷, 그리

고 강력한 새로운 탐색방법(Search mechanism) 등의 관

련 기술의 발전이 기업에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져다 주

고 있다고 언급하였다(Hwang & DDB KOREA, 2010).

형태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으로 다양하며

인기있는 소셜미디어 형식은 블로그, 팟캐스팅, wi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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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초기에는 참여와 공유가 강조되는 UCC 동

영상이 인기를 끌었고, 다음에는 개방을 중시하는 블로

그, 이후 소통을 강조하는 SNS가 인기를 끌며 급속도

로 성장하고 있다(Han, 2012).

기존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사이에는 차이점이 나타

나는데 소셜미디어가 확대되면서 개인과 개인, 그룹과

그룹, 기업과 개인 사이의 소통의 방식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일방향성 수직적인 대화 방식에서 수평

적이고 쌍방향성을 띄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그 결

정권이 매스미디어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뉴

스와 정보가 양산되고 있으며, SNS에서 화제가 되는 이

슈들이 오히려 매스미디어의 뉴스로 보도되는 역전 현

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Choi, 2011).

FK II(2006)이 언급한 소셜미디어의 5가지 특성을 살

펴보면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여와 피드백을 촉진하

여 미디어와 오디언스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하는 참여

(Particioation), 투표, 피드백, 코멘트, 정보 공유를 촉진하

여 사용에 대한 장벽이 없는 공개(Openness), 쌍방향성을

띄는 대화(Conversation), 온라인 상에서 관심사에 대해

빠르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교류

하는 소통(Community),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연결

(Connectedness)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 수의 43.9%가 소셜미디어 이용자이

며, 특히 2012년 중 전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약 11억 명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치는 2016년까지

1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Gupta, 2012).

또한 인터넷 시장 분석 조사 업체 eMarketer(2013)는

2013년 현재 전세계 소셜네트워크 사용자가 17억 3천

만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SNS

사용자가 25억 5천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스마

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성장이 편리성과 신속성을 바탕

으로 하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성장

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페이스북의 특징

소셜네트워크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최고의 인기

를 누리는 것 중 하나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의 무

서운 성장은 수적인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지속

적인 조직 확장을 기반으로 마켓 파워 역시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하버드대학교의 학생이었던 마크 주커버

그가 하버드대학교에서 교내 활동을 위한 사회적 매개

체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서비스로 13살 이상의 전자

우편 주소를 가진 사용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SNS 중의 하나이다.

eMarketer(2013)가 발표한 전세계 SNS 사용자 수와 비

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전세계 소셜네트워크

사용자가 10억 9백만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2017년

에는 SNS 유저가 17억 7천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페이스북이 꾸준히 성장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

나는 페이스북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인터페이

스는 게시물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개인 담벼락’ 또는

커뮤니티 그룹인 ‘페이지’가 있고 각각의 게시물과 페이

지에는 사용자의 추천 개념과 유사한 ‘Total likes’가 존

재한다. 특별히 ‘페이지’에서는 페이지에 관해 얘기하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People talking about this’라는

수치가 있는데 당일을 제외한 지난 일주일 동안 ‘페이

지’ 안에서의 활동 지표를 보여주는 수치로 값이 클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활동이 많음을 시사한다(Kim & Jin,

2012). 따라서 ‘Total likes’와 ‘People talking about this’을

통해 인기도와 페이지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3. SPA와 스포츠 브랜드의 패션 마케팅 전략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준에 따라 복종별로 SPA 브랜

드, 스포츠 브랜드군으로 나누어 페이스북 콘텐츠를 분

석하였으며, 연구에 앞서 복종에 따라 소셜미디어 이외

에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자 하였다.

1) SPA 브랜드 패션 마케팅 전략

SPA는 ‘Special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의 약

자로 ‘제조 직매형 의류 전문점’이라는 의미로 전문점

(Speciality retailer), 자사 상표(Private label), 의류(App-

arel)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명칭이다. 미국 의류 전

문 체인점이었던 Gap에서 1986년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옷을 직접, 기획, 생산하고, 자체 유통망을 통하여 직영

매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생산, 유통, 판매, 기능을 수직

적으로 통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옷값이 저렴하

고 상품 회전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Doopedia, n.d.).

SPA 유형으로는 메이커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하는 형태로 자사 시스템에 의한 기획, 가격, 상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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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이루어지고, UNIQLO, H&M, GAP이 해당되는 메

이커형 SPA와 일반 유통점이 오리지널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형태로 아웃 소싱에 의한 기획, 가격, 상품 공

급이 이루어지고 ZARA, MANGO 등이 속하는 리테일

형 SPA로 크게 분류된다(Kim & Lee, 2009).

SPA 브랜드(H&M, ZARA, UNIQLO)를 제품, 가격,

유통, 판매 촉진의 요소별 마케팅 전략을 비교한 결과

공통점으로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디자인을 지

속적으로 제안하는 R&D 센터 운영하고 있다는 점, 저가

상품이 가능한 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빠른 속

도로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점, 전략적인 VMD 전개와

CSR 활동 및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그

리고 SNS나 앱 등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Lee, 2013).

이와 같은 공통점 이외에 SPA 브랜드마다 차별화 전

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먼저 H&M은 2004년부터 세계적인 디자이너 및

패션 아이콘과 콜라보레이션을 실시하여 상품을 출시

함으로써 고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비교적 저가이지

만 고급스럽고 높은 품질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 SPA 브랜드들과는 달리 지역적 특성을 기반

으로 운영하는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을 활용한 마케팅 사례로 가상 드레싱룸을 운영하여 고

객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상품들을 선보이며 그린

마케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ZARA의 경우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상품의 희소성

을 부여하는 전략과 함께 미디어 노출을 피하는 마케팅

전략과 무광고 주의로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도하는 마

케팅과 진출 국가의 주요 도시에 차별화된 인테리어의

대형 플래그쉽 스토어를 통해 고감도 VMD를 보여주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SPA 브랜드 유니클

로는 문화마케팅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콜라보

레이션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소재 개발에 의한 소재의

고급화로 후리스, 히트텍 등 유니클로를 대표하는 특성

화된 소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요 핵심

상품을 선정하고 그 상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광고를 하

는 집중 마케팅 전략,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연동하여

고객의 참여율을 높이고 페이스북을 통한 이벤트를 다

양하게 전개하고 있다(Kim, 2012; Lim & Lee, 2013).

