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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types of upscale fashion department

stores' Facebook page contents, 2) to compare the types of Facebook page contents with

the department stores, and 3) to explore the dimensions of the Facebook page

components and their relations.

For the study, three preeminent department stores in social media marketing were

chosen: Bergdorf Goodman, Barneys New York, and Saks Fifth Avenue. Three hundred

sixty five contents of these department stores’ pages were investigated, which were

uploaded from February 1st to March 31st of 2013. Content analysis, correspondence

analysis, and categorical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ere used for the research.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are four important types of contents in pages:

product-related contents, fashion-related contents, department stores-related contents, and

the contents of communicating with users. And these components of contents were related

with department stores distinctively. The two dimensions of the page components were

revealed: the basic components (contents, ‘like’, ‘share’, and ‘comments’) and the additional

components (links and photos). Among contents, the introduction of products was

appealed but news and events were not liked by users; the contents without a photo were

not linked to additional information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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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현대 사회에 있어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스마트폰

의 출현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과는 차별화

된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술적 발.

전에 힘입어 컴퓨터를 켜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 없

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에 접근하여 소통할SNS(Social Network Service)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대다 의(one-to-many)

일방적 방향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보다 급속히 다대다 의 쌍방(many-to-many)

향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따라.

서 기업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 기업 주도적 커뮤니

케이션 방식이 소비자와 기업이 서로 함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정보의 확산에 사용자의 참여와 공유가 용이해지면“

서 과거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지각을 기업이 주도,

하던 것으로부터 이제 소비자도 동등하게 그 과정에

참여 하게 된 것이다” .1)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일명 라면 상무로. 불린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승무원 폭행사건은 에 공SNS

개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의 보직해임

조치와 사표제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2) 남양유

업 영업직원의 를 통한 막말 공개는 우유업계의SNS

밀어내기 관행문제를 불어지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야기하고3) 사건 발생 6일 만에 김웅 대

표이사 및 임직원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도록 만들

었다.4) 이러한 사건이 아마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생되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소비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확산이나

파급력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지 기업 주도적 커,

뮤니케이션 전략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그,

리고 가 기업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SNS

시 한 번 기업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소셜미디어에 대한 활동을 간과할 수 없게

된 이유는 소셜미디어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성장세에서 부터 찾

아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 (Mark

에 의해 년 월 서비스가 시작되었Zuckerberg) 2004 2

는데 년 월 일 기준 전 세계에 월 액티브“2012 12 31

이용자가 억 백만 명 매일 이용자가 억 천10 6 , 6 1 8

백만 명 모바일 이용자가 억 천만 명, 6 8 ”5)으로 이용

자들의 인적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막.

대한 이용자 수 증가는 이용자들에게 무료계정을 제

공해 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쉽게 관계를 맺,

을 수 있게 해 주며 업데이트한 내용을 바로 친구,

들에게 알려 주고 좋아하는 내용에 대해 좋아요, ‘ ’

라고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댓글 공‘ ’, ‘

유 등도 클릭 한번만으로 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의’

편리성에서 가능했다 또한 기업에게는 페이지 서. ‘ ’

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축적된 정보를 편리하

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트위터와는 다르게 긴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입소문 형성

도구로서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중요성 및 의 입소문 파SNS

급력을 기업들이 인지하면서 이들은 를 보다 적SNS

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기업과 소비자가 소통해야 하는 장을 이SNS

해하지 못하고 를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장으로SNS

활용하여 홍보와 마케팅활동에만 치중하는 고객 친

화적이지 못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위기관. SNS

리 전문가 송동현 부사장은 기업 중 일부는 고객“

친화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

리다 그 동안 쌓아왔던 명성에 치명상을 입기도 한

다 고 지적해 의 활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SNS

대응이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6) 즉 는 잘 활용하였을 때는 입SNS

소문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기업의 일방적 주도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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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도 또한 해가 될

수도 있는 디지털 공간상에서 과연 기업들은 사용자

들과 무엇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가 패션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럭셔리 브랜드들이나 고급 백화점들

