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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융계는 고객과 기업 간의 거래 계가 타 산업에 비해 경직되어 있고, 기업의 조직문화 한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와 디지털 미디어 채 이 다양화되는 시장 

환경의 변화 안에서 융기업들은 과거와는 다른 극 인 고객지향  입장에서 어떻게 소셜 미디어 마

을 략 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지향  소셜 미디어 마 을 

성공 으로 추진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의 사례를 통해 소셜 미디어 마 의 성공 요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융기업들의 성공 인 소셜 미디어 마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구축

(Trust)’, ‘감정이입(Empathy)’, ‘가치공유(Shared Value)’, ‘유 (Bonding)’, ‘고객 커뮤니 이션

(Communication)’, ‘상호의존(Reciprocity)’로 구성된 6가지 계지향  서비스 요인을 통해 은행의 체계

이고 효과 인 계지향  소셜 미디어 마  략에 한 구체 인 시사 이 논의된다.

 
■ 중심어 :∣소셜 미디어 마케팅∣관계 지향적 서비스∣고객만족∣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bank and customer are known as rigidity compare to other 

industry. The conser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is often found in Korean banks. Today, Korean 

banks are facing dramatic change in digital world in that new wave in online intensifies the 

connectivity with bank customers and potentials. The introduction of social media would force 

to develop new marketing strategy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oriented behavior. The case 

study presents the findings of a social media marketing strategy which was conducted in 

Industrial Bank of Korea in 2009-2011. More specifically, the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and evaluate the importance of social media marketing by retail bank in strategic instrument. 

Also it sets out to determine the perceived usefulness of the relationship oriented services 

offered by banks to their visitors and followers what these banks can do in order to improve 

bank services to improve competitive. Using the six relationship activity factors, the banks were 

examined in the study, a set of core activities (trusty worthy, empathy, shared value, emotional 

bonding, rich communication) are defined and described. 

■ keyword :∣Social Media∣Relationship Oriented Service∣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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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형의 상품  서비스 구매에 한 소비트 드

를 살펴보면 구매 주체인 소비자의 주  단이 강하

게 작용하면서 소비자 스스로가 상품에 한 정확한 정

보를 찾아내고, 자신의 소비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행태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비 트 드의 

변화 안에서 국내 융기 의 상품과 서비스는 기능

인 차이가 차 어들면서 융서비스의 IT기술발달

로 기존에 상품  거래 심이었던 시장 환경이 고객과

의 계 심 환경으로 변화하기 시작하 고, 이에 

극 인 고객지향  마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 고객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고객기반

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거나 고객 계 서비

스를 발 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1]. 

더욱이 최근 소셜 미디어 기반의 고객 소통 채 의 

확산과 련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융시장 내 기업과 

고객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융 기업의 성패가 상품의 매량 보다 고객과의 장기  

유 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달려있을 만큼 고객

과의 계 마 이 요한 업 성공요인으로 작용하

기 시작한 것이다. 한 고 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증권 등과 같은 B2C 융서비스 기업의 경우 고

객과 소비자가 요시 하는 정보취득, 계 형성부터 

소멸까지 일련의 마 의 활동이 요하게 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 인 소셜 미디어 마 을 이끌

어낸 표 인 IBK 기업은행의 사례를 통해 개인 융

의 계지향  서비스 마 에 한 새로운 을 제

시하고자 했다. 아직까지 학술  체계를 형성하지 못한 

소셜 미디어 마 에 한 이론  고찰은 물론 융계 

특히 은행 기업들의 성공 인 소셜 미디어 마  략

을 한 실무 인 차원의 구체 인 시사 을 제공하고

자 했다.

Ⅱ. 문헌 연구
1.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버슨 마스텔러 (Burson-Marsteller)가 발표한 소셜 

미디어 활용도 조사에 따르면, 포춘 (Fortune) 100  회

사의 기업 마 터가 2011년 활용한 소셜 미디어는 ‘트

터’ (77%), ‘페이스북’ (61%), ‘유튜 ’ (51%), ‘블로그’ 

(36%) 순 이었다[2]. 특히 2009년 비 10년은 페이스북 

사용이 크게 증가 2009년 (29%)에서 2010년 (54%)로 

26% 증가 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주요 이유는 ‘회

사에 한 소식이나 공지를 업데이트하기 해’ (94%), 

‘고객’과 직  커뮤니 이션하는 고객서비스를 해’ 

(67%), 로모션이나 콘테스트 등을 실시하기’ (57%) 

순으로 밝 졌다. 

소셜 미디어는 고객과의 효과 인 으로서의 역

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를 고객 스스로에 의해 리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들에게 흥미로운 마  채 로 부각되고 있다[3]. 기존 

고 매체가 단순 노출을 통해 고객에게 수동 인 인지

만을 달성하는데 그쳤다면 그에 반해 표 인 소셜 미

디어인 트 터는 고객 스스로가 고 메시지를 극

으로 수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할 수 있다는 특징

을 가진다. 이는 트 터가 효과 인 고매체로서 입소

문 마 의 주요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특히 소셜 미디어 기업사용자의 등장은 기업 홍보와 

고객 커뮤니 이션 역에 큰 향을 끼치고 있다. 소

셜 미디어의 부상은 들이 자발 으로 특정기업에 

한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표출하고, 공유하고, 확산

하는 극 인 커뮤니 이션 행동에 극 으로 반응

하게 만든다[5]. Edelman사는 2010년 연례보고서에서 

통 인 매체에 한 의 신뢰도는 지속 으로 낮

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에게 소셜 미디어 커

뮤니 이션에 한 집 인 투자를 제언한 바 있다[6]. 

한 많은 학자들도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기업 홍보와 

커뮤니 이션 역에 있어 략 인 가치가 매우 높은 

상임을 주장하고 있다[5].

Kaplan and Hanenalein은 소셜 미디어의 유형을 

업 로젝트,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콘텐츠 커뮤니

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가상 커뮤니티의 여섯 가지

로 구분하고 있다[7]. 최민재와 양승찬은 커뮤니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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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업모델, 콘텐츠 공유 모델, 엔터테인먼트 모델

의 네 가지로 소셜 미디어의 유형을 구분하고 정의한다

[8]. Solis and Breakenridge는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기업 커뮤니 이션의 세계가 소셜 미디어의 특성으로 

통 으로 미디어와 문가의 유물이었던 여론 형

성 향력이 자신 나름 로의 문성과 의견을 열정

으로 나 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로 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9]. 

다시 말해 과거에는 기자들과 같이 뉴스와 정보를 다

루는 게이트 키퍼들이 상당한 향력을 행사했다면, 이

제는 블로그, 온라인 포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가 먼  공유되고 유통되므로 향력의 계

구조가 무 지고 있다. 한 사회  이벤트의 달 경

로마다 개인의견의 개입이 가능해졌다. 지나간 이슈와 

별도의 이슈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재결합되어 여론

과 의견이 생성되고 있다. 이벤트 발생에서 통미디어

에 반 될 때에도 소셜 미디어가 개입되어 여론의 반응

으로 재해석되고 여론이 한번 나오게 되도 개인미디어

에서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구조로 이벤트의 의

견의 정반합의 순환구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오늘날 기업은 특정 개자를 통

하는 것이 아니라 직  을 만다고, 메시지의 확산

을 꾀하는 커뮤니 이션이 가능해졌고 많은 기업들이 

직  홍보 수단으로 기업 블로그를 만들거나 소셜 미

디어를 리 운 하고 있다[9].

