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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recently fashion brands tried to design 
Facebook contents for their promotion strategies, and how to encourage customer's empathy and 
participation for communication content. For this study, 17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brand 
facebook cont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shion brands 
provided product information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the Facebook fan styling pictures 
contest which attracted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fans, an emotional product introduction video 
with effective storytelling techniques, and  pictures and videos of a new season collection that 
were always viewable and able to be evaluated. Secondly, Facebook contents of brand promotion 
that contributed to the brand image and loyalty formation were identified. Fashion brands en-
couraged their fans to be involved in socially-oriented marketing and brand community. 
Moreover, telling the story of the brand history and brand management enhanced brand involve-
ment of fans. Finally, fashion brands communicated actively with their fans providing information 
that aroused their interest. They gave tips on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provided useful 
applications that offered various benefits in everyday life. Based on this result, implications of 
Facebook contents management as a promotion strategy were further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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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올해 2011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어 지난해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의 증가와 활용의 본격화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진화가 아닌, 사회와 산업 전반을

바꾸어 놓는 스마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가져오

고 있다.1) 이와 같은 변화는 패션 기업에게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업무 환경조성,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상품 유통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모바

일 앱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어떻게 전

달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곧 경쟁전략이 되

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패션 기업들은 인터넷 소통 도구로서 기업 홈페이

지를 제작하고 광고와 연동하여 노출을 극대화하는

운영 노력을 해왔으나 이는 참여와 소통보다는 일방

적인 정보 전달 및 홍보의 성격을 띠어왔으며, 프로

모션 업계는 이러한 설득을 목적으로 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PR은 이제 죽었다고까지 말하게 되었

다.2) 소셜 미디어의 급격한 성장으로 정보의 확산에

사용자의 참여와 공유가 용이해지면서 과거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지각을 기업이 주도하던 것으로부터

이제 소비자도 동등하게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

이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감성적 경험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공감을 토대로 참여하므로, 설득이 아닌

소비자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려면 고객의 입장에

대한 이해, 즉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마케팅의 성공을 가늠하는 핵심 성공 요인은 소비자

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공감’

능력에 좌우되게 되었다.3)

한편,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입소문이 전달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크게 확장되었으며 그 속도 또

한 매우 빨라져 구전의 파급효과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패션업체들은 이러한 소셜 네트

워크 마케팅 강화 차원에서 페이스북을 비롯하여 마

이페이스, 링크드인, 미투데이 등과 같은 소셜 플랫

폼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의 바이럴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패션 브랜드들은 잇달아 페이스

북을 오픈하고 있다. 그동안 트위터에 비해 페이스북

을 등한시하던 업체들이 최근 페이스북 인구가 급증

하자 이 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페이스북 이

용자가 많은 층인 24-34세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들

이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4) 페이스북은 양방향 소통

이 가능해 소비자 니즈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정보를 흘려보내는 트위터와는 달리 정보를 확대하

고 생산하는데 더 적합한 미디어로서 페이스북만큼

브랜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만한 곳은 드물다고 평

가받고 있다.
5)

이와 같이 양방향 소통이 필요한 소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방식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페이스북을 운영

하고 있는 국내외 패션 브랜드들의 페이스북 콘텐츠

운용 방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공감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패션 프로

모션 사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각 패션 브랜드가

페이스북 상에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시도

하고 있는 패션 콘텐츠의 제공 내용과 그 운용 방식

의 혁신성에 초점을 맞추어 콘텐츠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현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패션 프로모션 양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미래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고

려하여야할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시장은 몇몇 브랜드가 페이스북 활성화 단

계에 있고, 더 많은 브랜드들이 페이스북을 오픈 예

정이거나 시험가동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는데 비해
6), 글로벌 브랜드나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이를 이미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 브랜드들의 특징적인

페이스북 콘텐츠를 함께 분석하여, 국내 패션 브랜드

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프로모션 전개에 있어 콘텐츠

기획과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고자한

다. 패션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활용이 갖는 시의적

중요성에 비해 관련 선행연구가 미미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감성, 공감, 참여, 확산이라는 참여형

마케팅의 키워드8)를 어떻게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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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브랜딩 채널로서의 페이스북
기업이 소셜 미디어를 개설해서 고객과의 직접적

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채널을 확보하게 되면 여

러 가지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 소셜 미디어상

의 콘텐츠들은 포털에서 검색이 되므로 검색 엔진에

서 상위에 노출이 가능하고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메

시지를 신속히 유포할 수 있으며, 누가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벤트나 캠페인의 버즈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

이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므로 긴밀한 유대감

을 형성할 수 있는 등 관련업계 리더로서의 포지셔

닝에 도움이 된다.9) 기업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여러 소셜

플랫폼 들을 고려하며, 함께 사용하고 있거나 소비자

의 접점에 더욱 효과적 적용 채널이 무엇인가에 대

해 고심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용율을 의미하는 페이지 방문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는 페이스북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18-21세의

34%, 25-32세 42%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

년층과 장년층의 높은 이용율을 보여주고 있다.10) 이

러한 배경에는 페이스북이 갖는 상대적 장점이 존재

하는데, 트위터와 비교하면 친구네트워크를 통한 실

시간 정보 확산 효과를 위한 효용맥락은 같으나 트

위터는 정보가 흘러가버리는 반면, 페이스북은 댓글

이나 좋아요 등의 반응이 계속 페이지에 남아 지속

적으로 재소비가 가능하고 기업 입장에서의 소비자

관계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11) 페이스북을 이

용하는 기업들은 공개된 담벼락을 통해 기업이 제공

하는 정보를 담거나 고객들과의 대화를 담아놓는 정

보의 저장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소비자를 팬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외부 소셜 미디어와의 연계가 가

능하여 트위터, 유튜브 등의 타 서비스 정보들을 페

이스북 탭에 담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허브 기능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업 브랜딩

의 공식채널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12)

페이스북의 정보 노출효과는 매우 지대한데,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볼

수 있으며, 기업 페이스북 페이지의 친구개념인 팬이

남긴 것은 그 팬의 친구들까지도 확인하며, 기업 페

이지의 담벼락 글은 또한 팬들의 담벼락에 남겨진다.

