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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 기반 IMC전략 : 
LG하우시스 브랜드 Z:IN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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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case of brand IMC communication of LG Hausys’ total interior solution brand Z:IN was dealt with. The 
target consumer of the Z:IN brand is a general end consumer and also shows the character of industrial goods. Accordingly, 
there should be a unique aspect that brand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methods must be made from more angles. For many 
companies which are active in the industry, this case study should be significant. This case study was researched in terms of 
consumer’s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and consumer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Brand Zi:in developed a brand communi-
cation strategy following the flow of the consumer purchasing decision process. And the brand actively induces consumer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so that consumers can communicate more closely with the brand. Brand commun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urchasing decision-making and consumer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is a crystal that fully considers LG Hausys’ 
products, markets, and competitors, and will be an effective strategy to continue to preoccupy the market not only in the present 
bu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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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소비자에게 자사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늘 마음에
두게 하면서 구매상황에서 최우선 고려 상품으로 군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며
원만하게 생활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
은 정보에 노출된다. 소비자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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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 보통 2천 여 건이 넘는 마케팅정보에 노출된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의 양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정보들을
삼가 선택하며 정보처리를 하는 인간의 인지행동과 그
특성에도 예의 주시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

보에 집중하고 정보를 조직화하여 그것을 해석한다. 이
렇게 해석한 정보들은 장기기억 속에 소비관련 지식네트
워크를 형성시키고 구매상황에서 단서(cue)와 함께 적절
한 브랜드를 상기시킨다. 
기업은 자사의 브랜드가 소비자의 구매나 소비상황이

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상기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
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Jae-Jin Lee136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행동의 과정들을 되짚어보며 필
요한 경로지점에 소비자들에게 마음깊이 각인 될 수 있
는 의미 있는 연상들을 심어놓아야 한다.  

LG하우시스의 지:인Z:IN 브랜드가 출시되기 직전상황
은 ‘하이샤시’라는 제품을 앞세워 120여 개가 넘는 개별
브랜드가 난립하던 시기였다. 보다 체계적인 브랜드관리
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통일되고 일관된 브랜드연상을 전
달하기 위해 지:인 브랜드를 마스터브랜드로 론칭하였고
토털 인테리어 브랜드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 지:인 브랜드가 출시한지 15년 정도 지나면서 브

랜드가 지향하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지향점
에도 한층 더 진보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즉, 인지도
를 향상시키는 브랜드전략에서 인테리어 토털 솔루션
브랜드기업에 걸맞게 소비자 체험을 극대화함으로써 브
랜드인지와 연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소비
자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삶과 생활의 질을 높여주
는 긴 안목에서 동행하는 브랜드로 각인되고자 브랜드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
통하고 있다.
본 연구는 LG하우시스의 지:인Z:IN브랜드가 브랜드 론

칭 초기 인지도위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소비자의 참여
와 체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되어 토털 인테리어 솔
루션 브랜드에 걸맞는 IMC전략을 수행하는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LG하우시스는 전형적인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
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생활과 삶에 가장 밀접한 제
품들로서 소비재 못지않은 강력한 IMC전략이 가능한 특
별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
략의 방향이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방향성이 잘못
되었을 경우 브랜드자산 가치 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
나 LG하우시스 지:인은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근거리에
서 소통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참여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펼치고 있다. 
이는 IMC전략 사례로서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는 사례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례연구는 LG하우시스의 지:인Z:IN브랜드의 IMC

전략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
시하려고 한다.
첫째,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이라는 소비자경로를

따라 산업재와 소비재의 두 측면을 모두 지닌 브랜드 지:
인Z:IN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알아본다. 둘째, 인테리어
제품에 적합한 소통을 위하여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체험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IMC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이 수행하는 IMC(통합적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
략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방식들을 활용하며 오
랜 기간 지속적으로 표적청중에 소구하는 바, 본 사례연
구의 기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Z:IN브랜
드의 IMC전략을 그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구매의사결정과정