2. 관계지향적 소셜 미디어 마케팅  
‘ 계지향성’이란 거래당사자간의 계를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1]. 기업과 고객 간의 계

지향성은 고객과의 거래비용 감, 상호 작용을 통한 

경제  수익을 창출 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

 활동의 필수  요소이다[12]. 최근에는 소비자의 

구매 단 상황 속에서 계지향 인 행동과 기업의 

계 형성 요인에 한 논의가 활발히 개되고 있다. 기

업과 고객 간의 계가 우호 인 계를 유지해야만 고

객이 만족을 체감하고 자발  충성도가 높아져 기업의 

성과가 발생한다는 이 더욱 요시 되어 기업의 계

지향  마  활동은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13].  

소셜 미디어는 고객 계지향성을 높이기 한 매체

체로서 작용하며 단순 고객 리 차원을 넘어 고객과의 

화와 참여로 만들어 지는 계 심형 마  수단으

로 분류될 수 있다[3].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계는 

계의 깊이가 기간과 제품의 구매 등 일반  거래 계

에서 발 된 고객 계가 아니고, 거래기간 역시 짧다고 

하더라도 화와 참여의 깊이에 따라서 계가 형성된

다는 특징을 갖는다.

4  매체 (TV, 신문, 잡지, 라디오)를 통해 소비자에

게 호소하는 종래의 고 방법 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고객의 기호나 가치 , 상황에 맞춰 개별 공략

하는 고객 지향  마  기법도 있으나, 소셜 미디어 

마 은 이것과도 다른 형태로,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이해나 공감을 바탕으로 1 1의 계를 구축, 나아가 

이것을 여러 고객 사이에서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흥미, 

심을 가진 장 (커뮤니티)을 형성한다[16]. 소셜 미디

어는 특성화된 계 맺기를 통해 기업이 의도한 메시지

를 개인에게 맞춤화하여 달할 수 있고 구매의도가 있

는 고객에게까지 회사의 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는 고객과의 계

지향을 한 매개체로서 마 효과, 기업이미지를 창

출할 수 있으며, 고, 홍보, PR측면에서도 유용한 매체

가 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 1명의 소비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커뮤니티

4대 매체를 
통한 광고

원투원 
관계 마케팅

소셜 미디어 
마케팅

매스미디어 CRM 소셜 미디어

기업 기업 기업

그림 1. 소셜 미디어 마케팅

한국인터넷커뮤니 이션 회 2010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소셜 미디어를 최소 1개 이상 운

 이며, 이  매체를 2개 이상 운 한다고 응답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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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25%가 블로그와 트 터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운 하는 주요

한목 은 ‘고객과의 소통 증 ’으로 나타났으며, 랜

딩, 정보 공유, 고객의 직 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는 이유 등이 운  목 으로 꼽혔다. 기업의 소셜 미디

어 활용에 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사용자  응답자의 

69%가 기업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찬성했다. 기업의 

소셜 미디어 참여를 극 권장하는 이유로는 ‘정보제공’ 

(77%), ‘고객 계유지’ (77%), ‘고객센터 역할’ (75%)을 

나타냈고, 반면 제품 매  고에 해서는 높은 거

부감을 보 다[18]. 

오늘날 부분의 기업이 소셜 미디어를 무시할 수 없

을 만큼 향력은 높아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 한 자신의 심사와 궁 증을 공유함으로

써 다양한 기업, 상품, 서비스를 화제로 만들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극 으로 소비자와 직  커뮤

니 이션 채 을 구축하여 친 한 계를 유지하고 정

직한 모습을 달한다면, 고객은 계  교환에 의존하

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 더 높은 경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소셜 미디어의 장 이 부각되고 있다[12]. 

3. 금융권의 소셜 미디어 활용  
모든 활동에 ROI측면을 고려하는 은행의 특성상 소

셜 미디어는 아직까지 은행성과기여도 측면에서 낮다

고 평가 되고 있고, 명확한 투자 수익률 측정이 어렵다

고 논의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내 시 은행들이 

소극  자세로 소셜 미디어 활용을 망하던 것은 선진

융사처럼 ROI측면보다는 국내은행의 업 마  활

동에 한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

은행들이 추구하는 개인 융 홍보  마 방식은 매

력 인 융상품을 출시하고, 이에 한 혜택을 알리는 

PR활동, 지 단 의 마 활동으로 고객을 증 시키

는 방식이다. 신상품과 융서비스라는 콘텐츠 자체에 

집 하는 성향이 높으며, 마   홍보 방식이  디

지털시 에 비해 매우 단순하고 고객 지향 이지 않았다.

2010년 Aite 그룹과 EFMA은 미국, 유럽 166개 융

기  임원 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소셜미디어을 운

 인 융기   60%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2012년까지 미국과 유럽내 융기 의 90%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것으로 망하 다. 미국과 유럽

의 융기업들의 경우 소셜미디어의 인식수 은 기존

업무의 보완  체 업무로서 인식 다이 트 마 , 

인쇄 고, TV 고, PR, 로모션의 기존 산을 소셜

미디어 산으로 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

사된 융기  89%가 마  부서에서 소셜미디어를 

운 한다고 답하 고, 사업의 목 으로는 고객과의 

확 , 랜드인지도 개선, 랜드 친 도, 기존고객유

지, 융기  평 리, 이해 계자의 오피이언 리, 평

기 응, 매출증 용도, 고객응  서비스 비용감소, 

마  비용감소 순으로 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사용자들이 자발 으로 이슈를 

형성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특성상, 융기 은 비용

으로 고객과의 확  부문을 선호하고 있고, 기존 

채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융 상품에 한 피드백 

리하는 에 마  툴을 다양화하고 미국 ‘Bank of 

America’와 호주 ‘Commonwealth’의 경우엔 SNS를 

‘Help Desk 채 ’로 활용, 콜센터를 운 하는 것 보다 

신속성 있게 응 가 가능하고, 불만 수 시 담당자가 

고객을 먼  찾아서 연락을 할 수 있어 고객의 만족도

를 높이는데 활용했다[14].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다소 소극 인 자세를 보인 국

내은행들도 2010년 이후 망세에서 립  근을 시

도하고 있다. 2010년 국내 시 은행에서 소셜 미디어를 

재해석하게 된 것은 소셜 미디어의 기능과 특징이 개인

융부문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발생되었기 때문이

다. 이에 은행권에서의 소셜 미디어 활용은 다음과 같

은 특징과 필요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마  비용효율화

가 필요하다. 은행의 비즈니스는 기존의 단순한 제품

매와는 다르게 사용기간이 소비자 측면에서 장기  

재화이다. 이에 따라서 은행에서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략 뿐 아니라 기존고객의 로열티 강화와 이탈을 방지

하기 해서 커뮤니티 활용이 극 으로 검토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은행의 특성상 고객이 직 으로 반응을 

달 받기 어렵다. 은행과 고객간의 계는 계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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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신용과 에 따라서 크게 구별된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상에서 고객들이 화하는 것을 검색해 쉽

게 근이 가능하여 온라인에 고객이 진솔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세 번째로 폐쇄 인 은행문화의 신이 필요하다. 은

행의 특징은 보안이 철 한 비 스러운 분야이다. 천문

학 인 액수의 돈이 실시간으로 유통되다 보니 보안이

슈, 사고, 리스크, 정보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 그

게 되다보니 정보부분에선 폐쇄 인 특징을 가지고 있

어 최근 디지털 추세에 맞게 기업에게 요한 항목으로 

부상한 것은 고객과의 계형성이다.