페이지의 팬들은 그의 친구들을 한꺼번에 페이스북

페이지로 초대할 수 있으며, 글, 그림,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댓글과 답글로 소통가능하다. 특히 이용자들

이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좋아요’ 버튼을 통해 친구

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 페이스

북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8%가 페이스북 친구

가 추천한 것은 구매용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

났다.13)

실제로 이러한 추천기능을 이용하여 패션 브랜드

들이 매출을 상승시킨 예가 보고되고 있는데, 리바이

스는 제품정보에 댓글과 좋아요 추천을 달도록 구성

하여 실제 제품 구매로의 전환율을 높였으며14), 디젤

의류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해 피팅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고객이 시착 사진을 직접 찍

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디젤로고가 박힌

상품 스타일 사진이 친구망을 통해 확산되도록 활용

하기도 하였다.15)

2. 효과적 프로모션을 위한 페이스북 콘텐츠의
조건

기업이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의

활동과 제품, 브랜드를 잘 알리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확산채널, 그리고 기업과 소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요소가 중요하며, 이중에도 운영목표를 명확히 해서

콘텐츠의 기획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간 소통이 이

루어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의 명성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16) Brian Solis17)는 앞으로 브랜드

와 조직들은 시의적절하고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콘

텐츠를 제작하고 발행하기 위해서 편집자와 발행인

의 역할을 새롭게 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전

략적인 편집자는 여러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영향과

감명을 주기 위해서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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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등 여러 소셜 도구들을 혼합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고 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은 단순 정보보다 매력적이

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은 신문 매체보다 인터넷이 신뢰성, 신속함, 영향력,

재미 면에서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다.18) 특히 정보의

신뢰성은 온라인상에서의 구전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소셜 웹에서의 팬 가입 의사 역시 콘텐츠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신뢰성은 정보의

생생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이는 정보가 분명하

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거나 감정적으로 친근함을

유발하는 구체성 및 사실감, 경험적 공감성을 담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사용 경험에 바

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적극

적으로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19)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와 사용자가 보

기를 원하는 것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20)
, 소비자

에게 단순히 노출 극대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형

성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21)
그리고 목표

고객의 관심을 정확하게 겨냥한 정보나 오락성이 가

미된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서 고객들이 직접 블로그

나 다른 커뮤니티에 브랜드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22) 즉, 소비자의 정보에의 공

감에 따른 자발적 참여,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성, 흥미 제공성, 상호작

용성의 조건들을 갖춘 주제가 참신한 콘텐츠 게시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거나 참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댓글을

활성화시켜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

여야 한다.23)

오늘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자기표현, 사람간

의 연결, 인간의 소속감에 대한 욕구에 호소하고 있

다. 따라서 이를 통한 상호 작용은 이용자에게 있어

최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4)
고객들은 인터넷

상에서 기업과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원하여,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인 응

답을 받기를 원한다. 이에 부응하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고객들을 확보하게 되면 회사는 자발적 판매

원이자 도우미를 얻는 것이 될 수 있다.
25)
한편,

Clara Shih26)는 마케터들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고

객들이 불만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에 관련하여,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소비자를 일방

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대되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응답의

피드백을 건설적이고, 빠르고 겸손하게 대응하여 화

를 충성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업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신뢰성을

갖추고, 공감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함으로서 소비자의 정보 생산 및 유포에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하며,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는 모니터링의 장으로서의 기업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국내외 패션 브

랜드들로서, 국내 브랜드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를 이용하여 의류, 페이스북 키워드로 검색되어지는

총 8개 내셔널 브랜드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이에는 커스텀멜로우, 코오롱 스포츠,

헤지스, 헨리코튼, 버커루 진, 일모스트릿, 타임, 쿠아

브랜드가 포함되었다. 한편, 최근 오픈하였거나 조사

분석 대상 기간의 누적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은 브

랜드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해외 브랜드의 선정은 최

근 발행된 미국 내 브랜드의 페이스북 운영 순위를

보여주는 ‘페이스북 IQ 보고서’27)를 참고하여 100위

내 랭크된 브랜드 중, 패션분야에 속하면서 의류를

주 상품으로 다루는 토리버치, 발렌티노, 아르마니,

발렌시아가, 입센로랑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

한 페이스북 활용의 성공적 사례가 매체에 보고되는
28)

버버리와 유니클로, 리바이스, 디젤 브랜드를 포함하

여 총 9개의 해외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이들 브랜드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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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트 오브 더 트렌치 2011, Burberry

