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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현대 사회는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가 주목

을 받고 있는데, 소셜 미디어는 서로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를 보다 효

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정보공유의 수단으로서의 장이

라고 할 수 있다(G.-E. Lee, 2014). 특히 수많은 패션기업

들은 이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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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mantic network based on the focus of the fashion image and SNS text utili- 
zed by global SPA brands on the last seven years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data generated by the 
fast-changing fashion trends and fashion content-based media environment. The research method re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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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The following is a discriminatory aspect of global SPA brands. First, ZARA consistently exposes mar- 
keting using a variety of professions and nationalities to SNS. Second, UNIQLO 's correlation exposes its col- 
laboration promotion to SNS while steadily exposing basic items. Third, in the case of H&M, some discrimi- 
natory results were found with other brands in connectivity with each cluster category that showed remarkably 
independ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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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패션흐름을 조망하고, 미래 사회에 패션기업이 지

향해야할 구체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의 ZARA와 일본의 UNI- 

QLO 등과 같은 대표적 해외 SPA 브랜드는 기획, 생산, 

유통을 한 업체가 수직적으로 통합시켜 효율성을 높이

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Oh & Kim, 2014). 그러므로 

이들은 최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내외 웹

상에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자

사의 브랜드 전반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상호간에 소통

하는 마케팅 전략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패션브랜

드의 SNS 접근방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공유가 우

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방대한 양

의 데이터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이 요구되는데(Yoon, 

2013),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 패션산업에서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미래의 트렌드 예측, 이미지의 

분석과 활용 등 수집된 정보의 정확한 가공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SPA 브랜드가 활용하고 있

는 SNS상에서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유사 언

어에 대한 연결망을 구조화 및 시각화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패션트렌드와 패션콘텐츠 기반 미디

어 환경을 예측하여 제안하는데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해외 SPA 브랜드가 소비자

와 소통하는 마케팅 전략을 확장하는데 있어, SNS의 접

근방법에서 발생되는 수집정보의 가공과 분석이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미래의 트렌드 예측, 이미지의 분석과 

활용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패션콘텐츠 미디

어 환경을 각 브랜드의 특성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가까운 미래의 소셜 미디어의 핵심가치

(core value)와 패션콘텐츠의 미디어 활용 전략에 대한 

측면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17년 12월 기

준 브랜드 가치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UNIQLO, 

H&M, ZARA의 해외 SPA 브랜드를 중심으로(Lee, 2013), 

이론적 고찰과 함께 2011∼2017년까지 7년간 해당 SPA 

브랜드의 대표적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연동되는 페이스북의 범위도 

포함하여 페이지에 나타난 패션이미지 관련 텍스트들

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데이터의 집중도를 

통한 양적 분석을 통한 데이터의 질적 분석을 위하여 

텍스트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메시

지에 적용한(Wasserman & Faust, 1994) 방법론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Borgatti et al.(2002)에 의해 

개발된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6.347을 병

행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프로세스는 SPA 브랜드가 패션산

업에서의 경쟁력, SNS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의 변화 등 

일반적 동향을 알아보고, 해당 해외 SPA 브랜드가 지향

하고자 하는 트렌드, 제품홍보형식, 브랜드 이미지 등

을 선행연구 중심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페이스북의 미디어 형식과 구조에서의 텍스트 수집을 

선정한 근거는 최근 10년간의 메가 트렌드적 관점에서 

총체적인 패션흐름과 업체의 마케팅 전략을 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대표적 SNS이며(Kim & Chin, 2012), 인

스타그램과도 연동이 되어 텍스트의 방대한 양을 수집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수집된 데이터

와 텍스트의 추출 빈도와 밀도를 통하여 텍스트의 양

적, 질적 분석과 각 키워드 밀집군 사이의 연결성 및 비

연결성을 분석하였다. 

II. SNS를 활용한 SPA 브랜드의 일반적 

동향과 패션콘텐츠 미디어 환경 고찰

1. SNS를 활용한 SPA 브랜드의 일반적 동향과 관

련 선행연구의 고찰

최근 패션산업에서 기존 패션업계와 차별적으로 

S/S시즌, F/W시즌으로 분류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  

ion)을 보여주는 SPA 브랜드의 두드러진 성장세와 더 

빨라지는 유행주기와 더불어(Kim, 2012), 자신만의 개

성을 확실히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트렌드에 민감한 

대중들의 수요가 교차되면서 SPA 브랜드들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의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SPA 브랜드

의 핵심은 비용절감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시, 적소에 공급하며, 중간 

유통을 배제시킴으로서(Kim, 2014), 경쟁매장보다 저

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고비용 유통을 피하고 대형 직영매장을 운영, 

비용을 절감시킴과 동시에(Yang, 2013), 소비자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상품에 반영하는 SNS를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다. SNS의 프

로모션 전략은 고객수요와 시장상황에 따라 1∼2주 만

에 다품종 대량공급 등의 프로세스와 광고를 제공해준

다는 점에서(Kim & Lee, 2009),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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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품들에 대한 선택지를 긍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품생산에서 기획, 판매까지 평균 2주 밖에 걸리지 않

는 현황을 고려할 때(Qing, 2014), 전 세계 매장에서의 

판매실적과 광고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SNS의 

홍보효과를 활용하여 상품판매 구전효과와 소비자 반

응 및 후속생산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SNS를 활용한 브랜드 관련 선행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Yang and Choi(2014)는 패션 소셜 커머스에서 구

