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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사례 : 브랜드 홈피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애니콜 홈페이지 가운데 네티즌 평균 방문객이 더 많은 곳은 어디일까? 당연히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홈페이지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정답은 반대이다. 애니콜 홈페이지 방문객
이 훨씬 더 많다. 랭키닷컴(www.rankey.com)에 따르면 2005년 11월 첫째 주 애니콜 홈페이지 애니콜
랜드의 일평균 방문자 수 는 11만8000여명이고, 삼성전자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절반이 조금 넘는 7만
6000여명으로 나타났다.

매경이코노미, 2005년 11월 23일

방문자 20만명 증가
구입건수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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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를 바라보는 관점

Partner

Suppliers
(시장점유)

Customers(만족)

제품/서비스 등

화폐, 정보 등

교환(exchange)

• STP
• 4P
• SCM

• 정보탐색과정
• 구매의사결정과정

체험 (experience)

참여 (participation)

관계 (relationship)

• RM, Customization
• 4C
• 상호작용 관리

• Community
• P2P
• 구전
• Viral

전통적 환경

디지털 환경 : 인터넷, 모바일, 유비쿼터스

Customers(성공)

Partner

Suppliers
(고객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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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커뮤니티와 브랜드

돌아온 커뮤니티

전통적 커뮤니티 연구

→ 사회학자, 철학자 : 어떻게 사회가 가능한가?

커뮤니케이션 기술, 통신 기술, 정보 기술 발달로 커뮤니티

개념 변화

→ 커뮤니티 의미 확장

→ 커뮤니티는 더 이상 지역에 의해 제한 받지 않게 됨

왜 브랜드인가?

기능과 이성 중심에서 관계와 감성 중심

브랜드 : 생산자 차별화 개성 관계

컬트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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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와 브랜드 커뮤니티

커뮤니티 정의

기원

― cum (together) + munus (obligation)

― cum (together) + unus (one)

브랜드 커뮤니티 정의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 만든 특화된 집합체' (Muniz & 
O'Guinn, 2001)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용자들이 인지적, 감정적, 물질적
자원을 공유하고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공간 (유창조, 
정혜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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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우리가 남이가 ! 공유의식(shared consciousness)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를 기반으로 브랜드에 대해 중요한
연결을 느끼고, 다른 구성원들과 강한 연결을 느끼는 것

다른 브랜드 사용자 사이를 구분, 대항적 행동

ㅅㄱㅇ 의례와 전통(rituals and traditions)

다른 커뮤니티와 차별성

커뮤니티의 역사, 커뮤니티 의식과 의례, 커뮤니티 상징물, 커뮤니티
스토리 등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 도덕적 책임감(sense of 

moral responsibility)

전체와 개별 구성원에 대하여 느끼는 의무감

유지 존속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 참여, 새로운 구성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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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커뮤니티 형성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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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모임형 기업후원형 소비자기업형

기업주도형 컨설턴트형 매니아중심형

B : 브랜드, C : 고객, M : 마케터
P : 제품 , FC : 핵심고객, Co : 소비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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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모임형 : 
http://www.nexam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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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후원형 :
http://www.luxamo.net/

기업(CEO)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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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iknowswing.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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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yworld.com/kt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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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업형 : 
http://www.esem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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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업형 : 
http://www.sm5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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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urbak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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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도형 :
http://www.anycall.com/

다양한 마케팅 활동
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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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도형 : 
http://www.100sejum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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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마케터)형 :
http://www.h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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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매니아중심형 커뮤니티들

1997년도 1기를 시작으로 2004년도 기준 7기까지 운영. 매기 100명씩을 선발하여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생 대상의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이트

올해 대학생 광고전의 수상작들로 실제 광고를 제작할 예정. 지난 5월 1,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광고공모전에서 4편의 수상작을 선별, 기획안을 실제 TV-CF로 제작 중.해태제과

최근 발대식을 한 KTF '모바일 퓨처리스트'는 전국 대학 오피니언 리더들을 활용한 대학생 활용 프로그램.
선발된 학생들은 KTF가 실시하는 각종 서비스와 신제품을 미리 체험, 평가하며 각종 행사와 기획에 참여.KTF

지난 2000년부터 대학생 기자를 선발, 문화잡지 ‘스타팅 라인’을 분기별로 출간해 전국 대학에 배포.
현재 홍보실에서 사보를 담당하고 있는 남모씨의 경우 이 잡지 기자 출신으로, 입사시 경력을 활용한 사례.효성

최근 여대생들을 집중 타겟으로 ‘케라시스샴푸 마케팅 공모전’을 진행.
이 대회에는 전국 43개 대학에서 총 110개 팀이 응모, 고객맞춤마케팅(CRM)전략 등의 마케팅 기획
실력을 평가. 이후 2차 심사에서는 8개 팀이 실제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실시.

애경

'대학생 상품기획마케터'는 대학생들이 실제 신제품 기획과 판매 과정을 배우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상품기획 회의 때 아이디어를 제시.샤프전자

'대학생 아이디어 그룹'은 1기 그룹이 노트북PC 광고소재 개발, 정보기술(IT) 제품군 프로모션 아이디어
개발 등에 활발하게 참여. 2기 그룹은 회사측에서 전문가를 통한 마케팅 교육을 제공하고 실무
프로젝트에도 참여시키는 등 실무 참여형 모니터링 그룹으로 운영할 계획.

삼성전자

Target Customer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화하여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려는 기업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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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커뮤니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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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커뮤니티 성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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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커뮤니티와 소비자행동

브랜드 커뮤니티를 통행 소비자 참여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단계

―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up-selling, cross-selling 

― 구매 후 행동 : 구전

마케팅 활동

― STP

― 마케팅 믹스 : 제품, 가격, 유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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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커뮤니티 상호작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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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