이 선도적으로 활동SMM(Social Media Marketing)

을 하고 있는데 삼성패션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

면 “Bergdorf Goodman, Four Seasons, Harrods,

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Jimmy Choo, Michael Kors

의 마케터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일 정보 콘텐,

츠 비디오 등을 업데이트하거나 페이스북 어플리, ,

케이션을 만들어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고 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은 이미SNS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 이와 관련

된 패션분야의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패션을 선도하는 이들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

지고 마케터들 사이에서 입소문 도구로 인정받고 있

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고급 패션백화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첫째 활동을. , SNS

선도해 오고 있으며 둘째 다른 백화점에서도 판매,

되는 동일 브랜드의 고가 패션 상품을 판매하지만

저마다 차별화된 백화점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노력하리라고 보아 이러한

전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SNS

한국 백화점들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유익하게 활

용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

된다.

이론적 배경.Ⅱ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페이스북 페이지1.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는 싸이월드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미투데이,

다음의 요즘 네이트의 커넥터 등이 주된 서비스이,

며 북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링크드인이 널리 쓰이고 있, ,

다.8) 이러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은 기업

들의 활동을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방문자들에 대한“

정보 선호도 등의 데이터 등을 보고 받을 수 있으,

며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앞 다투어 페이지를 개설

하고 있다.”9)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2

년 컨설팅 기업인 과 사회 여론IT InSites Consulting

조사기관인 가SSI (Survey Sampling International)

미국과 유럽 벨기에 독일 네텔란드 영국 의 기업( , , , )

임원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1,222 통계결과에도 나타

났다 이 통계에 따르면. 조사한 상위 개 소셜미디4

어 플랫폼 중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회사가 로61%

나타나 최고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트위터

가 링크드인이 가 그리39%, 29%, YouTube 24%,

고 블로그가 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별로는17% .

미국기업 중 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80%

타났고 다음으로 영국기업의 가 페이스북을 사61%

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인(DMC Report

용).10) 이와 같은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의

가치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

다.

기업이 페이스북 페이지의 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

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소셜미디어 분석업체인 싱캡스 가 북. (Syncapse)

아케리카에 거주하는 천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운영4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페이“

스북 팬의 경우 팬이 아닌 고객보다 브랜드 선호도,

와 로열티 등이 더 높고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 반응

을 나타냈으며 이를 종합해 본 페이스북 팬 명의1

가치는 연간 달러에 달한다136.38 .”(DMC Report

재인용)11)라고 하여 페이스북 페이지 이용자들의 가

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이 페이스북은 자 이내의 짧은 글을140

통해 순식간에 소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트위터와는

달리 소비자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반응을 감지하고 다시 이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마케팅도구로서의 활용성이 인식되어 많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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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도 언급하였듯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나 홍보를 위

한 장으로만 활용된다면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고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참신한 내용들을 창의

적으로 올릴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

라서 이를 위해 패션분야에서는 어떤 형태의 콘텐츠

들을 페이지에 올리는지 그리고 이들 페이지의 구성

요소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비교분석하는 것이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관련 연구2.

지금까지 연구된 페이스북 관련 연구는 주로 구전

에 관한 것12)13) 광고효과와 관련된 것, 14)15), SNS 이

용 동기에 대한 비교분석16)17) 또는 문제점에 대한

것18)19)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들어 기업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진행되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은선과 김미경은 페이스북 페이지 이용형태.

를 분석하여 타켓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시간대 요일 등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였/

다 연구결과 오후보다는 오전 그리고 금요일 보다.

는 수요일에 메시지를 게재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

였다 좋아요와 댓글을 바탕으로 타겟 소비자들. ‘ ’ ‘ ’

이 어떠한 상태 메시지에 반응하는가도 분석하였는

데 그 결과 이벤트 고지나 일기 같은 대화체 메시지

에 긍정적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수범과 김남이는 그리드 모델을 바탕으로FCB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

과 이벤트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메시지 전략을 분,

석한 결과는 감각적 영역을 활용한 전략이 가장 많

았으며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좋. ‘

아요와 댓글수는 유형별로 메시지 전략과 크’ ‘ ’ FCB

리에이티브 전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은선과 임연수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국내 기업

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대해 의미연결망

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분(semantic network)

석하였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메시지는 축척.