2) 스포츠 브랜드 패션 마케팅 전략

최근에는 스포츠가 웰빙이라는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

리잡고 이와 더불어 여가 시간의 증대와 요가, 헬스와

같은 생활 스포츠의 발전과 스포티즘의 글로벌 트렌드

화로 인하여 스포츠 웨어의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기능과 품질 위주의 정통 스포츠 웨어에서

패션성과 트렌디한 요소를 접목시킨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스포츠 웨어로 변화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의 공통적인 패션 마케팅 전략을 살펴

보면, 선수나 대표팀을 스폰서로 후원하는 스타마케팅

과 색채마케팅,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전

략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아디다스나 나이키 등의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

유율을 높여 가기 위해 월드컵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 및

스포츠 팀을 대상으로 스포츠 스폰서십과 같은 마케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먼저 나이키는

1964년 창립된 이후 스포츠 유명 인사들을 앞다퉈 후원

하고 있다. 나이키는 조던을 대표 후원 선수로 지정하면

서 스포츠 영웅을 탄생시킨 것은 물론 조던 효과로 연

간 10억 달러의 매출 증가라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타

이거 우즈 역시 나이키의 대표적인 스타마케팅 사례로

들 수 있다. 나이키의 이와 같은 후원 방식은 소비자에

게 최고의 선수가 쓰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것은

물론 승리 ·열정 ·도전의 브랜드 이미지를 쌓았다(Cho

& Cho, 2013). 아디다스 역시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투

자하고 있다. 아디다스의 경우 인기 ·비인기, 상업적 ·

비상업적, 소규모 ·대규모 종목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투자하고 있으며,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차

별 없는 지원이라는 철학을 지켜 온 아디다스의 독특한

스포츠 마케팅은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Oh, 2004).

컬러마케팅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컬러를 이용하여 소

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마케팅 기법으로 제품

선택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색’

으로 정해서 구매력을 결정 짓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S. H. Kim(2013)은 컬러마케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

는 컬러의 이미지 연상과 기억의 효과를 이용하여 브랜

드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몇 가지 브랜드

사례를 보면 나이키는 대표적인 컬러로 오렌지와 라이

트 블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강인하고 스피드한 브

랜드 이미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푸마의 경우

대표적인 컬러로 빨강을 사용하여 모험적이고, 활동적

인 신 감각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유동적인 이미

지로 변화하였다(Lee, 2002).

스포츠 브랜드들은 고객에게 더 신선하고 새로운 제

품을 보여주기 위해 타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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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별한 상품을 자주 선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나이키

는 2006년 3월 스케이트 웨어 전문 브랜드 슈프림(Su-

preme)과의 콜라보레이션 블레이저를 출시했고 나이키

의 스포츠 브랜드 이미지와 슈프림의 자유 문화를 상징

하는 이미지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

다. 2009년 아디다스는 스쿠터 브랜드 베스파(Vespa)와

협업을 통해 베스파 특유의 레트로 느낌이 나는 색상과

디자인을 스포츠 웨어에 적용하여 복고 컨셉의 제품을

선보였다. 푸마의 경우 2006년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페라리와 콜라보레이션을 맺어 역동적인 이미지와 함

께 자동차의 미적 요소들이 스포츠 웨어에 반영되어 소

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높였다(Um & Choi, 201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패션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중 페

이스북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방법에 해당되는 사례연

구 방법을 택하여, 기업의 페이스북을 본 연구자가 직접

모니터링하여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종별 패

션 업체가 패션 마케팅 측면에서 어떻게 페이스북을 활

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패션 브랜드 선정기준은 5개의 소셜미디

어 분석사이트(www.socialbakers.com, www.socialdigm.

com, www.pulsek.com, www.bigfoot9.com, www.l2think-

tank.com)가 선정한 순위를 바탕으로 <Table 1>과 같은

전체 순위표를 만들어 순위에 포함된 브랜드들을 분류

한 결과 복종별로 크게 SPA군,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군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2개의 군(SPA, 스포츠)으로 한정하여 다루었으며, 본 연

구자는 SPA군과 캐주얼군 중 최근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SPA군을 선택하여 연구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SPA와 스포츠 브랜드로 분석사

이트 순위표에서 두 번 이상 언급된 대표적인 글로벌

브랜드를 각 2개씩 선별하여, SPA 브랜드군에서는 유니

클로 코리아와 H&M, 스포츠 브랜드군에서는 나이키

코리아와 아디다스를 대표 브랜드로 선정하여 분석하

였다. 패션 브랜드 중 게시물의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페이스북 내에서 페이스북 팬들의 참여가 활

발하며,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이 한 개의 브랜드가 여러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좋아요 수가 높고,

상품 구색이 편중되지 않으며,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프

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선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기간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연구기간 범위

보다 이후에 개설된 패션 브랜드의 페이스북은 상위권

에 속해있어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내외 복종

별 페이스북을 살펴보기 위해 복종별로 국내를 겨냥해

Table 1. 5 analysis sites about social media

Analysis sites about social media

Rank

Socialbakers socialDigm Pulse K BigFoot9 L2

All countries Korea Facebook Twitter
Facebook &

Twitter

Facebook*Fans

(page like)
Facebook IQ

1 Converse UNIQLO Korea Lacoste Doota Cheil Industries GAP Lacoste

2 Victoria's Secret ABC Mart UNIQLO Korea Spao Nike UGG Australia Louis Vuitton

3 Adidas Originals Anna Sui Style.com Hmsouth Korea Chanel Longchamp Coach

4 Nike Football Beanpole Customellow Beanpole Adidas Asics Gucci

5 Zara
Nike Running 

Korea

Lacoste Live 

Korea
MCM Korea Cath Kidston UNIQLO Korea Cartier

6 Levis 8seconds Wizwid Lacoste Korea Louis Vuitton ABC Mart Tommy Hilfiger

7 Burberry
Bike Repair 

Shop
Banilaco Cheilstory Gucci Nike Store Burberry

8 H&M The North Face Doota Levis Korea Marc Jacobs Nike Running Jimmy Choo

9 Adidas Prospecs W Cheilstory MVIO Celine HEAD Korea Tory Burch

10 Nike Mandarina Duck Club Venit Pinky girl New Balance 8seconds Bottega Veneta

From Socialbakers. (n.d.). http://www.socialbakers.com; socialDigm. (n.d.). http://www.socialdigm.com;