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조사하여 쇼핑가치가 쇼핑

만족 및 미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Rhee and Kim(2011)의 연구에 따르면, SNS 마케팅을 선

택한 브랜드를 사례분석하고 마케팅 방식을 고찰하여 

브랜드 마케팅에 필요한 이론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Cho(2013)는 패션업체의 SNS 활용에 나타난 마케팅 전

략, 특히 SPA 브랜드의 비용부분에서의 절약 측면을 중

심으로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Hong(2012)은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에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

며, 적은 비용으로 고객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궁

극적으로 고객 만족과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패스트 패션 기업들의 커뮤니케이

션 채널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Han(2012)

은 위치기반 SNS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소셜 마케팅

을 통하여 능동적인 사용자의 참여와 인터랙티브한 경

험, 매장 방문율을 높이고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마케팅 영역의 확장을 이끌어낸다고 분석하였다. Kim 

and Chin(2012)의 연구에서는 패션업체 10곳을 선정하

여 페이스북의 게시글에서 ‘좋아요’ 등을 기준으로 하

는 지표분석을 통해 SNS 마케팅이 기존 마케팅의 한계

였던 소통의 벽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분

석하였다. Oh and Kim(2014)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설

문지 조사에 의해 패션기업이 SNS를 전략적 도구로 사

용함에 있어 최신 정보제공, 흥미유발의 다양한 콘텐츠 

기반, 사용자 참여 유도의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고 

분석하였다. 

해외 SPA 브랜드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동향은 다음

과 같다. Kim and Lee(2009)는 UNIQLO와 ZARA의 글

로벌 전략 및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다루면서 마케팅

과 프로모션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Kim(2012)의 연구

에서는 SPA 브랜드의 전반을 고찰하면서 상품생산, 가

격 전략, 프로모션, 유통에 이르는 특징들을 분석하였

다. Rhee and Choi(2012)는 국제합작투자와 SPA 사업의 

개요, 선진 의류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및 현지화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Yang(2013)의 연구에서는 소

비자의 가격민감도, SPA 브랜드의 유형과 소셜 쇼핑의 

판매촉진 유형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으며, H. N. Lee(2014)의 연구에서는 현

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국내

와 해외 SPA 브랜드 각각의 VMD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 분석과 소비형태의 차이를 구분하여 구매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Feng(2014)의 연구에서

는 해외 SPA 브랜드, 해외 명품 브랜드의 한국, 중국에

서 페이스북과 웨이보(Weibo)의 활용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Kim(2014)은 소비자 질투효과를 중심으로 제

품만족 및 재구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SNS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타 분야의 학자

들이 제시한 이론의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 구매행동을 

마케팅적 관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으며, SNS를 기반으로 하는 SPA 브랜드와 관

련된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해외 패션브랜드를 선정

하여 국내 현지화 전략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 이러한 동향을 고찰하였을 때, 해외 SPA 브랜

드가 소비자와 소통하는 마케팅 전략을 확장하는데 있

어 SNS의 접근방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

한 가공과 분석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측면에 연구

의 의의가 있다.

2. SNS상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패션콘텐츠 미디

어 환경 고찰

현재 사회의 흐름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바로 

속도이며, 이제는 패션이 사람들의 행동을 다양하게 변

화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하면서, SPA 브랜드들은 뚜렷

한 방향과 빠른 속도를 유통과 판매로 연결시키는 전략

을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해 패션콘텐츠 기

반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홍보하고 있다. 

첫째, 단순히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이 아닌 SNS라는 미디어 환경을 활용하여 빠

른 속도의 양방향적 소통을 구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마

련하였다. 이는 패션주기가 짧아지면서 상품생산주기

도 비례하여 짧아짐에 따라(Cho, 2013), 실시간으로 변

화하는 트렌드를 요구하는 대중 앞에서 이러한 프로세

스를 알려주는 최적의 환경이라 하겠다. 둘째, SNS의 

구체적 광고 및 메인 콘텐츠의 환경상에서도 SPA 브랜

드들은 서구권과 아시아권으로 크게 나누어 각자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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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다양한 제품의 특징을 홍보 및 전달하고 있는데

(Oh & Kim, 2014), SNS상에서 서구권은 주로 디자인의 

다양성에 관한 전달에 더 치중한 모습을 보이며, 아시

아권은 홍보 및 광고적 언어 표현 등 프로모션에 치중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ZARA의 경우, 연 매출의 

0.3%만을 광고비로 책정하는 것이 타 브랜드들이 3∼
5%를 소비하는 것과 비교되는데(Kim & Lee, 2009), 이

는 SNS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광고비용을 낮추어 미

디어를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을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

다. 셋째, 패션산업 측면에서의 소량생산과 적기판매, 

재고 및 물량처리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패

션 온 디맨드(fashion on demand)’를 실천하면서 ZARA

는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수요 예측과 매장별 재고 

파악, 상품별 가격 결정을 실시하였다(Yoon, 2013). 이

에 소량주문과 적절한 운송을 통하여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확률적 결과를 도출하는 업무방식의 효용을 SNS