될 수 있으나 그 양이 무척 방대하기 때문에 메시지

의 상징이나 개념들의 의미구조를 규명하는 의미연

결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개 기업의 페이지를. 31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의 메시지들에 사용된 일3,182

반명사 빈도 순위는 행사 오늘 팬 참여 당‘ ’, ‘ ’, ‘ ’, ‘ ’, ‘

첨자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적 메시지 구조는 행’ ‘

사 를 중심으로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 ‘ ’

로 나타났다 좋아요나 댓글이 많이 달린 메시지. ‘ ’ ‘ ’

를 구조 분석한 결과는 메시지 구조 간에 유사성은

있으나 상호간의 일치정도가 비교적 낮아 이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요는 제품. ‘ ’

소식 상점 소개 등 판매와 연관될 수 있는 단어도,

사용된 반면 댓글에서는 이벤트 당첨자 발표와 경‘ ’

품 응모 이벤트 정보 공유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

요하게 사용되어 그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22)

패션분야에서는 최은영이 패션브랜드들이 그들의

프로모션 전략을 위하여 페이스북 콘텐츠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자

극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지 개 국내외 패17

션브랜드들의 페이지북 콘텐츠를 내용분석하여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콘텐츠의 프로모션 목적은 패션상.

품 홍보 브랜드 홍보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정보, ,

제공으로 나뉘어 졌으며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공감

요소를 끌어내고 정보참여를 독려하는지 밝혔다.23)

위의 언급된 바와 같이 아직 페이스북 페이지의

콘텐츠에 대한 내용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특히 패션분야에서는 최은영의 연구가 유일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선두적

인 활동을 하고 있는 패션 분야의 사례를 선정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연구문제1.

본 연구는 기업들이 마케팅도구로서 활발히 사용

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패션분야에서는 어떻

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페이스북의.

활동이 주로 럭셔리 상품들과 관련된 브랜드나SMM

백화점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는 점을 토대로 럭셔리 상품을 판매하는 고급 패션

백화점을 중심으로 이들이 자신의 이미지 부각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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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증진이라는 두 측면을 어떻게 페이스북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였

다 첫째 각 백화점이 이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

어떤 내용을 게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페이지의 콘

텐츠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백화점 전략. ,

에 따라 게재한 내용이 백화점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백화점과 페이지 콘텐츠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페이스북 페이지의 구성. ,

요소인 콘텐츠 좋아요 공유 댓글 사진 링크, ‘ ’, ‘ ’, ‘ ’, ,

등의 요소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백화점 페이스북 페이지의 콘텐츠 유형[ 1]

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백화점과 이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콘[ 2]

텐츠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백화점 페이스북 페이지의 구성요소간[ 3]

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방법2.

위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린 내. ,

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페이스북 활동을 선도적

으로 활발히 펼치고 있는 페이지를 선정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국외 패션분야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

해 위까지의 순위를 발표한 페이스북100 IQ24)의 순

위를 고려하여 위 안에 포함된 개의 고급 패션100 3

백화점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Bergdorf Goodman,

그리고 이었Barneys New York, Saks Fifth Avenue

다 이 고급백화점들은 명품패션브랜드 상품을 판매.