네 번째로 마   로모션의 효율성 증 를 필요

로 한다. 은행은 고객의 참여가 타 산업 비 용이한 고

객과 은행 간의 계구조를 보유한다. 은행의 고객들은 

한번 계를 맺으면 부분 충성도가 높다. 은행상품은 

고 여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객은 은행자체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홍보 사’ 역할도 겸할 수 있다.

이제 은행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계지향  

서비스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계성을 갖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개인 융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고객과

의 거래에 있어서도 계 지향 이지 않은 은행들은 거

래에서 그들의 이익을 극 화시키기 해서 효율성에 

의존한 교환만을 강조하게 되지만 계지향 인 은행

들은 그들의 이익을 극 화하기 해서 계  교환을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선정  
재 국내 융권에서 소셜 미디어 략을 사용하는 

주요 은행은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있는데, 이 에서도 업계 최 로 

소셜 미디어 마  략을 추진하고, 성공을 거둔 

표 인 기업이 기업은행이다.

표 1. 국내주요은행 소셜 미디어 운영현황

트 터 블로그 페이스북

국민은행 기업계정없음 미운영 팬: 3백명

IBK기업은행 팔로워:1만명
2009년 개설 2010년 개설 팬: 2천명

신한은행 기업계정없음 미운영 팬: 9백명

우리은행 팔로워:3천명
2010년개설 미운영 미운영

하나은행 팔로워:9천명
2010년 개설 미운영 팬: 4천명

 [각 시중은행별 소셜 미디어 채널, 2011년 7월기준]

2009년 IBK기업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 로 스마트폰

용 인터넷뱅킹 어 을 개발한 기업은행은 극 인 고

객들의 서비스 개선요구를 받아들여 경쟁 은행보다 빠

르게 응했다. 융권 최  트 터를 오 하고 기업블

로그를 운 하는 스마트한 은행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소셜 미디어를 선도하는 은행으로 부상했다. 결과

으로 IBK기업은행은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기존 보수

 국책은행 이미지 신 IBK기업은행이 목표했던 ‘

고 역동 인 은행’ ‘스마트한 은행’으로 부각되었다. 

IBK기업은행이 운 하는 소셜 미디어 (트 터, 블로

그, 페이스북)는 2010년 지식경제부 산하 비 리 민간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커뮤니 이션 회 주  

‘ 한민국 인터넷 소통 상’ 은행부문에서 ‘소셜 미디어 

상’과 ‘인터넷소통 상’을 수상하 고, 한 한국언

론진흥재단  한국블로그 회 공동주  하는 '블로그 

어워드'에선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기업부문 ‘우수상’에 

올랐다. 

   

그림 2. IBK기업은행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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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BK기업은행 페이스북

그림 4. IBK기업은행 블로그

그림 5. IBK기업은행 네이버 블로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행기업으로 성공 인 소셜 미

디어 마  략 사례를 보여주는 IBK기업은행을 

상으로 융 기업의 성공 인 소셜미디어 마  략

을 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Yin이 정의한 상과 맥락간의 경계가 명

백하지 않은 실제 생활 맥락(real-life context) 내에서 

그 당시의 상을 연구하는 경험  연구 방법을 활용했

다[20]. 기업은행의 소셜 미디어 마  도입에서 실행 

그리고 결과의 도출까지 심층  사실을 제시하기 해 

Woods and Catanzaro가 제시한바와 같이 배경, 상상

태(status), 환경 인 특성  상호작용 련의 심층  

자료를 자연 인 상태에서 조사 분석하는 연구 기법을 

활용하여 개했다[21]. 기업은행의 내부 자료와 련 

조직원들의 인터뷰, 그리고 연구자의 직 인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 기 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계하 는

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개하여 살펴보고, 특히 

계지향  소설미디어 활용을 해 기업은행이 활용한 

략  내용들의 구체 인 실행내용 분석을 통해 융

권의 소셜 미디어 마  확 와 성공 인 근에 한 

구체 인 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계지향  소셜 미디어 마 에 

한 근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 에서 기

업은행의 계지향  소셜 미디어 운 략을 Sin에 의

해서 제안된 ‘신뢰구축(Trust)’, ‘감정이입(Empathy)’, 

‘가치공유(Shared Value)’, ‘유 (Bonding)’, ‘고객 커뮤

니 이션(Communication)’, ‘상호의존(Reciprocity)’이

라는 계지향성의 6  개념요소를 심으로 분석을 

이루었다[22]. 

Ⅳ. 사례 분석

1. 기업은행 개요  
1961년 7월 소기업의 성장과 안정 인 자 지원을 

하여 소기업은행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같은 해 8

월IBK기업은행이 설립되었다. IBK기업은행은 은행법

에 따라 설립 운 되는 일반은행 는 상업은행과는 달

리 은행법 이외에 특별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

으로 분류된다. 1994년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상장회사

로서 일부 지분이 시장에 공개되었고, 97년에는 정부투

자기 에서 정부출자 기 으로 환했다. 재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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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정부 65.1%, 한국정책 융공사 8.9%,  수출입은행 

2.3% 등 정부  공기업이 주주이나 시장에 공개된 

을 감안하면 시 은행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

다. 기업은행이 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과 비교해 가지는 독특한 특징 의 하나는 합병과 지

배구조가 변하지 않은 은행으로 기업문화의 통성이 

높은 은행이라는 이다. 

IBK기업은행의 주요사업은 소기업자에 한 자

의 출과 어음할인, 과  등 시 은행과 동

소이한 업무와 주무장 의 승인을 얻은 소기업의 주

식, 사채의 응모, 인수, 보증 업무등도 담당하고 있으며, 

12개 사업본부 1연구소, 45개 부서로 조직편재가 되어

있다. 2010년말기  7300명, 561개 국내 업 을 보유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자회사 확장을 통해 종합 융회

사로서 변모하고자하는 노력을 꾸 히 시도해왔으며, 

최근 융  여신 업외에  2004년 자산운용사 설립, 

2008년 IBK투자증권, 2010년 IBK연 보험사 설립해 

오고 있다[23]. 

2007년 개인 융 강화와 본격 인 융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해 기업은행은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소기업은행에서 IBK기업은행으로 변경

했다. 부유층 고객을 한 별도의 PB 랜드(Win 

Class)로 차별화 략을 추진했다. 한 사 인 마

역량과 개인 업과 법인 업 본부 간 시 지 강화를 

해 마 본부를 2008년 신설했다. 은행의 개인 융

규모도 꾸 히 증가 2010년 말 기  개인여신 24조원에 

달한다. 경쟁은행의 개인 융 부분 출비  50% 수

에 비교하면 IBK기업은행 18%는 기업고객 심의 

B2B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다[23].