를 통하여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해외 SPA 브랜드가 지향하는 트렌드, 제품홍보, 
브랜드 이미지의 형식 고찰

해외 SPA 브랜드 UNIQLO, H&M, ZARA가 지향하

는 트렌드, 제품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형식을 고찰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ZARA가 지향하고자 하는 제품의 트렌드와 홍

보 및 브랜드 이미지는 제품기획에서 판매까지 평균 2주 

밖에 걸리지 않는 제품의 빠른 생산주기를 들 수 있는

데(H. N. Lee, 2014), 이는 SNS를 통하여 전 세계 매장에

서의 판매실적이 즉각 반영되어 제품생산에 즉시 반영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보통 한 시즌엔 최대 

3,000∼5,000가지의 상품이 나오는 기존 SPA 브랜드에 

비해 평균 11,000가지의 상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근거

할 수 있다(Hong, 2012). 둘째, UNIQLO는 다양한 콜라

보레이션의 진행으로 단순히 디자이너나 다른 패션브

랜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영화, 하위문화 예술과

의 협력 작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

장 좋은 소재와 부자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SNS상에서는 구매기업으로 불

리고 있으며(Rhee & Choi, 2012), 기능적 소재를 사용하

여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약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UNIQLO의 브랜드 이미지

는 단순한 디자인이 메인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작은 선

택의 재미를 부여하는 스타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H&M은 최근 하이패션 업계와의 콜라보레이션이 매우 

큰 화제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하이

패션 브랜드들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칼 라거펠

트(Karl Lagerfeld), 2005년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 

Cartney), 2006년 빅터앤롤프(Viktor & Rolf), 2007년 로

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 마돈나(Madonna), 카일

리 미노그(Kylie Minogue) 등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

여 화제를 모았다(Kim & Chin, 2012). H&M은 ZARA와 

달리 홍보와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으며(Rhee & Kim, 

2011),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3D 옥외광고를 진행하는 

등 미디어 아트를 이용한 광고형식을 시도하고 있다

(Feng, 2014).

III. 결과 및 논의

1. 해외 SPA 브랜드의 SNS 언어 네트워크를 통한 
패션콘텐츠 미디어 환경 분석 

해외 SPA 브랜드가 활용한 SNS상의 패션이미지 관

련 텍스트들의 총체적으로 수집 및 분류하여 언어 네트

워크 분석의 UCINET 6.347 프로그램을 통한 빈도와 밀

도, 반복적인 키워드들을 재배치, 알고리즘을 연결망으

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각 해외 SPA 

브랜드가 시기적으로 지향하는 트렌드와 패션흐름을 

도출한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한 사

전 선행조사로써 해외 SPA 브랜드를 기준으로 연도별 

추출 텍스트의 수치를 수집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 SNS 페이스북의 미디어 형식과 구조에서 수집할 수 

있는 텍스트의 추출 원리와 근거분석

글로벌 패션트렌드와 패션콘텐츠 기반 미디어 환경

을 예측하고자 SNS의 개념과 기능을 통한 페이스북의 

미디어 형식과 구조에서 수집할 수 있는 텍스트의 추출 

원리를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해서 활용한 것은 TV 광고의 형식이었으

나, 최근 SPA 브랜드들은 패션에 민감한 젊은 층이 광

고보다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SNS를 통한 마케팅

을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첫째, SNS상에서의 텍스트 추출 근거를 살펴보면 상

품의 이미지를 통한 노출도가 판매에 매우 중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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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판단되며, 각 지역의 문화와 고객의 성향

에 따라 쇼윈도 및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홍보 및 전달

효과로 활용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

로서 대부분의 SPA 브랜드의 경우 매장 앞의 디스플레

이 사진을 찍어서 다양한 미디어와 페이스북에 올리면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 행사를 들 수 있다. 또한 페이

스북상에서는 자사의 옷을 촬영해 이미지로 전송하는 

경우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등의 마케팅

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ZARA는 주로 광고보다는 매장

을 이용한 홍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데 페이스북, 유튜브(YouTube) 등에 캠페인 영상 및 컬

렉션북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셋째, 페이스북 전반에

서 연도별로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와 키워드를 통하여 

많은 SPA 브랜드들의 주요 행사, 프로모션, 세일 등의 

현장마케팅 또한 광고하면서 양방향으로의 정보 및 텍

스트 교류가 발생하고 있다.

2) 해외 SPA 브랜드가 SNS상에서 노출되는 패션트렌

드의 양적 밀집도 도출 및 텍스트 연결을 통한 질적 

분석

해외 SPA 브랜드가 SNS상에서 노출되는 패션트렌

드의 밀집군 도출에 있어서 최고 밀집군부터 최저 밀집

군까지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양적 밀집도 간의 관계성

을 분석한 내용과 각 키워드 밀집군 사이의 연결성 및 

비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밀집도 도출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UNIQLO의 경우, 기본 아이템들을 꾸준히 노출하면

서도 자사의 콜라보레이션에 관련된 홍보를 SNS에 밀

도 있게 노출하는 것이 상관적인 결과로서 분석되었으

며, 군집별 카테고리는 총 10가지로 크게 분류되었다

(Fig. 1). 밀집군별 빈도를 보면 범주 IV의 ‘기본 아이템

과 스테디셀러’(32.8%) 항목, 범주 III에서는 ‘예술과 패

션의 콜라보레이션 전략’(30.9%) 항목, 범주 I의 ‘다양

한 나라, 다양한 직업군 활용, 친근한 스타일 이미지 홍

보’(5.8%), 범주 II의 ‘신체라인에 적합한 실루엣 기능’ 