하지만 저마다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으므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전

략이 잘 나타나리라고 보아 이들 백화점을 선정하였

다 백화점들은. 페이스북 팬의 숫자도 Bergdorf

이 명 이Goodman 208,161 , Barneys New York

명 그리고 가 명316,679 , Saks Fifth Avenue 453,587

으로 20~40만 명 사이의 비슷한 팬 층을 확보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역사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

지고 있다 이들은 뉴욕의 패션중심지인. 맨해튼에서

출발하였는데 은Bergdorf Goodman Herman

와 이 년 오픈하였으Bergdorf Edwin Gooman 1901

며25) 은 에 의Barneys New York Barney Pressman

해 년에 처음 시작되었고1923 26) Saks Fifth Avenue

도 와 에 의해 년Horace Saks Bernard Gimbel 1924

에 시작되어27)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온오프라인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 백화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콘텐츠 유

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년 월. 2013 2

일 월1 ~3 3 일까지 달간 이들 백화점 페이지에 올1 2

라 온 총 개의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이들 콘텐365 .

츠 중 제품과 관련된 것들은 의류 구두 가방, , , 액세

서리 등이 주를 이루고 화장품과 홈데코 제품도 포

함되어 있었다 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내용분석을.

위해 명의 코더 에 의해 코딩되었으며 사전2 (coder)

에 개의 콘텐츠에 대해 예비분석을 시행해 보았100

다 본 코딩시 코딩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코더들이.

내용에 대해 논의 후 이를 유형화시켰다 유형화된.

내용분석결과의 분류 유목과 하위사례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패션분야 전문가 인의 자문을 구하여 그3

타당성을 입증 받았다.

둘째 백화점과 내용분석된 페이스북 페이지의 내,

용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명목 척도로 측정된 이들 변수간에 서로 관

계가 성립하는지 을 이용해 교차분석을 실SPSS 21

시하였다 그리고 분석 내용을 시각화시켜주는 대응.

일치 분석 을 실시하였다(Correspondence Analysis) .

대응일치분석은 범주형으로 관측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회과학에서 범주형으로

측정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만 활용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해 준 분

석방법으로 해석상 훨씬 유용한 이미지맵을 제시하

여 시각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준 장점이 있다.28)

즉 두 변수의 각 범주들을 공간상에 점으로 표시하

여 이들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들 간의 관계가 깊

은 것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백화점과 백화점 페이.

지 콘텐츠간의 관계를 이미지맵을 통해 시각적으로

가시화시켜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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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백화점 페이스북 페이지 구성요소인

콘텐츠 링크수 사진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이, , , ‘ ’, ‘ ’, ‘ ’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변수들 중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수는 콘텐‘ ’, ‘ ’, ‘ ’

츠가 올라온 시점 이후에 계속 변화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월 일에 최종 검토 후6 30

코딩하였다 이들 페이지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서는 범주형 주성분 분석(Categorical

을 실시하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ATPCA)

였다 범주형 주성분 분석도 대응분석과 함께 최적.

화척도법의 하나인데 범주형 변수가 명목척도로 측

정된 경우에는 대응분석을 실시하지만 명목척도나

순서척도로 측정된 경우는 범주형 주성분 분석을 적

용함으로 명목척도로 측정된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

지 변수들이 순서척도 좋아요는 별로 좋지 않(‘ ’ ‘1

다에서 아주 좋다 댓글 및 공유는 없다’ ‘4 ’, ‘ ’ ‘ ’ ‘1 ’

에서 아주 많다 사진은 없다 있다 링크‘5 ’, ‘1 ’ ‘2 ’,

는 없다 는 개 은 개 이상으로 측정 로‘1 ’ ‘2 1 ’ ‘3 2 ’ )

측정되었기에 범주형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백화점 페이스북 콘텐츠 유형1.

백화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백화점이 소통하

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페이스

북 백화점페이지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표 과< 1>

같이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이들은 상품관련 패4 . ,

션관련 백화점관련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 관련,

유형이었다.

첫째 상품관련 유형에는 크게 신상품소개 및 상,

품소개가 있었다 신상품소개는 봄 신상품에 대한.

소개로 앞선 계절상품에 대해 알리는 것이었고 상품

소개는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특정 브랜드명을

노출하여 소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하며 백화점에 따라 유명 패션인의 명언을 이용하,

여 상품을 소개하거나 새해인사 날씨 등을 언급해,

가며 관련된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둘째 패션 관련 유형은 패션스타일 패션트렌드, , ,

패션위크의 가지로 구성되었다 패션 스타일은 패3 .