- http://artofthetrench.com

<그림 2> 유니클룩스 2011, Uniqlo

- http://www.facebook.com/UniqloCo

하여 2011년 5월부터 8월 중순까지의 패션 커뮤니케

이션 콘텐츠와 운영 내용을 연구자가 일자별로 검토

하여,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콘텐츠, 정보에

의 공감에 따른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보여주

는 콘텐츠 그리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과

공유에 관련된 특징적 내용들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

은 내용분석을 위하여 분석 양식표를 이용하였으며,

이에는 검색일자, 콘텐츠 업로드 일자, 콘텐츠 제목,

내용개요 및 콘텐츠 운용 방식과 특성, 재검토 결과

난이 포함되었다. 검색 시점마다 브랜드 별로 연구자

가 위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1차 기록된 자료는 연구

자의 판단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주 기간을 두고 다시 검색하여 그 사이에

동일 사례에 추가된 댓글 내용을 참조하고, 추출된

사례 내용의 특성 평가에 판단의 변화가 없는지 그

리고 누락된 관련 사항이 없는지를 반복적으로 검토

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된 각 콘텐츠 내용들을 검토

하여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항목끼리 종합하였

으며, 이를 브랜드의 프로모션 목적 관점에서 분류한

결과 상품홍보, 브랜드 홍보, 소비자 서비스 정보 제

공의 유목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분류 절차에 따른

분류 유목과 하위 사례의 타당성에 관하여 브랜딩분

야 전공 교수 1인의 조언과 검토를 받았다.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공감, 참여형 패션 상품 홍보

1) 소비자 스타일링 정보의 자발적 업로드와 평

가 공유

여러 브랜드들이 페이스북 상에서 소비자 자신의

스타일링 사진을 업로드하여 ‘좋아요’ 투표와 코멘트

달기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의 스타일에 대해 공감과

참여를 표하는 기회를 주며,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버리는 '아트 오브 더 트렌치'

라는 페이스북29)을 통해 <그림 1>과 같이 소비자들

이 버버리의 대표 상품인 트렌치코트 착장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각 스타일에 대해

인기투표와 코멘트를 할 수 있게 해두었다. 그리고

인기도, 성별, 색상, 날씨, 스타일 등에 따라 트렌치

코트를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

비자는 본인의 사진에 대한 반응을 자신의 페이스북

과 트위터에 연동할 수도 있다.

유니클로는 페이스북 첫 페이지에 <그림 2>와 같

이 패션 커뮤니티 유니클룩스30)를 소개, 링크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의 개성

있는 유니클로 스타일을 선별한다. 정해진 기간에 유

니클룩스에 스타일링 사진을 등록하면 소비자들의

투표를 통해 사진을 예비 선별하여 수상자를 확정하

고 해외도시 및 플래그 쉽 스토어 방문의 기회를 주

는 이벤트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버커루 진에서는 Show Your Style, I'm BUCKA-

ROO라는 제목의 캠페인으로 소비자가 업로드한 제

품을 착장한 스트릿 패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하

고 클릭하면 이에 관한 스타일 평가와 제품 안내 글

이 제품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31)
커스텀멜로

우에서도 추천스타일을 클릭하면 ‘like it' 아카이브로

연결되어 소비자 패션리더들의 의상을 감상하고 상

품 사진에 커멘트를 달 수 있도록 되어있다.
32)
이 정

보들은 실제 사용 경험에 바탕한 사실감, 경험적 공

감성을 담고 있어 정보의 생생함을 살릴 수 있다. 그

리고 쿠아 페이스북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사



服飾 第62卷 1號

- 142 -

<그림 3> 리바이스 511 commuter 2011,

Revi's

- http://www.facebook.com/

urbanoutfitters

<그림 4> 디젤의 jogg jean 2011,

Diesel

- http://www.facebook.com/Diesel

<그림 5> 커스텀멜로우 fearless

T-shirts 2011,

customellow

- http://www.facebook.com/customellow

용경험을 담은 이야기와 함께 상품 정보를 업로드

하고 있다.
33)

친구 파티날... 완전 소중한 친구 생일파티에 쿠아
옷 입고 가서 칭찬받았어요. KK 굉장히 만족스러

운 쿠아 스트라이프 플라워 핫픽스 티셔츠!!! 티
셔츠인데도 안단처리도 되어있고, 백버튼 등 디자
인까지!! 넘 예뻐요!!

방문 팬A : 올해 스트라이프 그만사기 마음먹었는
데,,,, 참 안되네요 ㅎㅎ
방문 팬B : 스트라이프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

는 아이템이예요! ><

이와 같이 소비자가 착장한 의상과 소비자가 전달

해주는 상품 이야기는 친근감을 주며, 이를 평가하면

서 자연스레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며, 제품 정보와

스타일 정보를 학습하게 한다. 또 방문 팬은 미지의

게시자에게 같은 브랜드의 소비자로서 댓글과 평가

로 소통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자 또한 브랜드와의 일체감이 더욱 높아지는 효

과를 갖게 하는 등, 스타일링 정보를 통한 참여, 공

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브랜드와의 상호 작용성

및 흥미성, 정보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상품 홍보 방

식으로 평가된다.

2) 감성적 동영상 상품 정보

페이스북에서는 흥미와 정보 효용성을 함께 갖춘

감성적 설명 방식의 상품 정보 동영상 정보들이 제

공되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

고 있다. <그림 3>의 리바이스의 511 commuter 상품

의 소개 동영상34)에서는 가상 거리를 자전거로 모델

이 운전하는 모습과 함께 소재신축성 및 운전 시 등

부분이 보이지않게 디자인된 특성 등 주요 상품 정

보를 화면에 함께 문자 그래픽으로 제시하고, 우천상

황을 연출하여 비에도 무리 없이 운전을 마침으로써,

이 상품이 출퇴근에 적합하고 편안하다는 메시지를

세련된 동영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

달하고 있다.