(5.5%), 범주 VI의 ‘기술과 기능을 장착한 브랜드 이미

지 홍보’(3.2%), 범주 VIII의 ‘의복 아이템의 naming 전

략’(3.5%), 범주 IX의 ‘텍스츄어 관련’(3.1%), 범주 V의 

‘인간적인 이미지의 브랜드’(1.7%)의 항목들이 순차적

으로 나타났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밀집군들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UNIQLO의 군집이 이미

지적인 키워드와 주제와의 상호관련성 밀도가 가장 높

이 나타났음을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주 IV

의 ‘기본 아이템과 스테디셀러’ 항목으로, 가장 양적으

로 밀집된 분표를 보이고 있으며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

하지 않는 자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트렌디한 아이템

을 매 시즌별로 접목하는 UNIQLO의 주요 홍보주제라

고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주 IV와 옆으로 연결

되어 있는 범주 III에서는 ‘예술과 패션의 콜라보레이션 

전략’ 항목으로서, 그 다음으로 큰 편차 없는 밀도의 양

적 군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예술이나 패션에서 활

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 및 패션디자이너, 자전거 

브랜드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강조한 마케팅으로서, 

앞서 가장 많은 군집의 기본 아이템을 기준으로 시즌에 

따라 독특한 콘셉트를 함께 적용하여 홍보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항목과 긴

밀한 관련성으로 연결되는 소규모의 밀집도를 나타내

는 군집을 살펴보면, 범주 VI의 ‘기술과 기능을 장착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 범주 VIII의 ‘의복 아이템의 naming 

전략’ 그리고 범주 IX의 ‘텍스츄어 관련’의 항목들이 있

다. 이는 자사의 주요 콘셉트 중 하나인 기술과 기능을 

활용한 히트텍(heat-tech)을 이름 지어 이제는 하나의 

의상의 명칭으로 상용화된 아이템 등의 광고를 하고 소

재에 있어서도 UNIQLO만이 독보적으로 유명해진 에

어리즘(airism) 등의 아이템들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적인 밀집군에서는 범주 I의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직업군 활용, 친근한 스타일 이미지 홍보’, 범주 

II의 ‘신체라인에 적합한 실루엣 기능’과 범주 V의 ‘인

간적인 이미지의 브랜드’가 연결되어 소규모의 밀집군

으로 형성되어 나타났지만 해당 밀집군들 또한 앞의 큰 

  Year
SPA Brand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tracted Texts

UNIQLO 593 565 609 743 329 341 512 3,692

H&M 410 552 723 751 308 350 505 3,599

ZARA 540 534 591 721 219 405 468 3,478

Table 1. Quantitative figures for annual extracted texts from global SPA brands from Facebook (the number 
of pages ×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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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밀집군들과 상관성이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자사의 광고에서와 같이, 다양한 나라와 직업군에

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UNIQLO의 의류를 착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스타일을 소개하여 보다 친숙하게 다가

가려고 하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체라

인에 적합한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편안하

게 어울리는 실루엣적인 기능을 표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이미지의 브랜드임을 노출하면서, 어

린이 의복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패밀리 브랜드를 지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UNIQLO의 UCINET 

6.347 프로그램을 통한 언어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분포 

및 분석한 그래프이다(Fig. 1). 

H&M의 경우 다른 브랜드들의 밀집도의 유형과는 

차별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으며, 군집별 카테

고리는 총 6가지로 크게 분류되었다(Fig. 2). 밀집군별 

빈도를 보면 범주 I의 ‘대중의 의견수렴을 위한 Q&A

와 커뮤니케이션’(26.2%), 범주 IV의 ‘패션피플 및 셀

러브리티, 스포츠 선수들을 활용한 홍보’(24.3%), 범주 

II의 ‘자사의 트렌드와 정보를 세부적으로 소개, 이벤

트의 참석을 높이려는 의도 및 매장의 방문 유도 전략’ 

(23.9%), 범주 III의 ‘브랜드의 주요 콘셉트 전달’(5.0%), 

범주 V의 ‘사회적 활동 및 환경을 중시하고 CS 영역을 

강조’(3.8%), 범주 VI의 ‘기타 예외적인 텍스트 밀집군 

분류’(16.8%)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 범주들과의 텍스

트와 범주 간의 연결성 및 관련성이 다소 현저하게 떨

어지는 독립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마케팅 전략이 서로 교차되거나 상관성을 보이는 것 보

다는 각각의 차별적이고 독립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SNS

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범주 I, II, IV의 

순서로 양적 밀집도가 거의 유사하게 다량으로 분포되

었는데, 범주 I은 ‘대중의 의견수렴을 위한 Q&A와 커

뮤니케이션’, 범주 II는 ‘자사의 트렌드와 정보를 세부

적으로 소개, 이벤트의 참석을 높이려는 의도 및 매장

의 방문 유도 전략’, 범주 IV는 ‘패션피플 및 셀러브리

티, 스포츠 선수들을 활용한 홍보’에 각각 해당되며, 해

당 3군 간의 연결망이 독립적으로 분리된 그래프로 보

아, 카테고리 간의 주제적 관련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I∼III 범주에

서는 브랜드 자체인 본사, 즉 자사와의 직접적 교류의 

관계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의 밀집군이 나타났다. 이를 

Fig. 1.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UNIQLO through UCINET 6.347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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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H&M은 대중 간의 직접적인 SNS를 통한 커뮤니