       Pulse K. (n.d.). http://www.pulsek.com; BigFoot9. (n.d.). http://www.bigfoot9.com; L2. (n.d.). http://www.l2thinkt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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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브랜드 한 곳, 국외를 타겟으로

하는 페이스북 브랜드 한 곳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이

에 따라 한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유니클로처럼 유니클로 코리아 페이지를 활용하였고,

한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글로벌 공

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하였다.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세 달 동안의 페

이스북 페이지의 활동 지표에 해당되는 각각의 게시글

에 포함된 ‘댓글’, ‘좋아요’, ‘공유’ 수치를 브랜드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고, 또한 브랜드 간의 비교 연구를 수

행하여 최종 결론에 도달하였다. 활동 지표로 ‘좋아요’,

‘댓글’, ‘공유’를 삼은 근거는 ‘좋아요’를 누른 횟수와 ‘댓

글’을 달고 ‘공유’한 수 등은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서

해당 브랜드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활동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해당 브랜드의 페이스북

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됨으로써 본 사례연구에 있어 정량적인 데이터를 바탕

으로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 실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자료분석 기준

분석방법은 이들 브랜드의 페이스북 페이지 콘텐츠와

운영 내용을 본 연구자가 일자별로 검토하여,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정보의 공감에 따른 소비자의 자발

적 참여 의식을 보여주는 콘텐츠와 관련된 특징적 내용

들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분석을 위해 <Table 2>

는 본 연구의 각 군에 해당하는 패션 브랜드들의 페이스

북 게시물 내용을 프로모션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페이스북에 포스팅된 각 콘텐츠 내용들을

검토하여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항목끼리 종합하

였으며, 이를 브랜드의 프로모션 목적 관점에서 분류한

결과 ‘브랜드 홍보 및 소식’,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으로 크게 분류

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해당되는 세 가지 기준은 Choi

(2012) 프로모션 목적의 세 가지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

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명칭과 내용을 변경 및 재구성

하였다. 각 브랜드 페이스북 사이트의 게시물을 월별로

<Table 2>를 바탕으로 세분화하고 좋아요/댓글/공유 숫

자를 기록하여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3개

의 게시물을 선별하여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되는지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3.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패션 브랜드 페이스북 활동 지표 평가

를 통해 순위를 선정한 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던

게시물의 콘텐츠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호응도를 측정한다.

연구문제 2. 패션 브랜드 페이스북 페이지의 전체

게시물의 프로모션 카테고리별 월별 변

화 추이 그래프를 분석하여 해당 패션

브랜드가 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추

구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프로모션 방향

을 유추한다.

연구문제 3. 복종별 패션 브랜드 페이스북 활용 사

례분석을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한다.

IV. 사례연구

1. SPA 브랜드 페이스북 사례

1) 유니클로 코리아(UNIQLO Korea)

유니클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중

저가 SPA 캐주얼 브랜드로, 유니클로 코리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niqlo.kr)의 활동 지표 요소 중

‘좋아요’를 월별로 분석한  <Table 3>을 보면 1월에 가장

많은 숫자로 선택된 게시물은 1,235개의 ‘올림픽 한국 대

Table 2. Classification according to promotional purpose with Facebook posts of fashion brands

Classification Contents

Public relations about brand
Store news, Sports star sponsorship, Social Responsibility, Brand concept information of

season, Fashion show live in real time

Public relations about products
Introduction of products, Product discount, Styling Tips, Introduction of brand iconic

products, Collaboration with the fashion brand, Star sponsorship, Magazine photo shoots

Events to attract customer attention

as well as participations and activities

Offering artists' concert tickets, Events to attract customer attention and participations,

Collaboration with other sectors

– 342 –



소비자 활동 지표를 통한 국내외 스포츠, SPA 패션 브랜드의 페이스북 활용 사례연구 21

표 선수단 후원 응원의 날개 서포터즈 이벤트’로 이벤

트 페이지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면 1개의 응원당

1,000원의 후원금이 적립되어 한국스페셜올림픽 발전기

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참여를 유발하는 이

벤트를 선보였다. 2월에 1위를 차지한 게시물은 ‘모델

홍종현을 소개’한 게시물로 1,335개의 ‘좋아요’가 달렸

다. 유니클로의 새로운 모델인 홍종현에 대한 소개와 함

께 신상품인 슬림 피트 치노를 홍보하여 일석이조의 효

과를 노렸다. 3월에는 709개의 ‘좋아요’에 해당하는 ‘Joy-

ful colors day3 영화보는 날 퀴즈와 컬러진 홍보’로 ‘최

신 영화로 문화생활 즐기기!’라는 문구로 이목을 집중시

킨 뒤 주말에 영화보러 갈 때, 유니클로의 제품인 체크

무늬 ‘프린트 레깅스 팬츠’, 연두색 ‘슬림 피트 컬러진’

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상품 홍보로 ‘요즘 가장 보고

싶은 영화는?’이라는 퀴즈 문장으로 소비자의 댓글 참

여도 유도하였다.

다음으로 유니클로 페이스북의 활동 지표 요소 중 ‘댓

글’을 월별로 분석한 <Table 4>를 보면 1월에 가장 많은

숫자가 달린 게시물은 424개의 ‘Beach House 내한공연’

으로 퀴즈를 통해 정답을 댓글로 달면 15명에게 초대권

1인 2매를 제공하는 이벤트였다. 2월에 1위를 차지한

게시물은 ‘퀴즈 발렌타인데이’ 한 게시물로 529개의 댓

글이 달렸다. ‘[발렌타인데이 TALK] 솔로에게 발렌타

인데이란?______다!’ 문장으로 댓글 참여를 유도하였

다. 3월에는 192개의 ‘댓글’에 해당하는 ‘유니클로 악스

공연 티켓 증정 이벤트- 동교동 아트피플 콘서트’였다.