션스타일에 대한 제안이나 패션 활용 방법 등에 대

한 내용으로 백화점에 따라서는 유명스타들의 패션

스타일을 이용해 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패션트렌.

드에는 패션트렌드 및 브랜드의 콜렉션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었고 패션위크는 미국의 뉴욕에서 열린,

패션 위크에 대한 관련 이야기들이 포함되었다.

셋째 백화점 관련 유형은 백화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내용 백화점 행사 백화점 소식 등으로 구성, ,

되었다 백화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내용에는 백.

화점 역사 유명 패션 관련인의 인터뷰 탐방기사, , ,

또는 백화점 발간 매거진 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

다 그리고 백화점 이벤트에는 백화점 행사 및 행사.

일시 공지 등과 세일이나 더블 포인트 행사 발렌타,

인데이 행사 등과 같은 판촉 활동이 포함되었다 백.

화점 소식에는 주간 소식 및 악천후와 관련된 영업

시간 변경에 관한 공지 등이 포함되었다.

넷째 소비자와의 소통 관련 유형에는 일상생활,

관련 및 소비자 참여유도가 있었다 일상생활에 관.

한 것에는 소비자와 소통을 위해 인사를 건네거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올려 소통을 유도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참여유도는 페이스북 이.

용자의 의견을 묻거나 참여를 유도하려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백화점과 페이스북 페이지 콘텐츠간의2.

관계

백화점과 백화점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콘텐

츠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내용분석한 백화점의 페이스북 페이지 콘텐

츠와 백화점간에 관계가 성립하는지 교차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와 같이 카이제곱값이. < 2>

이고 값이 으로 유의 수준 보다 작196.387 p 0.0 0.05

아 백화점과 페이스북 페이지 콘텐츠 유형간에 연관

성이 존재하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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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ntents

product-related

contents

new

product
the introduction of new spring products

product

the introduction of particular brand products or general

items, the introduction of products using holiday greeting,

weather related mention, fashion celebrities’ quotes, etc.

fashion-related

contents

fashion

style

providing information of fashion style and how to apply

fashion style, the introduction of celebrities' fashion style

fashion

trend
fashion trend, collection

fashion

week
New York Fashion Week

department

store-related

contents

identity
history of department store, interview, department store

magazine

event
department store events, notice of department store events

and sale or double point events

news
department store news, notice of changing opening hours

due to blizzard

the contents of

communicating with users

daily life greeting, emotional stimulus

participation encouraging participation, asking opinions

<Table 1> Contents of Department Stores’ Facebook Page N=365

<Table 2> Cross Tabulation Analysis of Department Stores and Facebook Page Contents N=365

Department store

contents

Bergdorf

Goodman

Barneys

New York

Saks Fifth

Avenue
total

Product

133(36.4%)

new product 2(0.5) 6(1.6) 11(3.0) 19(5.2)

product 4(1.1) 72(19.7) 38(10.4) 114(31.2)

Fashion

65(17.8%)

fashion style 7(1.9) 6(1.6) 19(5.2) 32(8.8)

fashion trend 2(0.5) 4(1.1) 5(1.4) 11(3.0)

fashion week 16(4.4) 0(0.0) 6(1.6) 22(6.0)

Department stores

86(35.4%)

Identity 21(5.8) 0(0.0) 0(0.0) 21(5.8)

event 37(10.1) 9(2.5) 19(5.2) 65(17.8)

news 22(6.0) 9(2.5) 12(3.3) 43(11.8)

communicating with users

81(10.4%)

daily life 10(2.7) 0(0.0) 6(1.6) 16(4.4)

participation 0(0.0) 18(4.9) 4(1.1) 22(6.0)

total 121(33.2) 124(34.0) 120(32.9) 365(100.0)

Chi-square test χ2=196.387a df=18 P=0.000

Lamda Symmetric Value 0.285

a) 3 cell(1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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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결과 두 범주형 변수 간에 연관성이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

의 강도는 어떤지 분할표의 행 변수와 열 변수가 모

두 명목척도인 경우 연관성 측도로 사용되는 람다값
29)을 구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칭 람다값이.