케이션이나 정보 및 트렌드 교류, 매장의 방문 유도 등

에 많은 부분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H&M은 밀집도가 

높은 범주 IV에서 ‘패션피플 및 셀러브리티, 스포츠 선

수들을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SNS를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으며, 밀집도가 가장 낮은 범주 V에서 볼 

때 ‘사회적 활동 및 환경을 중시하고 CS 영역을 강조’하

는 측면에서는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약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예외적 측면으로 범주 VI의 ‘기타 예외적인 텍

스트 밀집군 분류’에서는 기본 아이템, 무작위성의 형

용사 등 군집으로 텍스트가 관찰되었다. 다음은 H&M

의 UCINET 6.347 프로그램을 통한 언어 네트워크의 시

각화를 분포 및 분석한 그래프이다(Fig. 2). 

ZARA의 경우, 최고 밀집군과 최저 밀집군의 사이의 

양적 밀도차가 현저히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며, 군

집별 카테고리는 총 8가지로 크게 분류되었다(Fig. 3). 

밀집군별 빈도를 보면, 범주 IV의 ‘패션피플 및 셀러브

리티의 이미지 활용’(39.1%), 범주 III의 ‘데일리 룩의 연

출을 이미지어로 제시’(31.0%), 범주VI의 ‘아이템의 디

테일 표현 강조’(20.3%), 범주 VII의 ‘my fashion of the day 

(요일별 의상 제안)’(3.2%), 범주 I의 ‘#해시태그를 통

한 디테일’(3.1%), 범주 V의 ‘total coordination’(2.4%), 

범주 VIII의 ‘아이템과 액세서리’(0.7%), 범주 II의 ‘아이

템 명칭의 일반화’(0.2%)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3개의 

최고 밀집군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범주 IV의 ‘패션피플 및 

셀러브리티의 이미지 활용’이 현저히 높은 비율의 밀

집도를 보이고 있으며 3순위인 범주 VI의 ‘아이템의 디

테일 표현 강조’의 항목과 함께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ZARA가 유명 모델 또는 블로거와 

셀러브리티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를 SNS를 통하

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pleated bermudas’, ‘silk blouse 

with pocket’ 등 아이템들의 디테일들을 함께 강조한 텍

스트를 연결하여 소비자들의 감성과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상위 2순위

의 범주 III에서는 ‘데일리 룩의 연출을 이미지어로 제

시’ 항목으로서 텍스트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적절한 

이미지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감성을 자

극하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적 이미지를 통한 데일

리 룩의 연출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하위 밀집군을 분석하면, ZARA는 

다른 브랜드들과는 상이하게 독창적 아이디어와 홍보 

텍스트가 두드러지고 있다. 범주 VII의 ‘my fashion of the 

day(요일별 의상 제안)’ 항목에서 일상적 의상들을 요

일별로 제안하여 노출하는 부분, 범주 I의 ‘#해시태그

를 통한 디테일’(3.1%)하여 SNS상에서 검색이 용이하

Fig. 2.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H&M through UCINET 6.347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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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노출, 범주 II의 ‘아이템 명칭의 일반화’로서 일

반화된 ‘재킷’, ‘팬츠’, ‘스커트’ 등 피상적 명칭이 나타났

고, 범주 V의 ‘total coordination’ 항목과 범주 VIII의 ‘아

이템과 액세서리’ 항목은 아이템별 패션을 나타내었

다. 다음은 ZARA의 UCINET 6.347 프로그램을 통한 언

어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분포 및 분석한 그래프이다

(Fig. 3). 

앞서 밀집군의 양적 밀집도와 밀집군 간의 상호관련

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밀집군 도출의 양적 분석의 결과

에 따라 각 밀집군의 텍스트 연결에 따른 구체적인 질

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UNIQLO의 경우, 첫째,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트렌디한 아이템을 접

목하는 양상이 어떠한 현상보다 텍스트 밀도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스탠드 칼라 셔츠, 

스웨트 셔츠에서 체크무늬 패턴에 이르기까지 자사의 

베이직하고 스테디한 아이템을 SNS에 지속적으로, 밀

도 있게 노출하여 소비자의 꾸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예술

이나 패션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가 및 패션디자이

너, 자전거 브랜드 등과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활용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브랜드와 동일한 마케팅

을 활용하는 방식의 SNS 홍보로써, 앤디워홀 또는 뽀빠

이 & 올리브 등 상대적으로 예술적인 콘셉트, 만화 캐

릭터를 활용하여 젊은 세대의 감성에 기반을 둔 콜라보

레이션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아이템에 

다채로운 설명들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로 추출되어 밀

집군이 분포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브랜드보다 

아이템 설명이 구체적이고 상호관련성이 밀접함을 알 

수 있다. 