IBK기업은행은 고객만족경 종합 상 5년 연속 수

상과 함께 은행권 최 로 명 의 당에 헌액 되었고, 

기획재정부 주  2010년 공공기  고객만족도 조사 65

개 기타공공기   1 를 차지한 고객 만족과 고객의 

성공을 시하는 은행이다[24]. 이러한 은 은행의 

신을 강조하는 핵심가치에서 볼 수 있다. IBK기업은행

의 핵심가치는 고객의 행복, 신뢰와 책임, 창조  열정, 

최강의 워크로 설정했다. 한 최근 개인 고객 수 1천

만을 달성한 (2011년 5월) 정부산하 소기업 상 특

수은행이라는 소기업 융 문 역에서 탈피하여 기

업과 개인 융 간의 시 지를 시하는 형은행 반열

에 오르기 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 재 

IBK기업은행은 고객과 친근하게 근하기 해 시

은행에서 시도하기 힘든 랜드 포 ‘IBK월드’의 개 , 

2008년 히트상품인 서민을 우 하는 ‘서민 섬김’ 통장, 

직장인에 격 으로 우 리를 더 주는 ‘IPLAN통장’ 

등 은행시장에서 신선한 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에 경

쟁은행 비 높은 역량의 집 도가 있으며, 신 인 

상품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소셜 미디어 구축 배경 및 프로세스  
IBK기업은행은 2009년 12월 국내 시  은행 최 로 

소셜 미디어 채   트 터를 개설해 운 하고 있다. 

경쟁 시 은행  융회사들은 개방성에 따른 은행의 

민원 여론화와 불특정 다수에게 오 된 상담게시  등

에 민감하고 소셜 미디어 마 의 요도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 의 진입이었다.

IBK기업은행이 소셜 미디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시 은행장의  계 지향  철학과 신채  사업

부에서 소셜 미디어 문가인 경력직원의 채용에서부

터 찾을 수 있다. 한 2009년 이루어진 한국갤럽리서

치 조사 결과 IBK기업은행의 이미지는 딱딱하고, 정부

의 은행, 타 경쟁은행 비 문성(60%)에 낮은 랜드 

인지도 평가를 받아 고민하고 있었다. IBK기업은행은 

과거 약 45년 동안 국책은행으로 소기업을 심으로 

비즈니스를 운 해 왔지만 2009년을 후로 약 5년 동

안 집 인 비즈니스 략 방향을 수정하여 자체 인 

자  조달을 한 리테일 마 을 강화하고 제반인

라 투자  랜드 명을 변경할 정도로 소기업 상

에 국한된 로컬 은행이라는 이미지 변경에 많은 힘을 

써왔다. 

기존에 IBK기업은행이 개인고객확보가 어려웠던 

은 자 운용에 있어 소기업지원이라는 특수목 에 

따라 설립되어 다른 시 은행 보다 개인고객을 확보할 

채 과 유통 략은 상 으로 주요 핵심 략이 아니

었기 때문이다. 개인고객이 선호하는 입지 조건과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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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쟁력 역량강화는 략  우선순 가 아니었

기 때문에 개인고객 상 업 마 은 후발주자인 신

한은행과 하나은행보다 업 포 규모와 개인 융마

 노하우 면에서 부족했다. 개인고객에게 요한 비

가격요소를 포함하는 기술  서비스 한 국책은행이

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 은행 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이었다. 

그러나 융시장 유동성 기, 소기업신용 리스크

완화, 민 화라는  기감에 직면한 은행은 핵심 

사업으로 개인 융 강화 략을 선택하고 최근 5년  

부터 규모  마  역량강화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마 역량 개발을 시작하 고, 그 에 소셜 

미디어 채 도 포함되었다. 담당자는 소셜 미디어가 은

행 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마  툴로 정의했

다. 온라인 마 과 소셜 미디어 마 과의 차이 을 

구분함으로서 은행의 마  채  안에서의 소셜 미디

어를 략  툴로 정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체계 인 

로세스에 따라 소셜 미디어 구축 략을 수립했다. 

무엇보다 먼  상에 한 분석부터 실시했다. 일반

으로 소비자들의 은행 선택기 은 업 의 물리  

거리, 여통장의 주거래 유무, 렴한 수수료, 은행 

랜드 이미지 순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의 

경우 은행별 업 포는 총 561개로 국민 (1,197개), 신

한 (925개), 우리 (890개), 하나(650개) 은행에 비해 

근성이 떨어지는 실이었다. 이에 해 담당자는 아래

와 같이 설명했다[25].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보수  색채가 강하다

는 을 가장 부담스러웠고, 고객이 생각하는 최우선 

은행 선택 기  요소  당행은 근 성에 취약 을 가

지고 있다.” 

은행의 랜드인지도 한 최 상기도(TOM)가 

4.0%에 수 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해 소셜 미디어 담당자는 온라인 채  확 로 고객과

의 물리  거리를 극복하고, 온라인 채 을 통한 홍보, 

고객과의 소통  랜드 마 을 강화를 한 구체

인 소셜 미디어 략 방안을 개했다.

두 번째 단계로 운 자, 담부서를 설치했다. 단순 

회사 정보 제공을 한 홍보, 고객 상담 수의 수동  

응, 극 으로 사용자와 소통으로 소셜 미디어의 활

용분야를 세분화하고 업무를 총 할 부서를 홍보부, 

CS부, 온라인 마 부의 후보 에서 소셜 미디어에 

한 높은 이해도가 있고, 홍보, 마 , 기 리, 고객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마

부서가 소셜 미디어를 담당했다. 이에 해 기업은행 

멀티채 부 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셜 미디어가 고객 소통채 로 확실하게 자리매

김해 정 인효과를 보고 있으며, 문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략과 운 을 담하는 을 추가로 만들 

정이다. 내부 인트라넷과의 연동, 본부 각 부서의 트윗  

계정 설치 등 지 까지와는 다른 사 인 고객 소통  

채 로 활용할 정이라며 고객과 통하는 은행으로 거

듭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 사내 소통문화를 개선으로 공감 를 

형성했다. 행원들의 사용을 독려하기 해 CEO의 트

터 계정부터 개설했다. CEO의 극 인 트 터 사용으

로 행원과 CEO, 부서간도 원활한 소통도 증가했다. 블

로그, 페이스북 콘텐츠 제공자로 행원들의 참여를 확

하여 은행내 공감 를 구축했다. 이를 해서 사내 블

로그 필진 25명의 필진으로 구성하며 타부서간 소통강

화, 교류  업 확 에 주목 을 두고 부가업무 발생

에 한 보상체계도 보유했다. 은행 내부 으로 소셜 

미디어 활성화를 하기 이 에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을 용하여 사 으로 은행의 평 험을 보호하

고, 고객과의 올바른 소통을 한 콘텐츠 품질 리를 

비 했다. 은행권 최 로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소셜 미디어 채 을 개발 인 후발 은행에

게도 온라인 평 리의 요성을 알린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 단계로 소셜 미디어 운  노하우를 공유하기 

해 소비재  서비스 기업의 업 네트워크에 참여했

다. 통 으로 채권기 과 기업 간 거래 목  이외에 

일반  정보 교류에 패쇄 인 특성을 감안하면, IBK기

업은행의 참여  태도는 격 으로 했다. 매일유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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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피자, 동원참치  , 한한공,  KT, 이마트로 구성된  

소셜 미디어 담당자 연 에서는 업무지식 교류 뿐 만 

아니라 일반 트 터 사용자에게도 소셜 미디어 마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 기업간 공동 이벤트도 기획하

여 외 인 인지도를 확 했다.