로 나타나 람다 값이 에서 사이의 값을 가0.285 0 1

지며 이하면 두 변수의 관계는 약하고“0.3 ,

이면 보통이고 이상이면 강하다0.30~0.70 , 0.70 .”30)

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들 두 변수 간에 약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분석 결과

이들 백화점과 페이스북 페이지의 콘텐츠간에는 연

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의 관련성

을 시각적으로 고찰해 보기 위하여 대응분석을 실시

하였다 대응분석은 행의 수가 이고 열의 수가. “ p q

인 원 분할표를 저차원 공간에 표현2 ”31)할 수 있어

백화점과 페이스북 페이지 콘텐츠간의 원 분할표의2

정보를 이미지맵으로 시각화시켜 이들의 결합양상을

쉽게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 분석결과는 표 와. < 3>

같이 나타났다 제 축이 총 카이제곱값의 를. 1 86.1%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제 축이 를 설명하는 것2 13.9%

으로 나타났다 비정칙값 은 행점과. (Singular value)

열점의 상관을 나타내며 이는 피어슨 상관관계와 유

사한데 비정칙값의 제곱값인 고유값은 관성과 동일

하며 따라서 차원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 된다고 하였다.32) 비정칙값은 차원이 이고1 0.68

차원이 로 나타나 차원 보다는 차원의 중요2 0.27 2 1

Dimension
Singular

Value
Inertia

Chi

Square
Sig.

Proportion of Inertia
Confidence Singular

Value

Accounted for Cumulative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2

1 .681 .463 .861 .861 .029 .245

2 .273 .075 .139 1.000 .048

Total .538 196.387 .000a 1.000 1.000

a 18 degrees of freedom

<Table 3> Summary

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원에 대한 행점와 열점의 산점도를 살펴보면2

그림 과 같다 행 열점이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1> . “ /

높다.”33)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림에서 Bergdorf

은 페이스북 콘텐츠 중 패션위크 이벤트Goodman , ,

소식 일상생활 백화점 정체감에 관한 내용과 관계, ,

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은 상Barneys New York

품소개 참여유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는 패션스타일 패션트렌드 신상Saks Fifth Avenue , ,

품소개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들 백화점간의 거리가 확연하므로 백화점별로 차별

화된 페이스북 페이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백화점 페이스북 페이지 구성요소간의3.

관계

백화점 페이스북 페이지의 구성요소인 콘텐츠 사,

진 링크 수 좋아요 댓글 공유등이 어떤 관계, , ‘ ’, ‘ ’, ‘ ’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콘텐츠를 제외한 변수들이 순서척도로.

측정되어 범주형 주성분 분석(Categorical Principal

을 이용해서 분석하Component Analysis; CATPCA)

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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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and Column Points
Symmetrical Normalization

<Figure 1> Image Map of Correspondence Analysis

<Table 4> Model Summary

Dimension Cronbach's Alpha
Variance Accounted For

Total(Eigenvalue) %Variance

1 .810 3.078 51.306

2 .386 1.475 24.580

Total .936a 4.553 75.886

a. Total Cronbach's Alpha is based on the total Eigenvalue.

<Table 5> Component Loadings

Dimension

Variable

Dimension

1 2

like .924 -.116

link .100 .850

photo .310 .776

comment .873 -.268

share .909 -.148

content .727 .207

Variable Principal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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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나타난 바를 살펴보면 차원에 대한< 4> 1

고유값은 로 차원은 전체 분산 의3.078 1 (4.553)

를 설명하고 차원의 고유값은 로 전51.306% 2 1.475

체 분산의 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24.580% .

개의 변수를 차원으로 축소한 설명력은5 2 75.886%

이었다.

표 는 각 변수들에 대한 주성분 적재값이다< 5> .