또한 토리 버치는 리본 블라우스를 3가지 스타일

로 연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코디 팁으로 페이스북에 제시함
35)
으로써 다양한 연

출을 장점으로 하는 상품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소개

하고 있다. 디젤은 <그림 4>와 같이 조그 팬츠 아이

템의 탄생을 그림으로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이를 클

릭하면 조그 팬츠를 설명하는 여러 동영상 아이콘이

한 화면에 등장하게 한다. 이를 각각 클릭하면 남성

및 여성별 조그 팬츠 디테일, 소비자 착용사진, 조그

진의 탄생 설명 등을 차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아이템을 흥미롭게 설명해주고 있다.36) 이상의 예와

같이 동영상이나 클릭의 반복을 통하여 단계별 흥미

로운 상품 정보가 전개되는 방식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정보에의 이해와 공감을 크게 하여 정보의 효

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탐색과정의 즐거움을 수반하

여,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상품에 대한 인지로부

터 흥미단계, 구매 단계로 쉽게 이행하게 하는 효과

를 주고 있다.

또한 상품 탄생 스토리를 다룬 스토리텔링 형식의

동영상 상품정보가 <그림 5>와 같이 선보여지는데,



패션 브랜드의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프로모션 사례연구

- 143 -

<그림 6> 발렌티노 페이스북의 레이디 가가 스타일과 블로그 사진, 스타동향 2011, Valentino

- http://www.facebook.com/valentino, - http://gagafashionland.com

커스텀멜로우에서는 사춘기 시절 두려웠던 것들을

디자이너가 티셔츠의 문양으로 담아내어 ‘페어리스

티셔츠’를 만들었다는 디자인 스토리를 담은 동영상

을 팬들에게 공유 이벤트를 통해 확산시키기도 하였

다.37) 동영상 기법과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흥미로운

상품 정보는 소비자간 공유를 통해, 그리고 유튜브와

연계되어 높은 조회 수를 남기는 등 그 확산 효과가

매우 크므로, 창의적 스토리와 기술의 동영상 제작

및 활용이 중요하다 하겠다.

3) 상시 관람, 평가, 공유 가능한 컬렉션 동영상

및 화보

시즌별 패션 컬렉션 정보가 화보나 동영상으로 상

시 관람이 가능하도록 페이스북에 노출되고 있다. 입

센로랑은 유튜브를 연계하여 신상품의 이미지 동영

상을 상시 관람할 수 있게 하고
38)
, 발렌티노는 마음

에 드는 작품의 사진을 공유 가능하며, 좋아요 투표

를 할 수 있게 해두었다.39) 아르마니는 컬렉션 작품

사진마다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두었으며
40)
, 버버리는

젊은 층의 타겟에 어필하는 감각적 화보를 게시하여

수많은 댓글을 받고 있다.41) 이와 같이 소셜 네트워

크상에서 브랜드 개성이 묻어나는 상품화보나 컬렉

션 동영상의 인상 깊은 이미지는 소비자의 감성욕구

를 충족시키며 브랜드 이미지, 상품정보를 함께 전달

해준다. 컬렉션 정보의 상시 관람, 평가참여, 이미지

공유 방식은 새로운 패션상품에 대한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4) 상품 정보의 공감, 공유효과를 확대하는 스타

블로그와의 연계

스타에 대한 호감과 지지를 상품과 연계하는 스타

마케팅은 페이스북에서도 여러 브랜드에서 시도하고

있었으며, 주로 모델 연예인의 화보나 인기 TV 프로

그램의 PPL 의상을 특정 연예인과 함께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 북에서 주

목할 만한 차이점은 이들 스타들이 대부분 이미 페

이스북의 거대 팬을 확보한 블로거들이므로, 브랜드

와 스타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동시 게재된 신상품

착용 사진 콘텐츠는 더 많은 팬들의 공유를 통하여

브랜드를 노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따라서

그만큼 추가 팬의 확보도 용이한 이점이 있다는 것

이다. 발렌티노는 이러한 셀러브리티 마케팅을 잘 활

용하여, <그림 6>과 같이 레이디 가가의 사진을 브랜

드 페이스북에 게재함으로서 거대 팬을 가진 그녀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동시 노출되는 효과를 누렸다.42)

그리고 페이스북에 자사 브랜드 의상을 착용하는 스

타들의 사진을 볼 수 있게 왼쪽 사이드 탭을 따로

구성해두고 있으며, 팬들의 담벼락에 스타동향만을

따로 전송해 주기도 한다.