소비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
를 분석할 때 문제인식단계, 정보탐색단계, 대안평가단계, 
구매단계, 구매 후 단계로 구분한다[3]. 각 단계에서 소비
자들의 니즈에 주목하고 마케팅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구매 이전 단계들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사항과 흥미꺼리
를 이끌어내어 참여를 유도시켜 구매동기를 더욱 자극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12]. 소비자들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서술적, 의미적, 절차적 지식들과 외부환경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함으로써[6] 구매상황에서의 위험을 감소시
키게 된다.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신
념, 태도, 의도와 더불어 동기, 개성, 라이프스타일에 영향
을 받으며 문화, 준거집단, 가족 등의 환경적 요인이 종합
적으로 영향을 준다[13]. 구매 혹은 구매후 상황에서는 지
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매자의 선택이 올바른 것
이었음을 재확신 시켜주어야 한다. 

LG하우시스의 브랜드 지:인은 구매자의 의사결정과정
을 따라가며 중요한 경로 지점에 소비자의 참여와 체험
요소를 가미하여 역동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자극하고 브랜드연상을 강
화하고 있다. 

2.2 IMC(통합적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촉진전략은 전통적으로 크게 4가지 영역(광고, 
PR, 판촉, 인적판매)으로 구분되어있으며 기업의 업무영
역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4가지영역을 각각 따로
바라보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행한다기보다 통합적
으로 접근한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개별적 사용에 비해
통합적 방식이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달성에 역시 더 높을
뿐 아니라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4, 5]. 특히 최근 들
어 ATL전략보다 BTL전략이 더 주목받게 되면서 IMC를
“내․외부의 관련된 모든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사업 과정[2, 4, 10, 11, 14]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그
만큼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IMC
라는 것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개념 안에는 상품, 



IMC Strategy Based on Consumer’s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137

<Figure 2> Consumer Route Road Map

가격, 유통의 마케팅믹스와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함께 포
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브랜드에 가해지
는 IMC전략은 소비자와의 사소한 접점 모두를 커뮤니케
이션 포인트로 간주하며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전략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대(對) 고객 커뮤니케이션
은 IMC전략 하에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는 ATL(Above The 

Line), BTL(Below The Line)이 있다. ATL은 TV, 신문, 
라디오, 잡지와 같은 직접 광고를 의미하고, BTL은 미디
어를 매개로 하지 않은 대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한
다. LG하우시스의 지:인의 경우 <Figure 1>에 나타난바
와 같이 다양한 매체 또는 비매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ATL Program   BTL Program

<Figure 1> Brand Z:IN ATL & BTL

3. 브랜드 Z:IN의 소비자구매의사결정과정 기반 
IMC전략

3.1 소비자경로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브랜드 지:인은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이다. 이에 따라
구매주기가 장기간으로 길고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금

전적비용 역시 상당히 크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최초 욕구단계부터 구매에 이르는 전체 경로에 대한 커
뮤니케이션 로드맵을 설계하고 있다. <Figure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로드맵을
설계함으로써 전체 IMC전략을 끊김 없이(seamless) 물
흐르듯 수행할 수 있다. 

<Figur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단계마다 ATL, BTL,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함으로써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IMC를 균형 있게 실시
할 수 있는 전략구성을 갖추고 있다. 욕구단계에서는 전
통적으로 지:인 브랜드의 인지도와 선호도 증대를 목적으
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행되어왔다. ATL전략은 TV광
고와 신문, 잡지, 옥외광고를 병행하였다. on-Line, Press, 
Consumer, Mobile, 대리점-직영점, Internal, 옥외전광판을
매체로 삼고 있다. 특히, On-line에서는 키워드 광고, 블로
그 검색어, 온라인 이벤트, E-DM,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
했다. Press program은 photo Pitch, Press Event, 런칭 PR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다. Consumer program은 런칭 로드
쇼, 전시장, 문화 마케팅, 체험 캠페인을 활용해 고객들에
게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BTL전략 역시 구매의사결정과정 전 과정에서 두루 시
행된다. 지인스퀘어, 프리미엄관, 전시장을 활용하여 오
프라인에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여 제품과 브랜드를 알리
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 오프라인 매장들
은 고객에게 시각적 정보를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지엔느’라는 주부체험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소비
자들이 Z:IN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체험을 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개발 초기 실제 사용자들인
주부들로부터 아이디어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
라인에서는 포털을 비롯해 가장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을
회사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이벤트와 사
은행사를 실시하여 주부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다. 



