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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의 및 목적 

  특별한 차별성 없이 평준화되고 있는 제품들로 넘쳐나
는 과대경쟁 마케팅 환경 속에 스토리텔링은 고객과의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킨다. 본 연구는 스토리
텔링 기본 요소인 이야기성(story), 현장성(tell), 상호작
용성(ing)의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제품 및 브랜드(기업)
의 차별적 USP 전략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
으로 이끌어 내 지속적인 브랜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술적 요인에 의한 제품차별화 및 브랜드, 
광고, 유통 및 고객서비스 등과 같은 USP를 디자인개발 
관점의 차별화로 인식하고 스토리텔링 마케팅 실행유형
과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브랜드 포지셔닝 구축 및 제
품·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차별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기업의 광고 및 홍보자료와 미디어 
논평을 통한 PR자료를 바탕으로 제품 혹은 브랜드 USP 
전략 활용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제품 및 브랜드 차별화 USP 전략  

  제품(브랜드)차별화는 기업이 경쟁사의 제품(서비스)
과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치보다 더 높
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부터 시작한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 전략은 제품 및 디자인의 차별화 혹
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수행의 차별화로 확장되어 이용
되고 있다[1]. 또한 경쟁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서비스) 혹은 브랜드의 상대적인 가치 증대를 위해 
객관적인 요소를 변화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USP의 
Proposition의 개념을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서
비스) 및 브랜드의 차별적 가치제안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고전적인 USP 전략 요건은 구체적인 제품편익
(benefits), 제품편익은 경쟁브랜드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독특한 것이어야 하고 편익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정
도의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2]. 또한 고객이 제
품(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이점으
로 철저한 제품 및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제품의 고유
한 장점(inherent advantage)을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스토리텔링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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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특별한 차별성 없이 평준화되고 있는 제품들로 넘쳐나는 과

대경쟁 마케팅 환경 속에 브랜드 및 제품의 스토리텔링 마케

팅은 고객 지향적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경쟁유지를 위한 USP전략을 성공

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구성요소인 실행

성, 이야기성 및 상호작용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

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Abstract

Storytelling marketing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customer-oriented brand communication activity in an 
over-competitive marketing environment that is overflowing 
with products and without specification of brand and 
products. This case study is researched for USP strategies  
in terms of excitability, storytelling, and interactivity, which 
are components of storytelling marketing to positively 
interact with customers for effective and sustained 
competition. And this research could be helped effective 
and sustained competition for brand and pro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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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성, 현장성(tell) 및 상호작
용성(ing)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어떤 주제와 관련된 내용
을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장르별 특성
에 알맞은 상상력을 가미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목표는 제품(서비스) 및 
브랜드와 연관된 스토리를 발굴하여 제품개발과정, 제품
사용과정에서 제품과 연관된 다양한 역사적 배경, 신화 
등을 스토리로 활용하여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과 제품(서비스)과 브랜드와 고객이 공감
할 수 있는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일관된 지속
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브랜드의 철학을 강조하므로 고
객과 소통하고 소비 이상의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고객
과 브랜드 간의 공유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품(서비스) 및 브랜드의 독특하고 차별적인 특징을 스
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스토리텔링 유형
에 따라 USP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활용된 사례를 활용하
고자 한다. 

Ⅲ.  스토리텔링 기반의 USP 전략 사례

1. 제품개발 과정에서 제품과 연관된 스토리를 
브랜드 네이밍으로 활용 사례 : SK II

   SK II는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주는 비밀의 열쇠
(Secret Key To Clear, Translucent Skin)의 약자로 
Secret Key는 “피테라”이다. 양조장의 주조사들의 주름 
없는 젊은 손을 보고 일본의 과학자들은 주조사가 지속
적으로 손을 담갔던 발효액을 연구를 통해 350종이 넘는 
효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찾은 스킨케어의 혁신적인 성
분 피테라™를 찾아내는 비밀(현장성:tell)의 여정과 맑고 
투명한 기적을 발휘하기 위한 14일의 제품사용에 대한 
스토리를 고객에게 강렬하게 어필하여(상호작용성:ing)주
력제품의 개발과 연관된 스토리를 브랜드 명으로 활용하
여 성공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이끈 사례이다. 

  USP
스토리텔링

Unique Selling Proposition

story 피테라™
양조장의 

주조사들의 주름 
없는 젊은 손

Secret Key To 
Clear, Translucent 

Skin
tell

피테라를 
찾는 여정

ing 14일 여정

2. 제품사용 과정에서의 제품과 연관된 스토리 
활용 사례 : A.H.C

  USP
스토리텔링

Unique Selling Proposition

story
얼굴전체에 바르는 

아이크림 눈가에만이 
아니라 

얼굴전체에 
바르는 

아이크림 

강력한 
안티에이징

tell
여배우아이크림

국민 모녀템

ing
전 연령대 에스테틱 
전문화장품 브랜드

  VIP 에스테틱 전문화장품으로 시작한 A.H.C는 “더 리
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얼굴전체에 바르는 아이크림’(이
야기성:story)이라는 독특한 제품사용 과정에서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로 고객만족도를 브랜드 콘셉트로 차별
화하여 ‘여배우 아이크림’, ‘국민 모녀템’(현장성:tell) 등의 
애칭과 함께 전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에스테틱 전문화장

품 브랜드로 차별화된 품질과 강력한 브랜드인지도를 실
현(상호작용성:ing)하였다[3]. 

3. 경영철학을 기업이미지 활용사례 : 두산그룹 
기업PR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강력하게 차별화하고 지속가
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철학과 의지를 
이미지화한 두산의 ‘사람이 미래다.’ 는 주변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는 일상의 순간을 감성적으로 표현하여 긍정적
인 기업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젊은 청년에게 기업
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야기성:story)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힘겨운 사회진출에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메시지(현장성:tell)로 지속적인 소통(상호
작용성:ing)을 강조하였다. 짧지만 강력한 슬로건인 ‘사람이 
미래다.’는 인재육성의 기업철학인  2G Strategy (Growth 
of People, Growth of Business)과 의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더불어 기업과 연관된 제품(서비스)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하였다[4][5].

  USP
스토리텔링

Unique Selling Proposition

story 청년에게 고함
사람이 
미래다

Growth of People, 
Growth of Business

tell 용기와 희망
ing 지속적 소통

 

Ⅳ. 결론  

  본 연구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USP 
전략을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성공적 운영사례를 고찰하
였다. USP전략은 제품(서비스) 및 브랜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제품생산 및 사용과정 등의 4P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과 브랜드의 인재상, 경영 철학 등
의 감성적 이야기를 브랜드 이미지와 연관하여 차별화적
이고 크리에이티브한 현장성을 통해 제품 혹은 브랜드의 
편익과 가치로 소비가치향상과 고객과 브랜드와의 결속
으로 이어져야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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