유니클로 악스란 일본 동경의 시부야 악스의 기술과 노

하우를 도입한 유니클로가 후원한 최초의 공연장을 뜻

한다. 유니클로 악스는 현재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

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수의 공연을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벤트 형태로 공연 티켓을 제공한다.

유니클로 페이스북의 활동 지표 요소 중 ‘공유’에 해

당되는 부분을 월별로 분석한 <Table 5>를 보면, 1월에

가장 많은 숫자로 공유된 게시물은 168개의 ‘Beach Ho-

use 내한공연’으로 퀴즈를 통해 정답을 댓글로 달면 15명

에게 초대권 1인 2매를 제공하는 이벤트로 댓글 부분

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다.

2월에 1위를 차지한 게시물은 ‘유니클로 악스 공연 티켓

증정 이벤트 Ben Folds Five’에 대한 게시물로 111번이

공유되었다. 3월에는 81개의 댓글에 해당하는 ‘유니클

로 악스 공연 티켓 증정 이벤트- 동교동 아트피플 콘서

트’가 페이스북 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었다. 동교동

Table 4. Evaluation of UNIQLO Korea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Comment

Ranking
Customer Index: Comment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Beach House’ concert in Korea

(424 / January 3)

Valentine's Day Quiz

(529 / February 14)

Given UNIQLO Ax tickets for concert

(192 / March 13)

2

UNIQLO presented concert tickets

to Facebook fans

(398 / January 16)

Given UNIQLO Ax tickets for concert

(340 / February 15)

What is the best pose of Lee Na Young

dressed in Ultra stretch jeans?

(188 / March 13)

3
Sponsored South Korean Olympic team

(241 / January 18)

Given UNIQLO Ax tickets for concert

(245 / February 7)

(Friday talk) Quiz

(130 / March 8)

Table 3. Evaluation of UNIQLO Korea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Like

Ranking
Customer Index: Like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Sponsored South Korean Olympic team

(1,235 / January 18)

Introduction to model

‘Hong Jong Hyun’

(1,335 / February 4)

Joyful colors days3

(709 / March 6)

2

Introduction to UNIQLOOKS

styling in London

(829 / January 15)

Friday Talk

(1,033 / February 22)

Ready for spring with color pants

(694 / March 8)

3

UNIQLO presented concert tickets

to Facebook fans

(617 / January 16)

2013 Ultra stretch Jeans

TV CM behind cut

(838 / February 28)

USJ daily style 2

(482 / March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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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피플 콘서트는 홍대(동교동)를 활동 근거로 음악을

했던 밴드들의 합동공연이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니클로 페이스북의 1월

한달 간 게시물은 총 41개로,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7개(store 오픈 소식, 스포츠 선수 및

팀 후원),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군에 해당되는 내용의

포스팅은 총 13개(상품 소개, 상품 할인, 스타일링), ‘소

비자 참여 활동 및 관심 유발 이벤트’ 카테고리의 경우

뮤지션 공연, 소비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타 분야 소

개, 소비자 스트리트 패션을 보여주는 유니클룩스, 퀴

즈, 소비자 모니터링, 소비자 참여 이벤트에 대한 게시

물을 포함하며 총 21개에 달하였다. 2월의 게시물의 경

우 총 38개로,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해당되는 게시

물은 5건(광고 모델 소개, Store 오픈 소식 및 정보 제공)

이었고, ‘상품 홍보 및 정보’ 관련 범주는 총 13개(상품

소개, 상품 할인 프로모션, 스타일링 제안, 콜라보레이

션)였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 범주는 총 20개(뮤지션 공연 티켓 증정, 타 분야

에 대한 소개, 퀴즈)로 나타났다. 3월의 경우 총 33개의

게시물이 포스팅되었으며, 이 가운데 ‘브랜드 홍보 및 소

식’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모두 Store 오픈 소식을 주 내

용으로 담고 있었으며,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은 모두

17건,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의 경우

총 12개로 분석되었다.

2) H&M

대표적인 글로벌 SPA 브랜드인 H&M은 공식 웹사이

트를 포함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모바일앱, 유튜브, 구

글플러스 등의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다.

H&M의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m)에서 활

동지표 ‘좋아요’를 기준으로 월별 순위를 <Table 6>를

통해 살펴보면, 1월에는 ‘그래픽 프린트와 동물 패턴 연

출로 재미있게- 어떤 룩을 선호하나요?’가 62,452개로

1위를 차지했고, 3월에는 ‘이번 시즌 오렌지로 상큼한 출

발을! 어떤 아이템이 마음에 드나요?’라는 제목의 포스

팅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 둘 다 상품 홍보에 관

한 내용으로 마지막에 소비자들의 의향을 물어봄으로

써 팬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2월에는 세계

적으로 인기있는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과 함께 트위

터로 H&M 팬들과 문답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

데 이를 페이스북으로 홍보하여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

았다.

다음으로 <Table 7>을 통해 활동 지표 ‘댓글’에 해당

되는 순위를 보면 1월에는 ‘연애 고수들의 패션! 셋 중

에 어떤 룩이 당신을 패션 스타로 만들어줄까요?’가 가

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게시물은 번호로 스타일을

Table 5. Evaluation of UNIQLO Korea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Share

Ranking
Customer Index: Share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Beach House’ concert in Korea

(168 / January 3)

Given UNIQLO Ax tickets for concert

(111 / February 15)

Given UNIQLO Ax tickets for concert

(81 / March 13)

2
Sponsored South Korean Olympic team

(161 / January 18)

Given UNIQLO Ax tickets for concert

(103 / February 7)

What is the best pose of Lee Na Young

dressed in Ultra stretch jeans?