Jae-Jin Lee138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단계에서는 가망고객들이 지:인
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단
순 이미지 차원의 광고보다도 여성들의 꼼꼼한 소비생
활과 주거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고려하여 보다 세
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인쇄매체들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인스퀘어라는 플래그쉽 전시장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참여를 자극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보는
듯한 각종 전시들은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지:인의 다양
한 제품들에 대해 체험하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
회가 된다. 
구매결정과 구매후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결정

을 이끌어 내야하는 직접적인 자극과 그에 따른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홈쇼핑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 지역
거점에 마련되어있는 LG가전매장인 LG전자 베스트샵이
나 주요 대형마트 내 위치한 인테리어 입점매장에서 검
증된 인테리어 전문가가 상담부터 시공, AS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각 지역에 위치한 소매점과 지:
인이 직접 운영하는 Z:IN몰에서 친절하고 신뢰감 있는
과정을 거쳐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로설계가 되어
있다. 
지:인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의 경로를 따라가

며 최적의 구매유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구매제안
은 균형을 이룬 IMC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 소
비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 

3.2 참여와 체험의 IMC 전략

상기 한 소비자경로로드맵에서 언급된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례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2.1 컨텐츠마케팅 :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Z:IN 대표 브랜드 사이트는 “국내최대 인테리어 브랜드
포털화”를 내걸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
공하며 브랜드 인지도, 매력도, 신뢰도를 제고시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설계는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이다. 컨텐츠

마케팅이란 기업이 컨텐츠를 통해 표적소비자에게 소구
하는 것으로 양질의 다양한 컨텐츠를 홈페이지에 구현하
고 이를 향유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직접 URL을 찾아 들
어오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소비자가 적극적인 검색자
가 되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 커뮤니케
이션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관여도가 높
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이다. 홈페이지에
구성되어 있는 양질의 정보는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이
다. LG하우시스의 경우 인지도 상승부터 실제 구매에 이

르는 구매의 전 과정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LG하우시스가 자체 운영하는 모든 소셜미디
어 및 지:인 쇼핑몰과 연결되어 다각도로 구매를 자극하
고 있다. 여러 가지 재미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
보를 담은 것도 컨텐츠마케팅 으로서 손색이 없다. 
지:인은 자체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적절한 시

기에 소비자들에게 최신정보, 상품소개, 이벤트, 캠페인
등을 전달하고 있다. 블로그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유뷰브, 페이스북의 경우 시각정보
를 주로 전달한다. 

 

 

<Figure 3> Usage of 4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는 표적청중에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실제로 고객들은 소셜미디어
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접하면서 이벤트 및 캠페인참여, 
전시회 관람과 체험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
었다. 
특히 유튜브는 최근 회사소개영상과 제품소개영상을

제공 하는 데에 최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샘플북이나 브
로셔, 리플릿 카탈로그 역시 시각정보로 제공된다. 

3.2.2 TV광고 : 시의적절한 주거이슈와 감성전달 

TV광고의 경우, 보다 다양한 잠재고객과 일반대중에
게 전달되는 매체이므로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를
소재로 광고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tv광고에서는 지속적
으로 층간소음, 난방비 절감을 부각시켰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연령대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자재의 활용에 초엄을 두
었다. 