5) 신상품 정보 제공과 팬 혜택을 통한 F-커머스

유도

페이스북에서는 신상품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관심을 가지게 된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매 시 페이스북의 팬들에게

는 각종 혜택을 주어 구매를 독려한다. <그림 7>의

발렌시아가의 경우 페이스북에 게재된 신상품 정보

를 클릭하면 온라인 샵으로 연결되어 가격 등의 상

세 구매정보가 제공되어 추가탐색 후 구매의도를 클

릭하도록 되어있어 이 화면을 통해 바로 구매를 결

정할 수 있다.43) 일모스트릿 페이스북에서도 추천 아

이템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상품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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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발렌시아가의 F-커머스 2011, balenciaga

- http://www.balenciaga.com

<그림 8> 토리버치의 세일정보 2011, toryburch

- http://www.facebook.com/toryburch

<그림 9> ‘Now is our time'

참여캠페인 2011, Levis

- http://www.facebook.com/home.php/

Levis

<그림 10> 암 퇴치를 위한 달리기행사

티셔츠후원 2011, toryburch

- http://www.facebook.com/toryburch

<그림 11> 아트 꿈나무 후원이벤트 2011,

hazzys

- http://www.facebook.com/hazzystory

하며44), 토리버치에서는 <그림 8>과 같이 페이스북

팬에게만 주어지는 한시적 세일정보를 제공하여 구

매를 독려한다.
45)

2. 공감, 참여형 브랜드 홍보
1) 브랜드 철학을 보여주는 소셜 마케팅에의 공

감과 참여

사회의 목표나 가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브랜드의 소셜 마케팅은 페이스북

상에서 사회공헌, 환경보호, 문화지원과 같은 내용으

로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팬의 참여를 촉구

하고 있다. 그 예로 리바이스는 <그림 9>와 같이 페

이스북 웰컴 페이지에서 water.org와 함께 물 부족

홍보 동영상을 싣고 이를 후원할 10만 명을 카운트하

며 ‘Now is our time' 이라는 참여캠페인을 벌이고 있

다.
46)
또한 토리 버치는 <그림 10>과 같이 암 퇴치를

위한 달리기행사에 티셔츠를 디자인하여 행사 참여자

에게 배포한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에 알리고 있으며,

입생로랑은 여성에 대한 비폭력 운동을 홍보하고 있

다.47) 코오롱 스포츠는 에코 리더쉽 캠프를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한 실천 방

법을 고민하고 배우고 논의한다.48) 그리고 헤지스는

<그림 11>와 같이 아트 꿈나무 후원이벤트를 통해 클

릭 시 일정 금액이 적립되도록 하고 있다.
49)
이처럼

페이스북을 통하여 사회 이슈를 홍보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이

미지에도 우호적 효과를 가져 오게 하고 있다.

2) 브랜드 히스토리 텔링

발렌시아가, 리바이스, 코오롱 스포츠 등의 브랜드

들은 브랜드의 역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페이스북

과 연계함으로서 브랜드의 전통을 강조하고 디자인

사료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켜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

고 있다. 리바이스는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사진들을 <그림 12>와 같이 소개하고 있으며
50)
, 코오

롱 스포츠는 브랜드의 역사박물관을 개설하였음을

<그림 13>과 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고 있다.
51)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성은 브랜드 철학으로 진화되

며, 기업의 스토리텔링의 한 유형으로서52) 패션 소비

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이므로 정보 공유를 통한 확

산 가능성이 크고, 브랜드 평가에도 관련이 있다. 따

라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브랜드의 역사성을 노출하

여 소비자의 공감과 주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패션 브랜드의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프로모션 사례연구

- 145 -

<그림 12> 리바이스의 역사 2011,

Levis

- http://www.facebook.com/Levis

<그림 13> 코오롱 스포츠 히스토리 갤러리 오픈 2011,

kolonsport

- http://www.facebook.com/pages/kolonsport

<그림 14> 페이스북 팬회원 모집

2011, toryburch

- http://www.facebook.com/toryburch

<그림 15> 온오프라인 홍보 요원 모집 2011,

customellow, Qua

- http://www.facebook.com/customellow,

- http://www.facebook.com/quaepisode

3) 브랜드 커뮤니티에의 가입 활동 유도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보다 많은 페이스 북 팬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품 이벤트 등으로 메일 사인 업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소비자의 자발적 공유를

통하여 친구 네트워크로 퍼져나간다. 토리버치는 페

이스북에 웰컴 페이지를 삽입하여 <그림 14>과 같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화보와 함께 페이스북

팬 회원이 될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53)

그리고 팬 중에도 브랜드에 높은 관여도를 갖고

브랜드 관련 커뮤니티 경험을 통해 회사나 고객 간

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에 기꺼이 기여하려는 자발성

을 가진 고객층이 형성되는데, 기업은 이들을 대상으

로 개인 블로그를 갖추고 소셜 네트워크에 능통하여

정보 파급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홍보요원을 <그림

15>의 예와 같이 선발하여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54)
,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브랜드 정보원으로서 준거집단

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 브랜드 운영관련 정보제공

브랜드들은 신규 점포오픈, 사원소개, 품평회 등

브랜드의 운영 활동들에 관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밝

히고 있다. 팬들은 브랜드에 밀착된 좀 더 빠른 정보

입수를 통해 다음 예들과 같이 브랜드에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사례 1) 폭우가 쏟아지는 지금... 코오롱 본사에서
는 헨리코튼의 12SS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MD+디자인팀에서 정성껏 열
심히 준비한 자리인데요~ 폭우를 뚫고
헨리코튼 매장 점주님들께서 먼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살짝@.@공개할게욧
55)

사례 2) 어떡하죠!! 제가 가장 먼저 커스텀멜로우
2011 FW 시즌 컨셉 사이트를 가장 먼저

본게 아닐까요?ㅋ 아 새벽에 이거 가슴뛰
네요ㅠ FW 상품 대박짱짱!!ㅠㅠ 56)