다섯 번째 단계로 IBK기업은행은 소셜 미디어 채  

확장을 시작했다. IBK기업은행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

와 계 맺기가 용이한 트 터를 먼  운 하 고, 블

로그, 페이스북 채 로 차 확장했다. 블로그는 사내외

에서 필요한 소셜 미디어 콘텐츠 ( : 은행내부 사보, 

고객용 뉴스 터 등)를 개발하는 소셜 허 (Social 

Hub) 차원에서 구축하 고 은 세  이미지의 블로그 

콘셉트, 명칭, 메뉴로 사용자 환경 (User Interface)을 

심으로 개발했다. 블로그에서 개인고객 유치  계좌 

개설 활성화 략 차원에서 친근감 있는 이미지와 함께 

은행 상품  서비스 이벤트를 극 으로 추진했다. 

표 2. 기업은행이 이용중인 인터넷매체에서 소셜 미디어 
     채널 포지셔닝 및 평가 현황

채 주요역할 평가기

마이크로 
사이트

▪ 캠페인 전반의 주제를 포
괄

▪ 콘텐츠 및 체험을 위한 
   플랫폼
▪ 브랜드/제품 정보
   엔터테인먼트 제공

▪ 단일컨셉의 일관된 전달여
부

▪ 사용자 참여 및 행동유발
▪ 트래픽망

배너 광고
▪ 플랫폼사이트로의 유입
▪ 노출을 통한 브랜드 
   메시지 전달

▪ 클릭률 (CTR)
▪ CPM
▪ 브랜드메시지 전달력

검색
마케팅

▪ 플랫폼사이트의 가시성 
   개선
▪ 관심있는 타겟 소비자에 
   옳은 정보 전달

▪ 검색 결과 효용성
▪ Share of Voice (SOV)

Viral
마케팅

▪ 호기심유발, 버즈 극대화
▪ 온라인 캠페인에 대한 
   기대감 증폭

▪ 자극/논란성/반전/간결한 
   메시지
▪ 공유의 용이성
▪ 브랜드이미지와의 합치

소셜
미디어

▪ 소비자가 즐겨 찾는 
   소비자의 공간 활용
▪ 전략적인 계획 하에 
   캠페인 진행
▪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

▪ 타겟과의 합치성
▪ 확산/공유 과정
▪ 유입자 수

프로모션/
이벤트

▪ 타겟의 주목 유도
▪ 캠페인에의 즉각적 참여 
   유도

▪ 브랜드/제품과의 합치성
▪ 전체 온라인 캠페인과의 
   합치성
▪ 즉각적 행동 유발 여부

블로그 콘텐츠 개발은 소셜 미디어 담당자 이 외에 

은행의 다양한 내부인 자원을 활용했다. 본 과 업

장의 신입행원 필진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필체로 작성하고, 융상품, 재택크, IT

기술 등 문 정보는 련부서인 상품개발부서, 문 

라잇뱅커, IT담당자가 원고작성을 담하고 있다. 이

는 고객과의 활발한 커뮤니 이션 공간을 지향함으로

서 단순한 정보제공을 한 방편보다 고객과의 다양한 

직원의 정보 을 확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 운 기부터 성과 분석 체

계를 도입했다. 분석결과의 보고  신규 콘텐츠 개발

에 활용할 범 에 맞게 구축형 신 분석용 서비스를 

선택하고 문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분석 로그램

을 사용했다. 실시간 소셜 미디어 담론 모니터링을 쉽

게 하는 Twhirl과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  콘텐츠를 

총  리가 용이한  Hootsuite, 기존의 트 터의 

화 내용을 자동 장하고 리와 분류가 가능한 마이크

로소 트 아웃룩 (MS Outlook)의 기능을 이용하 다. 

한 성과분석 용도로 Twitter Analyzer, Twitter 

Counter를 사용하며,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니즈 변화  기와 쟁 사항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은행이 직면한 외이미지  랜드의 취약  분석

을 통한 략개발, 담 조직선정, 내부소통  공감

형성 (CEO참여), 사내외 네트워크 구축, 채 확장, 성

과분석으로 IBK기업은행은 고객 소통채 로 주목받

고 새로운 마 과 홍보수단인 소셜 미디어 채 을 도

입 했다.

3. 관계지향적 소셜 미디어 운영전략
IBK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시 은행의 개인 융 략

은 거래지향에서 고객 계 략으로 변경되고 있다. 

2008년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이후로 소비자들의 선

택할 수 있는 융상품과 기 이 확장되면서 은행이 고

객확보  유지를 한 마 략이 고객지향 주로 

더욱 집 되고 있다[26]. 통 으로 은행은 지불결제

계좌를 통해 고객을 묶어두는 ‘포획효과 (Captured 

Effect)'를 려온 반면에 복수의 융기  선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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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재 시 에선 은행 거래의 상황  선택 기 은 

과거의  기 이었던 ‘주거래’ 개념이 불분명하게 

보인다. 은행의 면  창구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은행원과 직원사이의 더 호의 인 고객 행동은 계지

향성에 많은 향을 받는다[27].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고객, 은행원, 은행 사이에 형성되는 고객지향성 평가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IT 정보통신의 발달로 은행은 비 면 채  거

래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은행창구 이용률 수 은 13.8%이었으며, 

IBK기업은행은 거래고객의 창구 이용률이 8.8% 수

으로 은행평균 비 5%p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IBK

기업은행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은행 체 거래에서 인

터넷뱅킹과 텔 뱅킹이용률이 지속  증가하여 은행의 

체 거래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41.3%이며 텔 뱅

킹은 10.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평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35.4%에 비교 하면 IBK기업은행

의 비 면 거래는 상 으로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진

다[28]. 

비 면 비 이 높은 IBK기업은행은 면창구와 같이 

친근함을  수 있고, 창구거래에 가능한 기능을 새로

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보완하는 경쟁우  략 선택

했다. 면창구 은행원의 친 도에 따라서 형성되는 기

업이미지 특성을 비 면 용하 고, 더불어 온라인이

라는 네트워크  요소를 고려한 상황  특성에 맞는 

계지향  마 을 추진했다[29].

3.1 신뢰 구축 전략  
Schurr and Ozanne은 신뢰를 ‘상 방의 말이나 약속

이 믿을 만하고 교환 계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

음’이라 정의 내렸다[30]. Morgan and Hunt는 ‘교환

계에 있는 상 방에 한 믿음과 정직함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1]. 따라서 신뢰는 믿을 수 

있는 교환 계를 가능  하는 요한 요소이다. 신뢰가 

소셜 미디어에서 요한 것은 온라인상에서 발생 가능

한 불확실성을 상쇄하여 고객과 안정 이고 지속 인 

계를 증가시키는 약속의 성실함을 믿는 정도를 말한

다.

IBK기업은행은 소셜 미디어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해 무엇보다 운 자 설정에 을 맞췄다. 6살 딸을 가

진, 30  후반의 기업은행 온라인 마  문가인 

양성수 과장을 강조했다. 가정 인 가장의 모습으로 

IBK기업은행의 소셜 미디어 캐릭터의 설정 한국 실정

에 맞는 일반 이며 개인화된 가상의 캐릭터를 설

정했다. 

그림 6. 트위터 운영자 소개글

이는 안정 인 가정  가장의 모습을 통해 친근하게 

화할 수 있다는 략  설정으로 화의 성격과 억양

도 이러한 컨셉에 따라 설정되었다. 친근하고 신뢰 있

는 캐릭터로 은행 랜드 이미지로 연계하여, IBK기업

은행의 소셜 미디어 캐릭터의 설정이후 캐릭터의 계

에서 발생하는 개인 인 일들을 자연스럽게 트 터에

서 노출함으로써 운 자에 한 명확한 치설정도 함

께 했다. 