(188 / March 13)

3

UNIQLO presented concert tickets

to Facebook fans

(143/ January 16)

 Given JAPANDROIDS tickets

for concert in Korea

(93 / February 4)

Given tickets for cultural events

(27 / March 15)

Fig. 1. The monthly trend for UNIQLO Korea Facebook by categories of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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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소비자로 하여금 댓글을 달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형식의 포스팅이었고, 상품 홍보

및 소비자 참여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월에 1위

는 ‘H&M South Korea/Rock'N'Roll Mansion Collection’

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사진 속 모델의 이름을 맞추는

퀴즈로 5명을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H&M 기프트 카

드를 보내주는 이벤트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통

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3월에는 활동 지표 ‘좋아요’의 1위

와 같았는데, H&M에서 제안한 오렌지 컬러 컨셉의 스

타일링 아이템들 중 어떤 아이템이 마음에 드는지를 고

르는 형식으로, 이는 H&M 페이스북에서 선보이고 있는

특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H&M의 페이스북 활동 지표 중 ‘공유’에 해당되는

<Table 8>을 살펴보면, 1월에는 앞서 활동 지표 ‘좋아요’

의 1위와 마찬가지로 ‘그래픽 프린트와 동물 패턴 연출

로 재미있게- 어떤 룩을 선호하나요?’로 2,671번 공유

되었다. 2월에는 ‘데이비드 베컴의 액션을 보라! 단편영

화가 바로 지금 여기에!’가 3,013개로 1위를 하였으며,

Table 6. Evaluation of H&M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Like

Ranking
Customer Index: Like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Which look will you go for?/

graphic & animal prints

(62,452 / January 10)

David Beckham is ready to answer

your questions on Twitter.

(51,890 / February 6)

Which piece is your favorite?

(57,091 / March 22)

2

David Beckham-

Behind the scenes 2013

(28,517 / January 10)

Romance in the air!

(44,511 / February 5)

Superstar Beyoncé is the new face

of summer campaign!

(50,641 / March 2)

3
Flirt with Fashion!

(26,792 / January 29)

Will you dare to wear

double denim this spring?

(21,895 / February 22)

Divided - Road Trip

(36,875 / March 27)

Table 7. Evaluation of H&M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Comment

Ranking
Customer Index: Comment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Flirt with Fashion!

(1,419 / January 29)

Korea/Rock'N'Roll

(3,619 / February 21)

Orange looks

(1,080 / March 22)

2

Which look will you go for?/

graphic & animal prints

(1,030 / January 10)

H&M David Beckham body wear

(2,117 / February 7)

Superstar Beyoncé is the new face

of summer campaign!

(749 / March 2)

3

The heart of fashion is

in the right accessories!

(670 / January 8)

David Beckham is ready to answer

your questions on Twitter.

(842 / February 6)

This week's most wanted

accessories are all about lux

(675 / March 13)

Table 8. Evaluation of H&M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Share

Ranking
Customer Index: Share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Which look will you go for?/

graphic & animal prints

(2,671 / January 10)

Look at David Beckham's action!

(3,013 / February 6)

Superstar Beyoncé is the new face

of summer campaign!

(3,110 / March 2)

2

David Beckham-

Behind the scenes 2013

(1,870 / January 10)

David Beckham is ready to answer

your questions on Twitter.

(1,811 / February 6)

Which piece is your favorite?/

Orange looks

(2,727 / March 22)

3

The heart of fashion is

in the right accessories!

(1,236 / January 8)

Romance in the air!

(1,677 / February 5)

Conscious collection: Vanessa Paradis

is wearing selected pieces from

the H&M Conscious.

(1,233 / March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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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1위는 ‘슈퍼스타 비욘세가 여름 캠페인의 새로운

얼굴입니다’라고 H&M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며 스

타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홍보를 하는 포스팅이었다.

다음의 <Fig. 2>는 ‘H&M 페이스북의 프로모션 카테

고리별 게시물 월별로 비교 분석한 그래프’로, 1월 한달

간 포스팅은 총 30개였으며,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해당하는 포스팅은 9건(시즌 광고 및 컨셉 관련, H&M

DESIGN AWARD 2013 소식, 사회 공헌 관련),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 카테고리는 총 14건(상품 소개, 상품

을 통한 스타일링 제안),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

여 활동’군은 총 7건(패션 블로거 소개, 소비자 흥미 유

발 동영상, 소비자 참여 이벤트)에 달하였다. 2월의 게

시물은 총 37건으로,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14건(시즌 광고 관련, 패션쇼 관련, 브랜드 매

체 소개), ‘상품 홍보 및 정보’ 관련 범주는 모두 9건(상

품 소개, 스타일링 제시, 스타 상품 협찬),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군은 총 11건(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패션 블로거 소개, 소비자 흥미 유발 타 분야 소

개, 스트리트 패션)으로 나타났다. 3월의 게시물은 총

29건으로,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총 13개(store 오픈 소식, 사회 공헌 게시물, 광고 관련 포

스팅),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 카테고리는 모두 5건(스

타일링, 상품 소개 포스팅),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의 경우 총 11건(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패션

블로거 소개, 스트리트 패션, 공모전)으로 나타났다.

2. 스포츠 브랜드 사례

1) 나이키 코리아(NIKE Korea)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코리아는 현재 브랜

드 사이트를 포함한 웹사이트, 모바일앱, 페이스북, 트

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나이키 코리아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ike

Store.kr)의 활동 지표 요소 중 ‘좋아요’를 기준으로 1~3월

까지의 기간을 월별로 분석한 <Table 9>을 보면, 1월에

가장 많은 숫자로 선택된 게시물은 2,189개의 ‘나이키 프

로모션 코드’로 아우터 30%, 쉴드팩 10%를 할인해주

는 프로모션 행사로 페이스북 팬만을 위한 Special gift

를 제공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월에 1위를 차지한 게시물은 ‘좋아요’를 1,246개 받

은 ‘Nike Sphere collection’으로 발열로 생기는 온기를

통해 보온성을 높이는 스피어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나

이키의 독보적인 의류 컬렉션으로 모바일 링크와 연동

된 게시물이었다. 다음으로 3월에 1위는 5,161개의 ‘좋

아요’에 해당하는 ‘Nike Summer Super Runner’로 나이

키 썸머 슈퍼 러너 제품을 소개하였다. 2위는 ‘FLYKNIT

Fig. 2. The monthly trend for H&M Facebook by categories of promotion.