3. 공감, 참여형 소비자 서비스 정보 제공
1) 브랜드 관여도를 높이는 라이프스타일 정보

연계

목표고객의 관심사 및 활동 그리고 해당 패션상품

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라 콘텐츠를 차

별화하여 제공하고 팬과 소통함으로써, 브랜드 관여

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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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유니클로 어플 서비스 2011, uniqlo

- http://www.uniqlo.com

<그림 17> 헨리코튼 사은품 퀴즈 이벤트 2011, henrycotton

- http://www.facebook.com/henrycottonkr

발견된다. 코오롱 스포츠는 등산스포츠라는 팬의 관

심사를 중심으로 트레일 코스 개척단을 구성하여 릴

레이 기수별 행사를 하며, 웹진을 따로 발행하는 등

등산에 특화된 정보들을 블로그에 담아두고 페이스

북과 연계57)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매우 활발한 참여

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외에도 아르마니 브

랜드 주최의 여름 음악회 초대
58)
, 헤지스의 유럽 여

행 이야기 게재59)등 다양한 공감, 참여형 라이프스타

일 콘텐츠들이 발견되며, 특히 타임은 시대를 앞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여러 분야 여성들

의 열정과 업적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유튜브 동영상

을 링크함으로써, 전문직 여성 타겟들의 삶의 지향성

을 성원하고 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정보제공을 시

도하였다.60) 토리버치는 폭넓은 소비자 관심 분야를

관할하는 좋은 예로, 페이스북에서 상품이나 라이프

스타일 관련 정보를 클릭하면 연계된 블로그에 여성

들이 관심을 가질 매우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링

크를 걸어두고 있으며, 이에는 예술뿐 아니라 패션,

전시, 요리, 영화, 휴가, 선물 등의 다양한 주제가 포

함되고 있다.61)

2) 공감, 참여를 높이는 퀴즈 이벤트나 어플리케

이션 제공

기업들은 상품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상에서 또는

기업의 웹과 연계하여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하며, 퀴즈나 댓글 당첨 등 경품행사를 마련하여 팬

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다. 유니클로는 웰컴 페이

지에 웹캘린더, 유니클락, 일본풍물이 있는 동영상

카드 서비스, 스크린 세이버 등 많은 종류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제공 화면을 클릭

하면 <그림 16>과 같이 유니클로 상품을 같은 페이

지에 노출하여 상품에의 주목성을 높이고 있다.62) 이

와 같이 유용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하는 어플리케이

션들은 소비자의 페이스북 방문빈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각종 퀴즈, 예를 들어 <그림 17>과 같이

두 개의 상품 착용 사진에서 틀린 부분 찾기63)를 통

해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아래 예와 같이 유머러스한

질문들을 주기적으로 올려 방문 팬들의 댓글 호응을

받고 있다.

친구 중에 '진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답니

다. 참된 길을 가라! 라는 좋은 의미가 있는 이름
이지만 저는 '야이 소주야' 라고 놀리곤 했었지요
-_-;; 여러분들 이름속엔 어떤 뜻이 숨어있나

요??
64)

브랜드들은 퀴즈나 댓글 추첨 이벤트를 통하여 당

첨자에게 대부분 자사상품을 사은품으로 보내주는데,

이는 추후 착용후기로 다음의 예처럼 페이스북에 다

시 긍정적 구전으로 피드백 되고 있었다.

헨코지기님~ 어제 롯데백화점가서 이벤트 당첨
수령하였습니다. 엄청 마음에 드네요. 대구점 매니

저님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도 사진에 보이는 편
지봉투에 헨코지기님께서 직접 레터지에... 손글씨
로 편지를 받아본지가 참 오랜만인 것 같아 기분

이 흐믓하네요. 아무튼 여러모로 감사드려요. 요 티
셔츠가 이탈리안 슬림핏이라 입어보니깐 라인이
아~주 예쁘더라구요.65)

이와 같이 흥미로운 어플리케이션 제공, 퀴즈와

이벤트, 관리자의 유머가 베어나는 질문과 이야기들

이 인간미와 즐거움이 있는 페이스북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고객들의 페이스북 방문율을 높이는 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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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모션

목적

콘텐츠 유형 예시 브랜드
콘텐츠 운영 방식과 특성

공감요소 정보참여

패션

상품

홍보

․소비자 스타일링

정보의 자발적

업로드와 평가공유

․유니클로의 ‘유니클룩스’

․버버리의 ‘아트 오브 더 트렌치'

․버커루 진의 'Show Your Style, I'm

BUCKAROO'

․커스텀멜로우 ‘like it'

․쿠아의 착용사진 업로드와 댓글

․경험적 상품정보의

사실성과 친근감

소비자간 소통,

공감확대

․소비자 스타일

사진업로드 등

적극적 정보 생산 및

평가, 공유 참여로

정보확산효과

․감성적 동영상

상품 정보

․리바이스의 511 commuter소개

․토리 버치의 리본 블라우스연출

․디젤의 조그 팬츠소개

․커스텀멜로우의 페어리스 티셔츠 소개

․감성적, 창의적

동영상 기법과

스토리텔링

흥미유발, 공감확대

․상품 동영상 평가,

공유로 정보확산효과

․상시 관람, 평가,

공유 가능한 컬렉션

동영상 및 화보

․입센로랑의 유튜브연계 컬렉션 동영상

․발렌티노의 컬렉션 화보

․아르마니의 컬렉션 화보

․버버리의 신상품 화보

․상품 감성, 브랜드

이미지의 효과적

소구 공감

․컬렉션관련 평가

정보생산 및 선호

이미지 공유로 정보

확산효과

․상품 정보의 공감,

공유효과를

확대하는 스타

블로그와의 연계

․발렌티노의 스타 마케팅 ‘레이디 가가

블로그 연계, 상품홍보’