신뢰 계가 갖춰지기 힘든 비 면의 특성을 고객들

이 쉽게 연상하고, 실제 한 년이 신뢰감이 느껴지는 

은행원과 화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캐릭터 설

정 하고,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어투 등으로 고

객과 화를 시작했다. 

3.2 감정 이입 전략  
마 에서 감정 이입법은 다양한 학문  심과 해

석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타인의 감정을 

아는 것[32], 타인의 감성을 정확하게 느끼는 능력 [30], 

타인의 감성을 아는 것[33], 타인의 억압에 동정하는 것

을 반 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34]. 

감정이입에 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정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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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리하는 조화상태 혹

은 감정의 조화와 반응의 결합’ 이다[36]. 한 감정이

입은 ‘두 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정도’ 혹은 ‘다른 사람의 으로 다른 사람

의 욕구와 목 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 

내려진다[22]. 감정이입은 두 당사자 간의 정 인 

계를 형성하고 발 시키는데 필요한 요소 인 것으로 분

석된다[22]. 기존의 많은 감정이입 련 연구는 직  

면 상황에서 감정이입을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온

라인에서도 실제감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감

정이입도 가능하여 지고 있다[35].

IBK기업은행은 소셜 미디어에 감정이입을 해서 블

로그의 콘텐츠 개발원칙을 사람냄새 나는 친근한 성격

과 억양을 활용했다. 이를 해 트 터와 페이스북은 

입소문(Word of Mouth) 마 의 기본은 화자 간에 

한 신뢰와 친 함을 강조했다. 특히 트 터에서의 화

는 되도록 1인칭 화법 (제가, 는)을 사용하도록 유도

하 고, 기업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인 인 느낌을 달

하고 지속 인 화로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소셜 미

디어 채  상에서 성격과 억양은 한 친 하고, 인간

인 말투로 딱딱하고 보수 인 IBK기업은행 이미지

를 벗고, 감성 인 화를 병행했다. 친근감 있는 표

으로 정  소통을 이끌기 한 노력에 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트 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업으로 인식하게 되

면 장벽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기업 트 터 자체가 사

람임을 강조하려고 노력해야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트 터를 통해서 화자의 1인칭으로 다소 가벼운 말로 

아침 인사, 심 인사, 녁인사를 신조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한 IBK기업은행 소셜 미디어의 상황  요

인이 방문자가 감정이입에 잘 수 하고 인사에 한 답

변이 발생하고  방문자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먼  인사

말을 건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림 7. 트위터 대화창

3.3 가치 공유 전략  
가치공유는 ‘ 트 들이 특정 행동, 목  그리고 정책

의 요성, 합성, 옮음을 단하는데 있어서의 공통으

로 가지고 있는 신념의 정도’로 정의 내려진다[28]. 가

치공유란 조직의 이념  규범을 포함한 조직가치 을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개인가치 과 일치시켜 이를 내

면화하는 것을 말한다. Evans and Laskin은 재 혹은 

잠재고객들과의 장기 인 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구매자와 매자 사이의 공통된 목 이 존재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38]. 

사용자들과 소통을 해서 홍보가 아닌 정보와 재미

를 달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상품과 서비스 련 홍보

도 다수가 원하는 내용이라 생각하면 좋은 정보로 변한

다. IBK기업은행이 소셜미디어 채 들을 통해 달한 

기업홍보성 정보의 로 ‘핸드폰 결제통장,  은행 수

수료 무료 최고 리 3.5% 제공’, ‘평생계좌 서비스-핸

드폰, 학번, 군번 등으로 계좌번호 추가 가능’과 같은 상

품구매를 홍보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상품기능에 

을 두고 보낸 트 터와 블로그 메시지에 해서 고객은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로 생각한다. 한 ‘기업은행 모든 

업 에 무료 와이 이존 구축  아이폰 충 기 배

치’ 등의 서비스 홍보 역시 포의 근 성이 떨어지는 

기업은행을 찾게 하고 업 을 방문을 유도한다. 이벤

트 홍보는 단순한 재방문 는 강제성 있는 소셜 계 

맺기를 지양하고 기업 랜딩과 재미를 주는 이벤트로 

소셜 미디어 콘텐츠 달 방향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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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품과 매장소개를 연결하는 블로그 정보

3.4 유대 전략  
한상린은 유 를 ‘어떤 계  교환에서 당사자들을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고 정의 하 고[39], Sin

은 유 감은 양 당사자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통일된 

방식으로 행동하 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며, 장기 인 

구매자- 매자 계를 해서는 유 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유 감을 고취시키면 계에 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유발되고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22]. 따라서 유 강도에 따라서 행동  요인이 발생되

고 동일한 가치제공의 선택상황에서도 계의 지속성

과 일반  유 계에도 정  심을 나타낸다[40].

담당자는 소셜 미디어에서 강한 유 감을 만들 수 있

도록, 가볍게 화할 수 있는 공동의 여 주제를 선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와 

월드컵 등 국민스포츠, 연애, 싱  라이 의 심사 가

족, 사는 얘기 등을 주로 화했고, 블로그 콘텐츠로 제

공 했다. IBK기업은행은 팔로워와의 유 계를 가지

기 해 온/오 라인 미 도 소집했다. 

    

그림 9. 고객참여 유도 이벤트 

2010년 6월5일 스페인 월드컵 평가 새벽경기에서 스

페인과의 월드컵 평가  상 수를 트 터 메시지를 

달하는 사람을 추첨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하

기도 했다. 오 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은행 블로그

와 페이스북 방문자, 트 터 팔로워들과 지식과 흥미를 

제공하며 유 계를 유지했다. 

IBK기업은행은 소셜 미디어 커뮤니 이션을 통해 

의 심사를 비편향  자세로 임했다. 특히 정치, 종

교에 해선 언 을 하지 않고 사회 공통  심사 일

부는 이야기 하는 미디어 역할도 한다. 고객의 심사

를 기업은행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공유하기 해 질문

과 응을 극 으로 교류한다. 고객의 칭찬 에도 

답변 한다. 이에 담당자는 “ 희는 희 은행 얘기, 거

창한 얘기에 얽매지이 않습니다. 개인사용자에 맞춰 그

들의 심사를 소통합니다.” 라고 말한다.

3.5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뮤니 이션은 ‘구성원 간의 의미 있고 시기 하

고 형식  는 비형식  정보공유와 정보교환’으로 정

의 내려진다[22]. Anderson and Narus는 경로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형성된 계로부터 이익 실 의 기회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41]. 

아직 소셜 미디어를 운 하지 않고 검토 인 다수 

회사는 소셜 미디어로 고객과 소통하면,  하나의 

VOC 창구로 되어 기와 쟁 이 공존될 가능성을 제

일 우려 한다. 특히, 감독기 으로부터 고객민원 부문을 

감독받는 융기 에선 새로운 커뮤니 이션 채 이 

만들어지는 것을 크게 반겨하지 않는다.  은행 내부에

서도 운 이 에선 ‘민원창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이 굳이 나서서 소통을 해야 하나?’ 등의 

우려가 높았다고 한다. 