2018년 광고는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도 ‘당신이 닿는 공간 그 어디든’이라는 광고태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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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프리미엄 품질을 느낄 수 있도
록 광고가 제작되었다. 특히 감성터치를 중시하여 공간 내
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스토
리텔링이 눈길을 끈다. 브랜드인지도 강화보다는 보다
브랜드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컨셉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컨셉도 적절하게 변화되고 표적청중들에
게 기능적, 상징적, 감성적 컨셉을 복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2.3 아웃도어 광고: 지:인의 랜드마크 이용전략 

지:인의 아웃도어 광고는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 솔루
션 기업답게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Figure 4> Z:IN Outdoor ad Style

지인의 경우 옥외광고의 개념이 단순히 광고내용이나
광고모델을 광고판에 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의 스타일리쉬한 각종 건물들을 활용하여 표적청중
이나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건물들 외관에 드
리운 지:인의 브랜드요소들은 먼 거리에서도 브랜드로고, 
브랜드컬러, 서체의 가독성이 높다. 지:인이 보유하고 있
는 LG 지인스퀘어, 지인전시장, LG지인 인테리어, 프리
미엄관, LG지인 창호전문점 등 각종 오프라인 체험 공간
과 건물들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효과적인
옥외광고 전략이 되고 있다. 토털 인테리어솔루션 기업답
게 그 건물의 외관과 브랜드로고들의 현저성(salience)이
높다. 이는 표적청중들에게 강력한 브랜드연상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구매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구매결정을 유도하고 있다.

3.2.4 제품배치(PPL) :드라마의 맥락과 어울림전략

제품배치(PPL)의 경우 지:인의 제품들은 각종 방송세
트장의 현실감을 높여주고 드라마 등장인물들을 고려하
여 설치하고 있다. 지:인은 드라마, 뉴스 등 각종 미디어
속에 노출되면서 노출맥락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울리
기 위한 시도를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드라마 스토리
또는 정보전달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BS-2TV weekend drama
 

KBS-2TV week day drama

<Figure 5> TV Drama PPL

3.2.5 토털 체험공간 전략 : 지:인스퀘어, 전시회, 쇼룸 

지:인 스퀘어는 지:인의 모든 제품과 인테리어를 만날
수 있는 대표 플래그쉽 전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인
스퀘어 컨셉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자연
과의 소통,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오픈 스페이
스라는 의미의 ‘광장’, 두 번째는 고객의 삶의 질을 배가시
키는 라이프 솔루션 제공한다는 ‘제곱’, 세 번째는 60여
년간 고객과 한 LG하우시스에서 신뢰와 감동을 드린다는
‘정직’이다. 

<Figure 6> Z:IN Show Room in Z:in Square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고객들이 자유롭게 들를 수
있고 이웃에 마실가듯 편안함을 준다. 층별로 다양한 섹
션으로 구성되어있다. 1층의 경우 ‘고객의 삶과 스토리
가 살아 숨쉬는’ 라이프스타일 존으로 꾸며져 있고 인테
리어 제품과 생활가전까지 한 공간에 조화롭게 연출하여
집에 적용될 모습을 실제공간으로 보여준다. 2층은 자재
라이브러리 공간으로서 고객 스스로 제품을 쉽게 이해하
고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으며 언택트 체험도 가능하다. 
제품의 특장점 동영상, 시공사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3
층은 각종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쇼룸들이 갖추어져있고
많은 인테리어 오프라인 쇼룸을 열고 다양한 공간스타일
을 선보인다. 지:인 측은 고객이 굳이 인테리어 계획이
없고 구매계획이 없더라도 부담 없이 오프라인 쇼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집 꾸미
기사례를 보다보면 나중에라도 자신들이 살고 싶은 집을
훨씬 수월하게 꾸밀 수 있도록 하기위해 어드바이저로서
의 역할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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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Z:ENNE Community Activity

쇼룸은 단순히 인테리어 공간이라기보다 지:인의 브랜
드 연상매체가 되어준다. 다양한 지:인의 제품들이 실제
로 한 공간에 모였을 때 어떻게 조화되는지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된다.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
램도 준비해서 단순히 구경하는 차원이 아닌 직접 참여
하는 기회를 주고 있고 소비자 체험을 극대화 하고 있다. 
원데이 클래스, 쿠킹스튜디오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
련되어 있다. 쿠킹스튜디오의 경우 지인제품들로 꾸며진
주방을 실제 체험할 수 있다.