H&M의 경우, 각 군집별 밀집군과의 연결성이 현저

하게 독립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첫째, 패션셀러브리

티, 스포츠 선수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에서는 다른 

브랜드들과도 유사한 홍보마케팅 방식을 활용하고 있

으며 특히, H&M의 경우는 스포츠 선수들의 유니폼을 

지원함으로서 해당 선수의 레이블을 활용한 아이템과 

광고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둘째, 자사의 

브랜드 특징을 제공하기 보다는 대중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Q&A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 형식을 취하

고 있는데, 구체적 사례로 ‘Which style will you pull off 

this season?’ 또는 ‘What you like most about our under- 

wear?’ 등 소비자들에게 패션에 대한 열린 선택적 사고

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사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연출

에 대한 생각의 기회와 궁금증을 제공한다는 특별함을 

Fig. 3.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ZARA through UCINET 6.347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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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셋

째, 자사의 정보를 디테일하게 소개, 이벤트의 홍보의

도 전략에서는 ‘read more’ 또는 ‘check out, pop in to our 

stores’ 등 소비자에게 모든 정보의 개방적 제공보다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구체적인 정보접근을 촉진하는 

마케팅 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 

ZARA의 경우, 다양한 직업과 국적을 가진 셀러브리

티를 활용한 마케팅을 SNS에 꾸준히 노출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며 이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각각의 의류 아이

템들의 구체적인 명칭 및 트렌디 아이템을 분류 및 제

시한 것이 두드러지고 있다. 첫째, ‘이미지>텍스트’, 즉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자유선택에 따라 이미지

를 통한 데일리 룩을 연출 및 코디네이션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타 브랜드들과 다소 차별적인 특성이며 

구체적 실례로 이미지와 함께 참조번호(ex. ref. 0367/ 

877)를 제시함으로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텍스

트의 한계보다는 이미지의 다양성으로 접근하여 자유

로운 ZARA의 패션연출과 직접적인 소비의 연결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도를 마케팅적으로 표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명 모델, 쇼핑몰 운영자, 블로

거 및 연예인을 활용한 홍보를 대표적으로 SNS 마케팅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다

양한 국적의 홍모모델을 SNS의 이미지와 태그를 통해 

광고 및 노출하여 잠재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셋째, ‘itemization of clothes’의 의류 관련 범주로서 구체

적인 아이템들과 유행하는 의류명칭의 목록을 키워드로 

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을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은 연결망 분석으로 해외 SPA 

브랜드의 밀집군 빈도 및 질적 분석을 정리한 표이다

(Table 2).

3) 해외 SPA 브랜드가 SNS상에서 지향하는 패션트렌

드의 공통점과 차별점을 통한 총체적 분석

다음은 관련 텍스트의 밀집군 연결을 통해 해외 SPA 

브랜드가 SNS상에서 지향하는 패션트렌드의 공통적, 

차별적으로 나타난 측면을 분석한 것으로 우선 공통적

으로 나타난 측면은 첫째, 예술, 패션에서 활동하는 다

양한 예술가 및 패션디자이너, 아트브랜드 등과의 콜라

보레이션 마케팅을 활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UNIQLO

는 SNS 홍보로써 앤디워홀 또는 뽀빠이 & 올리브 등 예

술적인 콘셉트, 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젊은 감성

Global SPA 
Brand Name

Quantitative Density of SPA Brand
in Cluster by Subjects

Characteristics by Group of Density Qualitative Analysis

UNIQLO

Category I (5.8%): 
Various countries, utilization of different 

occupation and promotion of friendly style 

Trying to get closer localizing
marketing strategy Stick to one's principles 

that are not sensitive to 
trends, Text density 

highlights the application 
of trendy items

Category II (5.5%): 
Function for body line 

Comfortable, silhouette
in presentation of function

Category III (30.9%): 
Combination strategies of art and fashion

Marketing highlighting collaboration 
with artists

Category IV (32.8%): 
Basic items and steady-seller 

Incorporate trendy items on a seasonal 
basis while maintaining steady trends

 Collaboration marketing 
with a variety of artists, 
fashion designers, bicycle 

brands, etc
Category V (1.7%): 

Brand of familiar and human image 
Towards a comprehensive family brand 

including kids apparel

Category VI (3.2%): 
Promote technology and features 

‘Heat-tech’ technology and function

Diverse explanations are 
distributed in groups with 

high relations

Category VII (6.3%): 
Abstract adjectives to be related

List generalized adjectives
to represent brand images

Category VIII (3.5%): 
Naming strategies of apparel items 

Advertising of commercialized items

Category IX (3.1%): 
Related textures 

Uniquely fabrics in the ‘Airism’

Category X (7.2%): 
Exceptional texts (not to be classified)

Clusters of non-applicable keywords

Table 2.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global SPA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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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콜라보레이션을 홍보하였다. 둘째, 소비자 참여마

케팅을 사용하는 것이 공통적 특징이며 소비자들이 이

벤트 관련 사진을 촬영 후 미디어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올리면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을 통해 양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표출되었다. 셋째, 페이스북 

전반에서 연도별로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와 키워드를 

통하여 많은 SPA 브랜드들의 주요 행사, 프로모션 등의 

현장마케팅 또한 소비자와의 정보 및 텍스트 교류가 발

생하고 있다. 