실질 으로 IBK기업은행 역시 소셜 미디어 채 들을 

통해 민원성 항의들이 발생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달된 민원은 콜센터, 업 에서 수되는 형태의 것

이 아닌, 고객들의 생각과 활동이 여과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한 악성 민원은 동질의 심사를 가

진 사람이 뭉칠 수 있는 험도 있었다. 한 사례로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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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정신문사의 신문을 치워 달라.’는 여성의 메시

지가 트 터를 통해 수되었고, 이런 사례는 소셜 미

디어로 확산되자 IBK기업은행 팔로워는 동 신문을 치

워달라는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1인 시 와 계좌인

출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수했다. 담당 에서는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그 내용을 알리자고 결정하여, 해당 

업 에 바로 달하여, 신문을 치워주겠다는 약속하

고 응 하 고, 이런 화가 트 터 타임라인을 통해 

흘러가자 사용자들은 이를 흥미 있게 보고, IBK기업은

행의 팬들은 감탄  칭찬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다. 

이후 유사한 종류의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담당자들

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민원에 한 솔직하고 투명한 답

변은 고객들에게 더욱더 신뢰감을 다고 단하여 더 

솔직하게 응하는 자세로 임했다. 결국 민원이나 고객 

불만의 메시지가 고객과 팬들이 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더욱더 고객에게 솔직한 소통을 하면, 해당기업에 한 

충성도  선호도는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3.6 상호의존 전략  
Ganesan에 따르면 신뢰와 의존성은 기업과 고객 간

의 장기 지향 략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 인 역할

을 한다고 했다[19]. 기업에서 고객과의 상호의존 략

은 수평  계에서 상생의 길을 찾기 한 방안으로 

사용되는 추세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정보교류의 상호

의존은 고객의 화에 스스로 참여의지가 있는 부문을 

기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문제  개선과 홍보

에 활용하는 기회가 많다.

은행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이 달하는 메시

지보다, 고객의 질문에 한 답변을 메시지로 재구성할 

때 심도가 높아진다는 을 알았다.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최 한 살려 은행은 고객과의 화에 참여하고 

고객의 메시지 경청에 극 으로 모니터링하고 응

한다. 따라서 고객의 질문을 소셜 미디어 콘텐츠로 개

발하여 고객에게 소셜 미디어 채 로 질문하도록 자발

 유도를 한다. ‘트 터로 스스로 느낀 불편한 , 불

만, 개선 , 칭찬할 들에 해 아무런 제약이나 거리

낌 없이 털어 놓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본 고객들은 

IBK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의

도로’ 생각하게 되고 해결과정은 개선 을 찾아내 고객

이 언 한데로 실행하는 사례를 자주 개발했다.

IBK기업은행 소셜 미디어 채 들로 고객의 칭찬이 

자주 들어온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을 다른 고객에게 

알리고 서로 상호보완 으로 활용한다. 로 기업은행 

트 터 담당자에게 ‘참 친 하다’고 평가한다. 짧고 간

단한 고객의 칭찬이지만 소셜 미디어 이 에는 한명의 

직원만 듣게 되고 사라지는 말에 그치지만 소셜 미디어

에서의 고객의 한마디는 기업은행의 소셜 미디어 사용

자뿐만 아닌 도 그 소식을 해, 친 한 은행 이미

지가 만들어진 결과다. 고객과 기업간의 상호작용  

고객의 자발 인 참여가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특히, 이러한 상은 랜드 워가 

높은 회사일수록 자주 일어난다. 기업은행은 아직 로

벌 랜드 회사보다는 약소하지만, 국내 융권 소셜 

미디어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고객과 회사 간의 상호의

존  시 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사례분석을 통해 결과 계지향 활동, 팬층 확보  

고객의 애호도 증 , 신규  재 구매, 는 지인 추천에 

이르는 마 의 기업성과와의 계를 단편 으로 보

여주고 있다. 즉, IBK기업은행은 계지향  마  활

동으로 고객들과 우호 인 계형성과 함께 기업이미

지 개선효과에 향이 주었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지각, 충성도, 그리고 결과 으로 실제 인 구매행동에 

정 인 향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한 소셜 미디어 마  략 수립 시에는 상 분

석을 통한 방향성 수립과 함께 마  상자의 타깃규

모, 특성과 니즈를 함께 악하여 사가 활용할 수 있

는 홍보  PR수단으로 기업사용자 범 를 확 하고, 

담 이 배치되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는 

시사 을 도출 사내외 공유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마 의 효과를 측정하여 고객들의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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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고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이 

요한 요건임을 살펴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를 운 하

고 자하는 기업은 채 특성에 맞는 계 지향  마  

활동이 필요하다. 본 사례는 다이 트 업, 고 노출 

 가상품의 인터넷 채 믹스 과다한 투자 보다는 진

정성을 가진 소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투자를 통

해 기업이미지와 잠재고객 확보에 유리하다는 시사

을 간 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문화, 고객의 수용도, 략에 따라서 소셜 미

디어 활용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극 인  소통기

반의 소셜 미디어 마 을 해서 계지향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 단순정보제공채 로서 리목 의 부

가 인 고채 로 운 할 것인지에 한 명확한 략

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융비즈니스의 계마  활

동은 극 으로 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채 의 응

력이 차 높아지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기반 경제하

에서 실질  고객 자산보다 계형성으로 축 되는 우

호 인 잠재고객도 회사의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 다. 특히 부분의 기업들은 고객의 자산이 회사

의 자산화 되는 상품 매 활동만이 마 의 업무로 여

겨지는데 반해 소셜 미디어에서는 고객과 회사, 고객과 

잠재고객, 잠재고객과 회사 간의 사소하지만, 솔직한 

계형성으로 통해 기업이미지 개선과 잠재고객층 확보

에 따른 성과가 증 된다는 을 이해할 수 있다. 

Heffernan은 은행분야에서 직원과 고객 사이에 신뢰 

형성과정에 한 연구에서, 의존성, 지식, 그리고 기

가 신뢰에 향을 미치며 신뢰와 감정  지성 사이에 

상 계가 있음을 검증했다.  오늘날 융, 서비스업에

서 계지향  마 은 매우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

고 있다[24]. 이에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마 을 활

성화 는 시작하는 회사에 을 맞추고 구축 로세

스와 운 략을 분석하여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계지

향  마  략에 제시하여 계지향  서비스 요소

가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애호도의 증 에 따른 기업

소셜 미디어 마  략  차원의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계 지향  소셜 미디어 마 에 한 

이론  설명과 실무 인 측면에서의 구체 인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나, 소셜 미디어 마

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례연구가 진행되

어 기업성과에 미치는 결과 요인 제시의 한계를 가진

다. 한 기업의 계지향  마 은 계자산과 수익

성 창출의 매개체로 작용하나 연구에 활용할 성공 척도

의 부재로 소셜 미디어 마  활동과 기업성과의 경로

와 상 성의 구조화  방향 제시를 못했다. 

특히 본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 으로 정립되지 못한 

이론  배경을 가지는 연구주제로써의 한계와 단일 사

례 연구로써 특정 기업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은행과 경쟁하는 다양한 융기 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구자들은 보험 는 증권사 소셜 

미디어 마 의 교차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이론 인 

부분과 실무 인 측면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발  연

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융산업권 내 소셜미디어 

마  략의 성공요인을 일반화하고, 그에 따른 성과

요인과의 인과 계를 증명하는 실증연구로의 발 을 

통해 융기업들이 범용할 수 있는 모델  제안을 한 

발  연구 개를 이룰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박찬욱, “데이터베이스 마 의 실행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 한국은행들을 

심으로" 마 연구, 제14권, 제2호, pp.45-68, 

1999.