3.2.6 토털 전시공간 : 구매 연결통로의 역할

지:인 스퀘어를 필두로 모든 전시관은 구매결정을 하
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를 자
극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인 전시장은 지:인의 모든 제품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으며 전문가 상담까지 가능하고 본사가 직접 운영한
다. 고객이 방문하게 되면 우선 벽지, 바닥재, 창호, 주방
욕실 등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게 되며 체험이후 지:인
코디네이터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공간 제안 서비스를 받
게 된다. 여기서 집과 최적의 공간구성에 대해 조언을 받
을 수 있다. 이후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공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역
내 우수 인테리어점을 연계시켜준다.

3.2.7 바이럴마케팅의 첨병: 오피니언리더, 지엔느 

바이럴마케팅의 첨단에 서있는 지엔느활동은 주부체
험 커뮤니티 형식으로 지:인의 프로슈머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 체험과 참여 형 브랜
드커뮤니티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엔느(Z:ENNE)는
공간에 대한 긴: 생각을 실천하는 대한만국 대표 인테리
어 커뮤니티로, 친환경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생활
공간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를 전파한다. 지엔느는 매년
새로운 기수를 선발하며, 활동임기는 1년이다. 지엔느는
미션으로 주어지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인이 주최하는

인테리어/리빙 클래스(에코스쿨)와 해외 인테리어 탐방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프로슈머, 브랜드 홍보대사,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나뉜다. 프로슈머 활동은
고객의 시선에서 제품에 대한 품평 및 아이디어를 제안
하는 역할로, 제품설명회, 품평회, 설문조사 등에 참여한
다. 공식 브랜드 홍보대사로서 지:인의 브랜드 가치를 전
파한다. 다양한 신제품 및 마케팅 소식을 온라인, SNS에
홍보한다. 

3.2.8 혜택부터 봉사까지 : 다양한 이벤트 개최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적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시
기적절한 사은행사, 이벤트, 전시회에 대한 정보를 효과
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한다.

 

 

<Figure 8> Various Events

각 지역 거점 지인스퀘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욕구
와 특성에 맞춘 지역마케팅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벤트를 통하여 고객의 인테리어 문제를 해결

해준다. 베란다, 현관통로 중문설치 등 고객의 고민꺼리
를 해결해주며 이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통한다. 고객
의 집안 구조, 가족들의 수와 취향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3.2.9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 : 소매점주 관계마케팅

LG하우시스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자사의 제품
을 취급하는 소매점들에게 ‘고객우대 온라인 쇼핑몰’로 업
계 최초 실시하였다. 이는 임직원들이 복리후생제도의 일
환으로 이용하고 있던 웹사이트를 LG하우시스의 우량 소
매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장한 것이다. 쇼
핑몰을 통해 고객들은 건강용품, 생활가전, 레저용품, 유
아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특가로 제공받을 수 있으
며, 여행, 숙박, 공연 등의 혜택도 동시에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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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는 중소자영업자인 소매 점주들이 그 동안
누리기 힘들었던 대기업 수준의 우대 혜택을 우량 고객
을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LG하우시스는 타사의 소매점주들이 느끼지 못하는 차
별화된 서비스와 제도를 보다 많이 제공해 고객과의 진
정한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2.10 사회공헌CSR
사회공헌은 특히 ‘착한소비’라는 여성의 특징적인 소

비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독도사랑 청년캠프를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있으며 독도 방문, 독도 지킴이와의 교류, 전문가 특
강, 미션 수행, 자연탐방 트래킹 등 직․간접 독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인의 브랜드 특성에
맞게 문화유산보존활동을 하면서 문화재청과 함께 4대
궁 유산 보존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LG하우시스는 지
역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자 다양
한 나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각 사업장 별 나눔 활동
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
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진정성 있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4. 지:인Z:IN의 브랜드 지수

4.1 국내 인테리어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최초상기와 선호도 조사

다음 그림들에서 보는 것처럼 브랜드최초상기의 경우
2014년부터 지:인이 지속적으로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으
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역시 여타 브랜드들에 비해 소
비자들에게 월등하게 지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9> Top of Mind Awareness

<Figure 10> Brand Preference

research for domestic interior brands. From 2014 to 2019, the sample 
was surveyed with a total of 800 women in their 30s to 40s.