Table 9. Evaluation of Nike Store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Like

Ranking
Customer Index: Like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Promotion Code of Nike Store

(2,189 / January 9)

Nike Sphere collection

(1,246 / February 5)

Nike Summer Super Runner

(5,161 / March 31)

2

Air max collection launch news,

from 1987 to 2013

(728 / January 10)

The 14th M.O.S event

(764 / February 18)

FLYNIT+LUNAR

(464 / March 14)

3

Nike Jordan 5 Retro,

Introduction of products

(544 / January 4)

BB KOBE CHAPTER ONE

DESTROYER

(475 / February 7)

RU NTF read fullzip hoody

(460 / March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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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R’로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가볍고 쿠셔닝이 좋

은 플라이니트 루나 컬렉션을 소개한 글이었다. 464개

의 좋아요를 획득하였다. 3위는 ‘RU NTF READ FULL

ZIP HOODY’로 460개의 ‘좋아요’와 함께 풀집 후디 제

품을 소개한 게시물이었으며 3월 역시 상품 홍보에 해

당하는 군의 게시글들이 좋은 반응을 불러모았다.

나이키 코리아 페이스북의 활동 지표 요소 중 ‘댓글’

을 월별로 분석한 <Table 10>을 보면, 1월에 가장 많은

숫자가 달린 게시물은 422개의 ‘Who is Nike Luckiest

Fan?’으로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을 완료하면 Secret quiz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후에 공

개되는 Secret quiz를 찾아 정답을 맞춘 한 명을 the luc-

kiest fan으로 선정한다. 미션을 모두 완료한 나이키 스

토어 팬에게는 에어폼포짓원 운동화를 증정한다. 2월에

는 ‘14
th
 M.O.S 진행 이벤트’가 1위로 선택되었고 166개

의 ‘댓글’로 팬들이 반응하였다. 3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던 게시사항은 ‘Nike Summer Super Runner’

로 나이키 썸머 슈퍼 러너 제품을 소개한 것이었다. 총

146개의 ‘댓글’이 보여졌다. 3위는 ‘Air Force Max 2013

PRM QS’에 대한 사과문 및 재판매에 대한 공지글로

M.O.S 판매 시스템 오류로 주문 내용이 전량 취소되었

던 사건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재판매에 대한 공지를 함

께 하였다. ‘댓글’의 내용을 보면 제품 수량이 적은 점과

진행 시간대, M.O.S 문제점에 대한 불만이 많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나이키 페이스북의 활동 지표 요소 중 ‘공유’에 해당

되는 부분을 월별로 분석한 <Table 11>을 보면, 1월에 가

장 많은 숫자로 공유된 게시물은 223개의 ‘(Like 100,000

Fans) Who is Nike Luckiest Fan? Special event’으로 퀴

즈를 통해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였다. 1월의

‘공유’ 부분에서는 소비자 참여 활동과 상품 홍보 게시

글이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월의 경우 ‘14
th

M.O.S 진행 이벤트’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모으며

‘공유’ 활동 지표 부분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3월에 가

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공유’ 활동 지표 게시글은 ‘Nike

Summer Super Runner’로 43번 공유되었으며, 가벼운 무

게, 훌륭한 통풍성과 다양한 컬러를 강점으로 꼽으며

러닝복을 소개하였다.

<Fig. 3>와 같이 ‘나이키 페이스북의 프로모션 카테

고리별 게시물 월별 비교 분석’을 보면, 1월의 총 게시

물은 35건에 달하였고, 이중에서 ‘브랜드 홍보 및 소식’

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4건(사이트 운영 관련, 스포츠 선

Table 10. Evaluation of Nike Store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Comment

Ranking
Customer Index: Comment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Like 100,000 Fans)

 Who is Nike's Luckiest Fan?

(422 / January 15)

The 14th M.O.S event

(166 / February 18)

Nike Summer Super Runner

(146 / March 31)

2
Promotion Code of Nike Store

(70 / January 9)

Notice for written apology

(60 / February 19)

Nike Quiz

(90 / March 22)

3
Nike Quiz with mobile links

(52 / January 2)

Notice for early termination events

(27 / February 25)

Air Force Max Notice for written

apology about 2013 PRM and re-sale

(61 / March 4)

Table 11. Evaluation of Nike Store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Share

Ranking
Customer Index: Share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Like 100,000 Fans)

Who is Nike Luckiest Fan?

(223 / January 15)

The 14th M.O.S event

(38 / February 18)

Nike Summer Super Runner

(43 / March 31)

2
Promotion Code of Nike Store

(126 / January 9)

BB KOBE CHAPTER ONE

DESTROYER

(18 / February 7)

2013 Nike She Runs Seoul 7K

(39 / March 25)

3

Nike Jordan 5 Retro,

Introduction of products

(16 / January 16)

Nike pre Montreal Racer VNTG

(11 / February 7)

Say hello to Facebook fans

(15 / Mar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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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후원, 광고),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의 경우 총

12건(상품 소개, 상품 할인),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 카테고리는 총 19건(질문형 멘트, 소비자

참여 이벤트)로 나타났다. 2월의 게시물의 경우 총 22건

으로,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3건

(대표팀 후원, 사과문), ‘상품 홍보 및 정보 관련’ 범주는

총 9건(상품 소개, 상품 할인),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 범주는 총 4건(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나

이키 M.O.S 관련 이벤트, 타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으

로 분석되었다. 3월에는 총 11건의 게시물이 포스팅되

었으며, 이 가운데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해당되는 게

시물은 3건(사이트 운영, M.O.S 관련 사과문), ‘상품 홍

보 및 정보’ 제공은 모두 7개(상품 소개),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의 경우는 1건이었으며, 페이

스북 팬들에게 퀴즈를 내는 방식의 게시물이었다.