다음은 해외 SPA 브랜드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 측

면으로 첫째, UNIQLO의 경우, 다른 브랜드보다 키워

드에 대한 양적 밀도의 상호관련성이 가장 높이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는데,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

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트렌디한 아이템을 접목하는 

양상이 텍스트 밀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는 스탠드 칼라 셔츠, 스웨트 셔츠에서 체크무늬 

패턴에 이르기까지 자사의 베이직하고 스테디셀러의 

아이템을 SNS에 지속적으로, 밀도 있게 노출하여 소비

Global SPA 
Brand Name

Quantitative Density of SPA Brand
in Cluster by Subjects

Characteristics by Group of Density Qualitative Analysis

H&M

Category I (26.2%): 
Communication with Q&A for collecting 
opinions between the main company and

the public 

Communication via public direct SNS
Promotional marketing 

using images of celebrity 

Category II (23.9%): 
Introduce their info to increase attendance

at events with store visits

Focus a lot on the store's
door-to-door strategy

Media format
for communication 

through Q&A to gather 
public opinionsCategory III (5.0%): 

Communicate the brand's key concepts 
Information and trend exchange

Category IV (24.3%): 
Promote by using fashion people & athletes

Actively promote social networking 
services

Marketing intent that 
begins with curiosity and 

promotes specific 
information access

Category V (3.8%):
Emphasize social activities and

environment CS 
Analyze social communication as weak

Category VI (16.8%): 
Other exception text dense classification 

Text that does not consist of clusters, such 
as basic items, adjectives of randomness

ZARA

Category I (3.1%): 
Detail representation through “hash tags”

Exposure that facilitates search across 
social networks

Leverage images to 
create a free imagination 

for consumers

Category II (0.2%):
Generalization of names in items

Names of general items
such as ‘jacket’, ‘pants’

Category III (31.0%):
Present the daily look as suggested

key words of image 

Use proper image texts to stimulate
the natural sensibility and imagination

of consumers

Category IV (39.1%):
Use of images in fashion people

and celebrities 

Leverage images of famous models
or bloggers and celebrities

Promotion of celebrities 
is a representative use of 
social media marketing

Category V (2.4%):
Total coordination

Text indicating the completion
of fashions

Category VI (20.3%): 
Highlight item details 

Characteristics of sharing consumers'
sensibilities and specific information 

Category VII (3.2%): 
My fashion of the day 

Everyday clothes are proposed and 
exposed on a daily basis

Presenting a list
of clothing names as key 

words and promoting 
them to consumers

Category VIII (0.7%): 
Items and related accessories 

Text indicating the completion of fashion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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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꾸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H&M의 경우,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적으로 SNS상의 홍보 또는 전략이 서로 교차되거

나 상관성을 보이는 것보다는 각각의 차별적이고 독립

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SNS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자사의 브랜드 특징을 제공하기 보다

는 대중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질문을 통한 의사소통의 

미디어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사의 정보를 디테일하

게 소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구

체적인 정보접근을 시도하려는 마케팅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ZARA의 경우, 다양한 국적의 홍모모델

을 SNS의 이미지와 태그를 통해 광고하여 소비자의 자

유로운 상상력 유발, 데일리 룩 연출 및 코디네이션을 

제시하는 것은 차별적인 특성이며, 더불어 구체적인 아

이템들과 유행하는 의류명칭의 목록을 키워드로 제시

하여 홍보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해외 SPA 브랜드의 밀집군 빈도 및 질적 분석

을 통하여 나타난 공통점 및 차별점을 정리한 표이다

(Table 3).

IV. 결 론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의 SNS 접근방법에서 발생되

는 데이터의 공유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

을 미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양적, 질적 분

석이 요구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 패션

산업에서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미래의 트렌드 예측, 

이미지의 분석과 활용 등 수집된 정보의 정확한 가공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해외 SPA 

브랜드가 활용하고 있는 SNS상에서의 여러 텍스트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유사 언어에 대한 연결망을 구조화 

및 시각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해외 SPA 브랜드가 

소비자와 상호간에 소통하는 마케팅 전략을 확장하는

데 있어, SNS의 접근방법에서 발생되는 방대한 양의 데

이터에 대한 수집된 정보의 정확한 가공과 분석이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미래의 트렌드 예측, 이미지의 분석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패션콘텐츠 기반의 미디어 환

경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미디어 활용 전략 대한 예측

을 가능케 하고자 하였다. 해외 SPA 브랜드가 활용한 

SNS상의 패션이미지 관련 텍스트들의 총체적으로 수

집 및 분류,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UCINET 6.347 프로

그램을 통하여 빈도와 밀도, 반복적인 키워드들을 재배

치, 알고리즘을 연결망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

고, 이를 통해 각 해외 SPA 브랜드가 시기적으로 지향

하는 트렌드와 패션흐름과 미디어 환경의 양적 밀집도

와 질적 분석을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외 SPA 브랜드가 SNS상에서 양적 밀집도 간의 관

계성을 분석한 내용과 각 키워드 밀집군 사이의 연결성 

및 비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밀집도 도출에 대한 분

석은 UNIQLO의 경우, SNS상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주제, 관련 텍스트가 상호관련성이 높이 나타났음을 분

석할 수 있다. H&M의 경우 텍스트와 각 주제와의 연결

성이 분리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SNS를 통한 

홍보 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독립적으로 활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ZARA의 경우, 상위 최고 밀