․스타에 대한 호감과

지지를 신상품

정보와 연동

․브랜드, 스타, 팬의

페이스북 정보공유로

상품주목성 및

노출확대 효과

․신상품정보 제공과

팬혜택을 통한

F-커머스 유도

․발렌시아가의 신상품정보와 온라인샵 연결

․일모스트릿의 추천아이템 상품정보와 연결

․토리버치의 할인 이벤트

․상품스타일 및

브랜드호감, 구매혜택

공감을 구매와 연동

․구매정보 추가 탐색과

구매유도 효과

브랜드

홍보

․브랜드 철학을

보여주는 소셜

마케팅에의 공감과

참여

․리바이스의 ‘물 부족 캠페인’

․토리 버치의 ‘암 퇴치 달리기행사’

․입생로랑의 ‘여성에 대한 비폭력 운동’캠페인

․헤지스의 ‘아트 꿈나무 후원’

․사회공헌, 환경보호,

문화지원등 브랜드

제시 이슈 공감

․행사참여, 클릭참여

후원, 응원댓글 작성,

공유를 통한 캠페인

정보확산

․브랜드 히스토리

텔링

․리바이스의 ‘히스토리 아카이브’

․코오롱 스포츠의 ‘히스토리 갤러리오픈’

․브랜드 역사와

전통성에의 흥미와

공감

․정보공유확산

․브랜드 커뮤니티

에의 가입 활동

유도

․토리 버치의 웰컴페이지 ‘Exclusive for Our

Fans'

․커스텀멜로우의 'it boy it girl'

․쿠아의 ‘아망떼 클럽’

․브랜드 애호와

다양한 가입혜택에

대한 공감을 연동

․팬 가입

․브랜드 홍보 관련

정보생산 활동

․브랜드운영 관련

정보제공

․헨리코튼의 ‘12SS 품평회’

․커스텀멜로우의 ‘2011 FW 시즌 컨셉

사이트’

․브랜드와의 일체감,

소속감
․응원댓글 작성

소비자

서비스

정보

제공

․브랜드 관여도를

높이는 라이프스타일

정보 연계

․코오롱의 등산스포츠 웹진 연계, 트레일코스

개척단 운영

․아르마니의 여름 음악회 초대

․헤지스의 유럽 여행 이야기

․타임의 시대를 앞선 여성

․토리 버치의 라이프스타일관련 이벤트 및

상품 블로그 연계

․삶의 지향성과 관심

사안에 대한 흥미,

공감

․관련 콘텐츠 자발적

업로드

․관심활동 참가

․관심댓글 작성

․공감, 참여를 높이는

퀴즈 이벤트나

어플리케이션 제공

․유니클로의 웹캘린더, 유니클락 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헨리코튼 사은품 퀴즈 이벤트

․커스텀멜로우의 유머러스 질문

․즐거움, 유익함,

유머, 인간미가 있는

공간

․어플 이용

․퀴즈 참여

․질문댓글 작성

․정보공유 확산

․소비자 요구 및

정보요청에의 상세

하고 즉각적인 답변

․커스텀멜로우의 코디정보 상담, 제품문의

응대, 불만처리 서비스

․브랜드 측의 사안에

대한 공감과 성의

있는 대응

․자발적 콘텐츠 업로드

․관심댓글 작성

․브랜드 충성 강화 효과

<표 1> 패션브랜드의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프로모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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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자 요구 및 정보 요청에의 상세하고 즉각

적인 답변

페이스북 상의 소비자의 정보 요청에는 페이스북

의 관리자뿐 아니라 방문 팬들이 함께 댓글로 적극

적으로 응답해주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 아래는

고객과의 친밀한 유대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상세

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커스텀멜로우 브랜

드의 사례이다.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코디정보와 자

신의 스타일에 적합한 제품의 문의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 구매결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

와주고 있으며, 불만 사항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답

함으로서 고객 충성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 예를 보

여준다.

코디 정보 요청66)

게시자: 사놓고는 한번도 못신은 나의 로퍼 T_T
맨발로? 발목 양말을 신자니... 너무 어색하더라는...
처음으로 로퍼를 신는 제게 조언을 해주시지영!

관리자: 살짝 턴업한 치노나 청바지에 보트슈즈만
큼 멋진 남자의 써머룩도 드믈답니다-ㅎ. 용기를
내어 맨발에 촥 감기는 커멜 슈즈의 짜릿함을 즐

겨보세요! 나중에는 여름에 양말신는게 어색해지
실수도-ㅎㅎ. 처음 맨발로의 시도가 조금 어색하시
다면 페이크삭스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요!
방문 팬: 저에게 있는 녀석이네요 의외로 코디하
기 쉬운 녀석입니다 하하

제품문의67)

게시자: 커멜지기님 블랙/그레이/다크네이비 같은

어두운컬러의 자켓안에 코디할만한 베스트 추천좀
해주세요!!ㅋㅋ 데님셔츠가 많아서 데님베스트는
제외하구요 ㅠ0ㅠ 어렵다~~!!!!

관리자:근영님~어두운 컬러의 재킷이라면 베스트
또한 룩과 잘 어울어지는것이 좋겠죠? http://goo.
gl /KWKWW >>check linen vest 추천!