2) 아디다스(ADIDAS)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페이스북(https://www.

facebook.com/adidasoriginals) 활동 지표 중 ‘좋아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Table 12>를 살펴보면, 34,925개로

1월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포스팅은 ‘Adidas Orig-

inals/Pyramid Pack’은 아이템을 제시하고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드는지 팬들에게 묻고 소통하길 원하는 게시물

이었다. 2월과 3월 역시 컨셉에 따른 아이템을 보여주고

의견을 묻는 포스팅이 가장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으로 활동 지표 ‘댓글’의 순위에 해당되는 게시

물의 컨텐츠 내용을 보면<Table 13>, 1월에 1위는 559개

를 받은 ‘80년대 후반 패션 아이콘 The ZX 클래식 러닝

모델’에 관한 소개로 가격문의와 마음에 든다는 의견의

댓글이 주로 달렸다. 2월에 1위를 차지한 포스팅은 ‘Adi-

das Originals/Lips Pack’이었는데 셋 중에 무슨 아이템이

마음에 드는지 아이템 이름을 언급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여졌다. 3월에 경우는 제시한 동영상 등장인물과 상

황에 대한 댓글들이었다.

아디다스 페이스북 활동 지표 ‘공유’의 월별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Table 14>의 내용을 보면, 활동 지표 ‘좋

아요’와 같은 ‘Adidas Originals/Pyramid Pack’, ‘Adidas

Originals/Lips Pack’, ‘Adidas Originals/Neon Pack’의 포

스팅들이 1위를 차지했다.

<Fig. 4>는 아디다스 페이스북의 프로모션 카테고리

별 게시물을 월별로 비교 분석한 그래프를 보여준다. 먼

저 1월의 총 포스팅 갯수는 18개였고,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범주에 해당하는 포스팅은 1개(브랜드 히스토

리),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의 경우 총 11개(상품 소

개),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 카테고리

는 총 6건(타 분야와의 협업, 댓글 유도형 질문형 멘트,

소비자 흥미를 유발하는 타 분야 대한 소개)으로 나타났

다. 2월에는 1월보다 증가하여 총 21개의 게시물이 있었

Fig. 3. The monthly trend for Nike Korea Facebook by categories of promotion.

Table 12. Evaluation of Adidas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Like

Ranking
Customer Index: Like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Adidas Originals/Pyramid Pack

(34,925 / January 10)

Adidas Originals/Lips Pack

(60,459 / February 9)

Adidas Originals/Neon Pack

(40,701 / March 5)

2
Women's archive runners

(22,608 / January 28)

Adidas Originals/Archive Pack

(42,790 / February 21)

A-Trak

(37,379 / March 5)

3
The ZX. A classic running model

(22,415 / January 3)

Adidas Originals/ ZX Pack

(20,162 / February 3)

RU NTF read fullzip hoody

(33,671 / Marc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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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총 1건

(시즌 광고), ‘상품 홍보 및 정보 관련’ 범주는 총 18건

(상품 소개, 패션 콜라보레이션 상품 소개), ‘소비자 관

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 범주는 총 2건(댓글 유도

형 질문)으로 나타났다. 3월의 총 게시물은 28개로, 이

중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2건(시

즌 컬렉션),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 관련’ 범주에 해당

하는 게시물은 총 11개(상품 소개, 패션 콜라보레이션

상품 홍보),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의

경우는 15개(타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 내한공연 티켓

제공 이벤트)로 분석되었다.

3. SPA와 스포츠 페이스북 활용 사례 비교 분석

먼저 분석결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주 연령대가 18

~24세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SPA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팬들의 참여도와 호응도

가 가장 높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SPA 브랜드는 자사의 페이스북에서 10대와 20대의

고객이 브랜드의 주 타겟이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공

연, 스트리트 패션 등 그들의 관심사에 해당되는 이벤트

를 많이 진행해오고 있으며, 공연의 경우에서도 밴드

위주의 젊은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선정하여 티켓을

Table 13. Evaluation of Adidas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Comment

Ranking
Customer Index: Comment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The ZX. A classic running model

(559 / January 3)

Adidas Originals/Lips Pack

(889 / February 9)

A-Trak

(629 / March 5)

2
Women's archive runners

(501 / January 28)

Adidas Originals/ZX Pack

(712 / February 3)

Adidas Originals &

opening ceremony SS13 collection

(530 / March 13)

3
Adidas Originals/Pyramid Pack

(457 / January 10)

Adidas Originals/Archive Pack

(562 / February 21)

Adidas Originals/Neon Pack

(527 / March 5)

Table 14. Evaluation of Adidas Facebook with customer index: Share

Ranking
Customer Index: Share (January, 2013 - March, 2013)

January February March

1
Adidas Originals/Pyramid Pack

(2,023 / January 10)

Adidas Originals/Lips Pack

(5,392 / February 9)

Adidas Originals/Neon Pack

(2,937 / March 5)

2
Women's archive runners

(1,973 / January 28)

Adidas Originals/ZX Pack

(4,622 / February 3)

Adidas Originals/Mesh Pack

(2,067 / March 9)

3
The ZX. A classic running model

(1,960 / January 3)

Adidas Originals/Archive Pack

(2,968 / February 21)

Adidas Originals &

opening ceremony SS13 collection

(1,746 / March 13)

Fig. 4. The monthly trend for Adidas Facebook by categories of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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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는 컬렉션을 모으는 매니아 층

을 고려하여, 운동화에 대한 상품 홍보가 많았으며, 나

이키의 M.O.S처럼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팬들에게 주고 있다. 또한 시즌 광고의 모델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선수를 선정하고 있었다.