성분적재표는 각 변수가 차원에 걸리는 부하량을 나

타내는 것으로 차원 에는 좋아요와 공유 댓글1 ‘ ’ ‘ ’ ‘ ’

콘텐츠의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원

에는 링크와 사진의 부하량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2

나타났다 따라서 차원은 콘텐츠 좋아요 댓글. 1 , ‘ ’, ‘ ’,

공유 등의 페이스북 기본구성요소를 차원 는 링‘ ’ ‘ ’ 2

크나 사진첨부 같은 페이스북 부가적 구성요소를‘ ’

<Figure 2> Interplay of Two Dimensions of Page’s Components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의 범주점의 결합 도표를 보면 변수 좋< 2> ‘

아요와 공유가 매우 가까이 그리고 댓글도 가까’ ‘ ’ ‘ ’

이 수량화되어 있으며 척도화의 방향도 거의 유사함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아요가 많은 것은 공유. ‘ ’ ‘ ’

도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댓글도 많이‘ ’

달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콘텐츠도 소비자 반응.

좋아요 공유 댓글 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 ‘ ’, ‘ ’)

데 콘텐츠 유형 중 상품소개는 반응이 많고 소식이

나 이벤트는 반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

무는 링크수와 서로 가까이 수량화되어 있으며 기본

적 구성요소 콘텐츠 좋아요 공유 댓글 와는 관( , ‘ ’ ‘ ’ ‘ ’)

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진이 없는 경우는 링

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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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토의.Ⅴ

백화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백화점이 소통하

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 본 결과 가지4

콘텐츠 유형이 나타났다 이에는 상품관련 패션관. ,

련 백화점관련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관련 유형이,

있었다 첫째 상품관련 유형에는 크게 신상품소개. ,

및 상품소개가 있었고 둘째 패션 관련 유형으로는,

패션스타일 패션트렌드 그리고 패션위크에 대한, ,

내용이 있었다 셋째 백화점 관련 유형에는 백화점. ,

정체성 확립을 위한 내용 백화점 행사 소식 등의, ,

내용이 있었으며 넷째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한 유,

형에는 일상생활관련과 소비자 참여유도가 있었다.

백화점과 백화점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콘텐

츠 유형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응분석한 결과

은 패션위크 일상생활 이벤트Bergdorf Goodman , , ,

소식 백화점 정체감과 같은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

으로 나타났고 은 상품소개 참Barneys New York ,

여유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aks

는 패션스타일 패션트렌드 신상품소Fifth Avenue , ,

개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럭셔리.

상품을 판매하는 고급백화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백화점마다 차별화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다시 말해 은 패션상품의 판Bergdorf Goodman

매를 위한 홍보보다는 백화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위해 백화점의 히스토리에 관한 내용을 지.

속적으로 게재해 백화점의 역사성 및 정체감 부각을

위해 노력하고 백화점 이벤트도 판매보다는 백화점

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고 패션

위크에 관한 내용도 유명인물이 현장을 탐방하는 기

사형식으로 구성하고 관련상품을 링크하는 것도 상

품 구매를 직접 유도하려하기 보다 소비자에게 편리

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분위기에서 링크를 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Barneys New York

나 는 보다Saks Fifth Avenue Bergdorf Goodman

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져 있다.

은 상품소개에 많은 부분을 배Barneys New York

려하고 있으며 바로 판매 사이트와 연동하여 구매를

독려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을 소개할 때 패션.

인의 명언을 사용하여 좀 더 창의적으로 내용을 게

재하려 한다든지 콘텐츠를 이용해 사용자 참여를 유

도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Saks Fifth

와는 차별화되고 있다 그리고Avenue . Saks Fifth

도 판촉을 위한 신상품 소개에 관한 내용이Avenue

많지만 패션스타일이나 패션트렌드 등에 대한 내용

을 중요하게 게재하여 과는 차별Barneys New York

화된다 결론적으로 는 백화점. Bergdorf Goodman

정체성을 위한 이미지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과 는 상품과Barneys New York Saks Fifth Avenue