집군인 셀러브리티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 데일리 

룩의 연출을 이미지어로 제시하는 등의 항목 간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집군 도출의 양적 분석의 결과에 따라 각 밀집군의 

텍스트 연결에 따른 구체적인 질적 분석 결과는 UNIQ- 

Global SPA 
Brand Name

Commonality of Fashion Trends on SNS Differentiation of Fashion Trends on SNS

UNIQLO

- Utilize collaboration marketing with brands
of art and others

- Use consumer participation marketing
- Information and text exchange with con- 

sumer

- Applying trendy items while adhering to principles of not reacting 
sensitively to trends

- Marketing elicits a steady response of consumer

H&M

- Different and independent marketing methods
- Media format communicational by questions to gather public opin- 

ions
- Start with curiosity rather than open provision and try to access 

specific information

ZARA
- Present a daily look and total coordinations
- Present a list of specific items and fashionable names as key words

Table 3. The total analysis by commonalities and differentiation in global SPA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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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사의 원

칙을 고수하면서 트렌디한 아이템을 접목하는 양상이 

어떠한 현상보다 텍스트 밀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

으며, H&M의 경우, 각 군집별 밀집군과의 연결성이 현

저하게 독립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모

든 정보의 개방적인 제공보다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구체적인 정보접근을 촉진하는 마케팅 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 ZARA의 경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텍스

트의 한계보다는 이미지의 다양성으로 접근하여 자유

로운 ZARA의 패션연출과 직접적인 소비의 연결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외 SPA 브랜드가 SNS상에서 관련 텍스

트의 밀집성 연결을 통해 해외 SPA 브랜드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난 측면은 예술 또는 패션에서 활동하는 다양

한 예술가 및 패션디자이너, 아트브랜드 등과의 콜라보

레이션 마케팅을 활용, 소비자 참여마케팅을 사용하여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표출, SPA 브랜드들의 주요 행

사, 프로모션, 세일 등의 현장마케팅 또한 광고하면서 

소비자와의 정보 및 텍스트 교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분

석할 수 있다. 차별적 측면으로는 UNIQLO의 경우, 베

이직하고 스테디셀러의 아이템을 SNS에 지속적으로, 

밀도 있게 노출하여 소비자의 꾸준한 반응을 이끌어내

는 전략이 나타났으며, H&M의 경우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적이고 독립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SNS를 활용하

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ZARA는 정해진 텍스트의 

한계보다는 자유로운 ZARA의 패션연출과 직접적인 

소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도를 이미지어

의 텍스트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콘텐츠

의 미디어 활용 분석에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최신 트

렌드 상품을 SNS를 통한 양방향적 미디어의 활용, 오프

라인 비즈니스를 벗어난 프로세스 재설계와 SNS상의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 SNS virtual 전략으로 소비자들

과 직접적으로 소셜 미디어상에서 대면하는 상품기획, 

상품의 트렌드성으로 초기 유행의 트렌드를 키워드 및 

연결 텍스트로 재해석하여 제시, SPA 브랜드의 전형적

인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SNS에 홍보

를 극대화, 글로벌한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콜라보레

이션, 이벤트, 셀러브리티 활용 등을 유희적인 측면에

서 소비자들에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외 SPA 브랜드의 시

기별 지향하는 트렌드와 7년간의 제품과 마케팅에 따

른 패션흐름을 도출하고, 관련 텍스트의 연결을 통한 

각 브랜드의 질적 측면에서의 핵심가치와 패션콘텐츠

의 미디어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지향

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최신 트렌드 상품을 SNS를 통

한 양방향적 미디어의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

는 것이다. 둘째 혁신성으로 더 이상의 오프라인 비즈

니스를 벗어난 프로세스 재설계와 SNS상의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SNS virtual 

전략으로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소셜 미디어상에서 

대면하는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고려한 상품기획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상품의 트렌드성으로 초기 유

행의 트렌드를 키워드 및 연결 텍스트로 재해석하여 제

시함으로써 소비를 범용화 하는 것으로 전략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다섯째, 스피드를 중시하고, 상품회전율을 

높이는 리드 타임 단축에 있어 지속적으로 신제품 출시

하는 SPA 브랜드의 전형적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SNS

에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빠르고 확장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한 미디어를 통하여 트

렌드 공감, 구매성향을 바탕으로 문화와 다양한 콜라보

레이션, 이벤트, 셀러브리티 활용 등의 측면에서 소비

자들에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는 전략적 수

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향후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최근 

SPA 브랜드가 발생시킨 패스트 패션 문화의 발전을 진

척시킬 수 있는 SNS상의 요인 등을 텍스트를 통하여 추

출함으로써 한국 패션산업의 광고채널 및 콘텐츠를 제

공하는 새로운 영역 개척과 방대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는 SNS 마케팅 전략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패션트렌드와 소셜 미

디어의 동향이 정보기술(IT)에 의해 사회문화와 어떠

한 현상으로 표출되었는가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국내외 패션기업 및 디자이너들이 해외

로 진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주요한 원천으로의 

역할과 성공적인 패션산업과 패션콘텐츠 기반의 미디

어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해외 SPA 브랜드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

함으로써 연구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단계로써 국내 SPA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국

내외 패션트렌드와 패션콘텐츠 기반 미디어 환경을 예

측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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