두 브랜드 간의 페이스북 활용 사례에 있어 공통점을

살펴보면 패션 브랜드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골적인

상업적 메세지 전달이 아닌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퀴즈나 스타일링 제안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브랜드

상품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페이스북에 노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업

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스토어와 웹사

이트를 연동하여 통합 마케팅 채널로써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무엇보다 고객과의 의사 소통 통로로써 친밀

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소비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 페이스북

상에서 시도하고 있는 컨텐츠의 내용을 조사하고, 소비

자의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게시물의 순위를 선정하여,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모션 방법을 살펴보았

다. 또한 해당 페이스북의 전체 게시물을 프로모션 카테

고리별로 개수하여, 월별로 비교한 그래프 분석을 통해,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페이스북 프로모션 방법을 유

추하여, 소비자의 호응도에 맞게 프로모션 방향을 전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패션 브랜드의 SNS 마케

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국내외 복종별 패션

브랜드의 페이스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해당 브랜드의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을 활동 지표를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한 표

를 통해서는 소비자들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던 게

시물을 분석하여 소비자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게시물

에 해당되는 프로모션 방법이 무엇인지를 측정할 수 있

었다. 또한 전체 월별 게시물의 내용을 개수하여 프로

모션 목적에 따라 분류 및 분석한 월별 비교 그래프를

통해서는 해당 패션 브랜드가 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

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페이스북 프로모션 방

향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먼저 SPA군에 속하는 유니클로의 경우, 페이스북 게

시물 내용의 목적에 따른 분류의 순위에서 활동 지표(좋

아요, 댓글, 공유)를 기준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게시물

의 내용은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와 참여 활동과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에 속하였다. 페이스북 카테고리별 게

시물 월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월, 2월에는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 게시물이 많았으며, 3월

의 경우에는 상품 홍보 및 제공에 대한 게시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

범주에 속한 게시물들은 뮤지션 공연 티켓 증정 이벤

트, 소비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타 분야 소개, 소비

자 스트리트 패션을 보여주는 유니클룩스, 퀴즈 등 소비

자 참여 이벤트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활동 지표 분석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와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의 카테고리가 전체

게시물 프로모션 카테고리 월별 추이 변화 분석결과에

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로 분석되어 브랜드가 중점적으

로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모션 목적과 소비자의 호응도

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H&M의 경우 활동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 홍보

와 브랜드 홍보에 관한 게시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

였다. 카테고리별 월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월에

는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 게시물이 많았으며, 2월과

3월에는 브랜드 홍보 및 소식에 해당되는 포스팅이 많

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소개와 상품을

통한 스타일링 제안, 스타 상품 협찬을 담은 게시물들

이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군에 많이 보였으며, 브랜드

홍보 및 소식군에서는 시즌 광고 관련, 시즌 컨셉 관련,

패션쇼 관련, 스토어 소식, 사회 공헌 활동에 관한 내용

을 담은 포스팅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H&M의 경

우 두 개의 분석결과가 상품 홍보, 브랜드 홍보로 나타

났으며, 소비자 호응도와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프

로모션 방향이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같은 복종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유니

클로의 경우 캐주얼군에 속하는 SPA 브랜드이고, H&M

은 명품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선보이는 컬

렉션을 지향하는 여성복에 속하는 SPA 브랜드이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스포츠 브랜드군의 경우 나이키 코리아의

사례에서는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의 목적에 따른 분류

의 순위에서 활동 지표를 기준으로 상위권에 속한 포스

팅들은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과 소비자 관심 유발 이

벤트와 참여 활동군에 해당되어 있었다. 나이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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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페이스북 카테고리별 게시물 월별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1월에는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 게

시물이 많았으며, 2월과 3월의 경우에는 상품 홍보 및

제공에 대한 게시글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비자 관

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 범주에 속한 게시물들은

퀴즈, 소비자 참여 이벤트, M.O.S 관련 이벤트, 타 분야

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군에서는 상품 소개와 상품 할인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디다스는 활동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대부분의 포스팅들이 상품 홍보 및 정

보 제공에 속하였다. 또한 카테고리별 월별 변화 추이

를 분석한 결과, 1월에는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 게시

물이 많았으며, 2월과 3월에는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

트와 참여 활동의 포스팅이 많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

펴보면, 상품 소개와 패션 콜라보레이션 상품, 스타 상

품 협찬을 담은 게시물들이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군

에 많이 보였으며,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참여 활동

군에서는 타 분야와의 협업, 댓글 유도형 질문형 멘트,

내한 공연 티켓 제공 이벤트,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가

주를 이었다.

이에 따라서 스포츠 브랜드 경우는 상품 홍보 및 정

보 제공과 소비자 관심 유발 이벤트 및 참여 활동이 활

동 지표 분석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전체 게시물

프로모션 카테고리별 월별 추이 분석에서도 가장 많이

포스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브랜드가

페이스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컨텐츠의 방향과 소

비자의 공감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

포츠 브랜드군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나이키와 아

디다스 두 브랜드의 결과가 일치함에 따라 스포츠 브랜

드 군에서는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과 소비자 관심 유

발 및 참여 활동 범주의 컨텐츠가 주로 선보여지고 관심

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브랜드들은 페이스북에서 소비자와의 대

화를 통해 인간적인 교류와 신뢰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페이스북 내에서 소비자들의 댓글을 통

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부정적인 댓

글이나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했다면, 단 한 개의 컨텐츠

라도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빠르게 확산

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의 공식 사과문 같은 적극적인 대

응 자세가 요구되며, 고객들의 반응을 상시 모니터링하

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패션 브랜드들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데 있어

고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

과 동시에 고객의 제안과 참여를 고려한 마케팅 방식을

취해야 한다. 단순히 브랜드의 상품 소개와 홍보를 나

열하는 식의 포스팅만으로는 고객들의 관심을 지속적

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고객

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타 분야에 대한 소개와 고객

들의 제안과 참여를 고려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객 만

족형 컨텐츠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주기적

으로 반복되는 이벤트 형식이 고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

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페이스북 마케팅을

진행하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패션 브랜드들은 파워블로거와 자사의 다른 소

셜미디어 채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페이스북과 함께

통합 마케팅 채널로써 활용률을 높이고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을 보

여주는 파워블로거에 대한 소개와 연계를 통해 자연스

럽게 상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자사의 다른 소셜미디어

채널과 함께 페이스북을 활용하면 고객의 참여율을 높

일 수 있고 브랜드 홍보 효과도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의 모든 복종을 포함하고 있지

는 않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해당 페이스북 페이

지의 팬이자 소비자들이 어떠한 게시물에 가장 호응도

가 높은지, 또한 그들의 니즈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기준으로 제시된 프로모션 카테

고리 중에 각각의 패션 브랜드에게 있어서 어떠한 방법

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체 게시물의 그래프 비

교 분석 및 댓글을 통한 팬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들이 기업의 매출에 얼마나 영향

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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