관련된 판촉에 중점이 맞춰져 있지만 Barneys New

은 소비자 참여에 는 패션트York Saks Fifth Avenue

렌드나 패션스타일에 관한 내용에 중점이 더 맞춰져

이들 개 백화점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차별화된 이3

미지 전략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페이스북 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연구와 더

불어 페이지의 구성요소인 콘텐츠 링크 사진 사용, , ,

자 반응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이 어떤 관계가(‘ ’, ‘ ’, ‘ ’)

있는지 범주형 주성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차원 은 좋아요 공유 댓글 콘텐츠와 같1 ‘ ’, ‘ ’, ‘ ’,

이 페이지의 기본 구성요소로 설명되었고 차원 는2

링크와 사진 같은 페이지의 부가적 구성요소들로 대

표되어 이들 페이지 구성요소 변수들은 기본적 구‘

성요소 차원 및 부가적 구성요소 차원으로 나누어’ ‘ ’

질 수 있었다 그리고 범주점의 결합도표에서는 변.

수 좋아요와 공유 댓글이 매우 가까이 수량화되‘ ’ ‘ ’ ‘ ’

어 있으며 더불어 콘텐츠도 이들과 가까이에 수량화

되어 있어 좋아요와 공유가 많은 것은 댓글도‘ ’ ‘ ’ ‘ ’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콘텐츠 중에는 상품소개가.

반응 좋아요 댓글 공유 이 많고 뉴스나 이벤트(‘ ’, ‘ ’, ‘ ’)

는 반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지나친

이벤트 세일 등에 대한 홍보가 이용자의 호응을 얻,

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그리.

고 링크수와 사진이 가까이 수량화되어 있어 사진이

없는 경우는 링크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링크

수와 사진유무는 콘텐츠 좋아요 공유 댓글 등, ‘ ’ ‘ ’ ‘ ’

과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링크나.

사진이 많다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 좋아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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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고급 백화점들은 저마다의 이미지 형

성 및 명성 구축을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나치게 홍.

보나 마케팅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은 지양하고 이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

들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었다 따라서 콘텐츠도 상품소개나 판매 또는 이.

벤트 행사 위주로 구성하지 않고 백화점의 역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업로드 한다든지 백화점과 관련

된 유명인의 인터뷰를 게재한다든지 패션트렌드나

스타일활용 방법 등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감성을 자

극할 수 있는 사진이나 멘트를 이용해 감성적 소통

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

색하는 등 쌍방향적 소통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콘텐츠 구성 전략은 이벤트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공지하거나 공모관련

공지만을 중점으로 게재하고 있는 한국 백화점의 페

이지 구성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

국의 백화점들은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과 소통은

할 수 있으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벤트는 이용자의 낮은 반응 좋아요 공유 댓글(‘ ’ ‘ ’ ‘ ’)

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일관된 콘텐츠는 차별

화된 백화점 이미지를 만들어낼 기회를 상실하게 만

들므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또한 페이지를 구성할 때 링크수나 사진의 많고.

적음이 이용자의 감성을 자극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나 콘텐츠 내용의 충실함이 부가적 요소 링크수( ,

사진수 에 치중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미국의 주요 패션백화점을 중심으로 페

이스북 페이지의 구성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

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모든 백화점을 포함하고 있.

지 않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분석은 앞으로 를. SNS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하려는 한국의 백화점이나

패션 브랜드에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정보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연구에는 이와 같은 콘텐츠의 구성적 측

면과 더불어 언어적 구성방법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소.

비자의 감성에 다가가는 언어적 표현 방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는 상품특성을 설명Lee “

하는데 높은 수준의 단서 예를 들어 다양한 감정적

표현이나 감탄사 또는 이모티콘의 사용 및 인칭 화1

법이 소비자의 환경 인식 및 긍정적e-social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구매에 긍정on-site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4)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구성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를 표현하는 언어적 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콘텐츠 자체에 대한.

연구이외에 백화점의 페이스북 내용에 대한 소비자

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페이스북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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