관리자: 근영님 문의해주신 베스트 CWVM11331
NA 제품 무슨 사이즈로 찾으시나요??
게시자: 95사이즈요~ 추천주신거랑 둘중 고민중

이에요 -.-.
관리자: 95사이즈재고는 ..중략... 롯데센텀 점등에
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가 잡히는 상

품 중엔 디피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전 꼬~
옥 매장에 전화확인 부탁드려요.

소비자 불만 처리
68)

게시자: 최근 매장마다 구매할 때 느끼는데 회원
포인트 적립. 제가 챙기지 않으면 직원분들이 바로

바로 잘 안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적잖은
금액에 따른 적립금도 꽤 쏠쏠한데 말이죠...
관리자: hong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팬: 헉.. 커멜지기님이 나서시면... 일사천리
사건 해결~

위의 <표 1>에서는 연구에서 밝혀진 페이스북 커

뮤니케이션을 통한 효과적 프로모션 사례를 요약하

고 컨텐츠 운용상의 공감 요소와 이에 따른 정보 참

여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Ⅴ. 요약 및 결론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일방적 메시지 전달방

식보다는 감성적 경험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공감을

토대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 연구

는 패션 브랜드가 소비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상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감 참여형 패션

콘텐츠의 내용 특성과 운용 방식을 분석하여, 효과적

패션 프로모션 사례를 파악해보고 그 시사점을 발견

하고자 하였다.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17개 패션 브랜

드의 페이스북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프로모션 사례들이 나타났다. 먼저, 패션 상품 홍보

방식의 변화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소비자의 자발적

스타일링 정보 업로드와 이에 대한 팬들 간의 평가

및 정보 공유 방식을 통해 상품정보의 사실성과 친

근함을 수반하며, 소비자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감성적 동영상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상

품에의 흥미유발 및 공감성을 높이고 있으며, 컬렉션

동영상 및 화보콘텐츠를 상시 관람할 수 있고 평가

참여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브랜드 감성을 소

구함과 동시에 상품의 평가 정보 노출 및 확산 효과

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 스타 블로그와 페이스북 연

계, 팬 혜택을 통한 F-커머스 유도는 신상품에의 노

출과 흥미를 확대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공감, 참여형 브랜드 홍보 사례가 파악되

었는데, 사회공헌 의식과 브랜드 철학을 보여주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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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마케팅에의 공감과 참여유도, 브랜드의 히스토리

텔링, 브랜드 커뮤니티에의 가입 활동 유도, 브랜드

운영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브랜드 일체감 고취와 같

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프로모션은 브랜드의 철학 및 역사에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더 나아가 브랜드의 일원으로서 홍보 및 운

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충성

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비자 관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

가 다양하게 발견되었으며, 이에는 라이프스타일 정

보 연계, 흥미로운 퀴즈 이벤트나 어플리케이션 제공,

소비자 요구 정보와 요청에의 상세하고 즉각적인 답

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삶의

질과 소비자 만족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

공하며, 신뢰와 유우머가 있는 인간적 교류를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부각하고 브랜드에의 관여와 참여

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 패션 기업은 소비자의 공감과 참여를 극

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생산과 실행 방법을 다각

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

며, 앞으로 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패션 브랜드의 페이스북 운영

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브랜드 개성이 묻어나

는 패션 상품화보의 제시 및 인상 깊은 동영상 이미

지, 상품에 관한 스토리텔링적 프로모션은 점점 중요

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한 상품 제시가 아닌 소

비자의 욕구와 감성에 호소하는 화보 및 동영상은

팬의 확보와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

이므로 이에 관한 창의적 콘텐츠의 필요성과 중요성

을 인식하고, 이를 기획하고 제작 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들은 페이스북 운영목표인 경쟁기업 대

비 브랜드 인지 확보, 팬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 고

객 의견 경청, 온라인상 구매 유도 등 중점 커뮤니케

이션 목표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춘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관리자를 영입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 운영에서 관리자의 대응과 답변, 관리 관심

도, 인간적 매력 등에 방문자들의 호응이 크게 좌우

되고 있는 경향이 보여 지고 있으므로, 관리자에게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

는 연구노력과 함께 사안별 친근하고 자상한 응대가

요구된다. 고객은 관리자와의 대화참여를 통해 신뢰

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의 구축이 페이스북 방문빈

도와 직접 연관되므로 관리자의 자질이 팬의 관리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들은 브랜드의 웹 사이트와 연계를 통

해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외에 유관 콘텐츠를 보

유한 블로그와의 적극적 유대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

다. 라이프스타일 정보 등 여러 유용한 정보를 소개,

링크하여 공유하는 것은 팬의 확보에 유용한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와 기존 활동이 높은 관련 커뮤니티와의 연

계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들은 팬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적절한

정보제공빈도, 정보의 흥미성과 지속적 혜택제공을

유지하여야하며, 페이스북 관리 인력 및 예산의 할당

과 더불어 팬 수, 팬 증가율, 좋아요 수, 긍정적 댓글,

콘텐츠 공유율, 이벤트 참가율과 같은 지표를 중심으

로 페이지 운영 현황과 활동 평가에도 관심을 기울

여야할 것이다.

페이스북 프로모션 활성화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페이스북 콘텐츠와 운영에 대

한 고객 평가 요인을 밝히고 이 요인들이 브랜드 이

미지 형성 및 관여도 증진, 그리고 실제 상품구매에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혀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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