브랜드 최초상기의 경우 브랜드자산 가치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 가중치가 가장 높은 지수로서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로 인정받는다. 지:인은 수년간 업계의
리더쉽을 지키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전략적인 IMC전략을
통해 그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랜드선호도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감도를 측정한 것이다. 호감도는 태도적 충성도의 개
념으로 다른 고객에 대한 입소문을 내주며 우선고려브랜
드로 떠올리고 행위적 충성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중요
한 감정적 지표이다. 여기에서도 지:인이 압도적으로 높
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5.1 연구의 시사점 

지:인 브랜드의 표적소비자는 일반적인 최종 소비자이
기도 하며 산업재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에 따라 브랜
드관리와 커뮤니케이션방식이 보다 다각도로 이루어져
야 하는 독특한 면이 있다. 이러한 특징의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본 사례연구의 의의가 깊다. 
본 사례연구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과 소비자참
여 및 체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인은 소비자구매결정과정의 동선을 따라 브

랜드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접근법
은 소비자의 경로에서 소홀할 수 있는 지점에서 끊임없
이seamless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로의 각 단계나
지점에서 ATL, BTL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소비자인지와
체험을 모두 강화하고 있다. 지:인의 제품들은 소비자에
게 큰 비용이 요구되고 한번 구매한 후에는 긴 구매주기
를 갖게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제품 소비 특성에 의
해 구체적인 정보들을 세심하게 인지시켜 주어야하며 이
를 다양한 전시관, 쇼룸,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을 브랜
드체험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인 브랜
드 체험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을 구축
할 수 있다. 지:인의 커뮤니케이션 노력들은 구매의사결
정과정 전 과정에서 구매결정이라는 최종 행위를 자극하
고 소비자가 구매 시 봉착할 수 있는 지각된 위험을 낮
출 수 있다. 
둘째, 지:인 브랜드는 소비자 체험과 참여를 적극 유도

하여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보다 친밀한 소통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소비자체험과 참여는 여러 산업군에서 효과
적이다. 인지단계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로는 구매동
기를 자극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인테리어 제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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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직접적인 소비자 체험이 구매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 이에 소비자가 실제 체험 할 수 있는 여러 거점을
두어 모델하우스의 수준을 넘어 소비자 자신의 공간처럼
느껴지는 주거환경을 연출하고 체험관들을 제공하고 있
다. 소비자에게 구매 부담을 주는 상업적 공간이라기보
다 주부들이 이웃이나 친구 집에 방문하듯 와서 즐기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최대한 소비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구매의사결정과정과 소비자체험 및 참여

관점에서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은 LG하우시스의 제품, 
시장, 경쟁자를 온전히 고려한 결정체이며 현재뿐 아니
라 향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해 나가는 데에 효과적
인 전략이 될 것이다.
넷째, 지:인의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인지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긴 경로를 통합적으로 씨줄과 날줄처
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IMC의 근본 의도와 목적에 부
합하며 인테리어 전문브랜드라는 특이한 산업군임을 감
안할 때 그 전략체계의 완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IMC는 기업의 모든 접점을 소통의 포인트로 간주한
다. 지:인이 소비자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설계한 다양한
활동들은 소비자의 5감을 자극하고 지:인의 브랜드가치
를 높여주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되고 있다. 

5.2 향후 제안

우리의 주거공간은 시대의 트렌드에 긴밀한 영향을 받
게 된다. 가장 최근 기술이 우리의 생활공간에 그대로 적
용되고 일상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그 기술의 발전
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위시로
한 각종 AI기술과 스마트 원천기술들에 의해 주거에 접
목할 수 있는 교차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 행태의 변화들이 더욱 주
거공간에 대한 중요성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주
거 문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LG하우시스는 자사의
제품들에 접목되고 제휴될 수 있는 미래지향 트렌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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