[2] Burson-Marsteller, “2011 Global Social Media 

Check-up,” Burson-Marsteller Conference, 2011.

[3]이강호, “기업의 트 터 활용유형에 따른 도입방

안에 한 연구", 기업경 연구, 제18권, 제1호, 

pp.279-297, 2011.

[4] 조창환, 성윤희, 한경정, 권택주, 최원 , “트 터 

이용행태 분석: 이용자 향력과 기업이용행태를 

심으로”, 고연구, 제88권, pp.98-126, 20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1474

[5] R. Lariscy, E. Avery, K. Sweetser, and P. 

Howes,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Online 

Social Media in Journalists' Source Mix,” 

Public Relations Review, Vol.35, pp.314-316, 

2009.

[6] Edelman, Edelman Barometer 2010 10th ed. 

2010.

[7] A. Kaplan and M. Hanenalein, “Users of the 

World, Unite! The Challenge and Opportunities 

of Social Media,” Business Horizons, Vol.53, 

No.1, pp.59-68, 2010.

[8] 최민재, 양승찬, “인터넷소셜미디어와 리즘”, 

한국언론재단, 2009.

[9] B. Solis and D. Breakenridge, “Putting the 

Public Back in the Public Relations: How Social 

Media is Reinventing the Aging Business of 

PR,” FT Press. 2009.

[10] 김종래, “소셜 미디어 시  PR 략" 2010 한국 

PR 회 소셜 미디어를 통한 효과  국민소통 세

미나 발표집, 2010.

[11] B. Boyle and R. Dwyer, “The Influence 

stratgies in Marketing Channels, Measures 

andn Use in Different Relationship Structures,” 

J. of Marketing Research Vol.29, No.4, pp.462-463, 

1992.

[12] D. Narayandas and V. Rangan, “Buidling and 

Sustaining Buyer-Seller Relationship in Mature 

Industrial Markets,” J. of Marketing, Vol.68, 

No.6, pp.63-77, 2004.

[13] Aite Group, EFMA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Social Media at the 

starting blocks : A look at financial institu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p.1-34, 

2010(11).

[14] 하나 융연구소, “트 터, 페이스북 등 SNS가 

융에 주는 향”, 하나산업정보, 제58호, pp.1-18, 

2010.

[15] N. Sheth and A. Parvatiyar, “Relationship 

Marketing in Consumer Marke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Fall pp.255-251, 1995.

[16] 한 수, 김 이,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의 웹 근

성 평가”, 감성과학, 제12권, 제4호, pp.481-488, 

2009.

[17] 한국인터넷커뮤니 이션 회, “기업소셜 미디어

운 황 조사보고서”, 2010.

[18]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한 설문조사  

    www.ebizstory.com

[19] S. Ganesan, “Determinations of Long-Term  

 Orientation in Buyer-Seller Relationship,” J. of 

Marketing, Vol.58, No.4, pp.1-19, 1994.

[20] R. Yin, “The Case Study as a Serious 

Research,” Science Communication, Vol.3, 

pp.97-114, 1981.

[21] N. Woods and M. Catanzaro, Nurs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St. Louis, Washington DC, 

Toronto: The C.V. Mosby Company, 1988.

[22] L. Sin, A. TSE, O. Yau, J. Lee, and R. Chow, 

“The Effect of Relationship Marketing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in a 

Service-Oriented Economy,” J.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23, No.4, pp.255-271, 

2002.

[23] 소기업은행, 제50기 사업보고서, 2010(12).

[24] IBK기업은행, 2010 Annual Report, 2011(3).

[25] 융감독원 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계 경 정

보 http://fisis.fss.or.kr

[26] 김동원, “고객의 에 비친 은행 업", 국은행

연합회, The Banker 4월호, pp.12-14, 2011. 

[27] T. Heffernan, G. O'Neil, T. Travaglion, and M. 

Droulers,  “Relationship Marketing: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Trust on Bank 

Performance,” International J. of Bank 

Marketing, Vol.26, No.3, pp.183-199, 2009.

[28] 한국은행, “2010년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

용 황”, 2011.



금융기업의 관계지향적 소셜 미디어 마케팅 성공 전략-IBK 기업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475

[29] 박세 , 김용만, 호문, 서희정, “ 로농구 팬의 

여도 로 일이  동일시, 기업동일시  기

업이미지에 미치는 향", 한국스포츠산업·경

학회지, 제12권, 제1호, pp.57-70, 2007.

[30] H. Schurr and L. Ozanne, “Influences on 

Exchange Process: Buyers' Preconception of a 

Seller's Trustworthiness and Bargaining 

Toughness,” J. of Consumer Research Marketing, 

Vol.11, No.4, pp.939-953, 1985.

[31] M. Morgan and D. Hunt, “The Commitment- 

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 of 

Marketing, Vol.59, No.3, pp.20-38, 1994.

[32] W. Ickes, L. Stinson, Y. Bissonnette, and S. 

Garcia, “Naturalistic and Social Cognition: 

Empathic Accuracy in Mixed-Sex Dyad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pp.730-742, 1990.

[33] R. Levenson and A. Ruef, “Empathy: A 

Physiological Substrat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3, pp.234-246, 1992.

[34] N. Eisenberg, R. Fabes, M. Schaller, and A. 

Miller, “Sympathy and Personal Distress: 

Development, Gender Difference, and Interrelations 

of Index,” Empathy and Related Emotional 

Response, N. Eisenberg, e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9.

[35] 이한석, 이희정, “항공서비스와 온라인 감정이입

의 계에 한 탐색  연구", 한국항공경 학회, 

춘계학술발표 회, 한국항공 학교, 2010.

[36] J. Stiff, J. Dillard, L. Somara, K. Hyun, and C. 

Sleight, “Empathy, Communication and Prosocial 

Behavior,” Communication Monographs, Vol.55, 

pp.198-213, 1988.

[37] 이한석, “온라인 상황에서 감정이입의 역할  

향요인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 학 논

문, 2010.

[38] R. Evans, and L. Laskin, “The Relationship 

Marketing Process: a Conceptualization and 

Application,”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23, No.5, pp.439-452, 1994.

[39] 한상린, “구매자-공 자 계에 한 개념  연

구”, 충남 학교 경 논집, 제12권, 제1호, 

pp.163-175, 1996.

[40] E. Lawler, “An Effect Theory of Social 

Exchange,” American J. of Psychology, Vol.107, 

No.2, pp.321-352, 2001.

[41] C. Anderson and A. Narus, “A Model of 

Distributor Firm and Manufacturer Firm 

Working Partnership,” J. of Marketing, Vol.54, 

No.1, pp.42-58, 1990.

저 자 소 개

노 은 직(Eun-Jik Ro)                     정회원
▪1994년 2월 : 성균 학교 농업

경제학과(경제학사)

▪1997년 9월 : 美오하이오주립  

농업경제학과(석사)

▪1999년 12월 : 美펜실바니아주립

 농업경제학과 (박사수료)

▪2009년 9월 ～ 재 : 서울과학종합 학원 경 학 박

사과정

 < 심분야> : 경 략, 마 략, 디지털미디어

김 보 영(Bo-Young Kim)                    정회원
▪2002년 2월 : 이화여자 학교 

정보디자인학과(석사)

▪2008년 8월 : Brunel University 

디자인경 (박사)

▪2008년 11월 ～ 재 : 서울과학

종합 학원 학교 교수

 < 심분야> : 마 략, 디자인마 , 랜드경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