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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시장과 
소비자 구매행동

GoPro : 주인공이 되세요!

늘어나는 GoPro 고객들(이들 중 상당수가 익스트림 스포츠 애호

가임)은 이제 자신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극적 순간을 담

기 위해 GoPro 카메라를 자신의 몸에 부착하거나 레이스카의 앞범퍼

나 스카이다이빙 부츠의 뒷부분 등에 장착하고 있다. 그런 다음 곧바

로 정서유발로 가득한 이 순간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실제로 여러분

은 GoPro로 찍은 동영상을 YouTube, Facebook 혹은 TV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영상은 한 스키 타는 사람이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눈사태를 뒤로하고 절벽에서 낙하산 강하로 탈출하는 

장면을 담은 것일 수 있는데, 이 아마추어 고객이 

찍은 동영상은 9개월 동안 YouTube에서 260만 

뷰를 얻었다. 혹은 갈매기가 여행객의 카메라를 

낚아채 날아가면서 프랑스 칸느에 위치한 고성을 

새의 시각에서 포착한 동영상을 봤을 수 있다.(이 동

영상은 7개월 동안 300만 뷰를 기록했음). 아니면 산악자전

거 애호가가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성장한 가젤(북아프리카 영양)의 습

격을 받는 동영상을 봤을 수도 있다(이 동영상은 4개월 동안 1,300만 

이상의 뷰를 기록함).

GoPro의 충성고객들은 브랜드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

로 그들은 2분마다 새로운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 한다. 이러

한 동영상들은 새로운 GoPro 고객들을 분발하게 하고 더 많은 동영

상 공유를 촉발시킨다. 그 결과 GoPro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

개관 앞 장에서는 마케터들이 어떻게 정보를 획득, 분석, 사용하여 마

케팅기회를 확인하고 마케팅프로그램을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알

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마케팅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고객에 대해 자

세히 알아볼 것이다. 마케팅의 목표는 조직과 그 조직의 산출물에 대해 고객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고객의 구매행동유형, 구매

행동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리고 구매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해 마케터는 구매행동이 왜 일어나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 장에서

는 최종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구매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이

다. 다음 장에서는 비즈니스 고객의 구매행동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이 장

을 통해 구매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아주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GoPro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은 GoPro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다. 이 기업은 매우 작은 웨어러블 HD 동영상 카메라를 만드는, 규

모가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러나 GoPro가 고객의 마음속

에 심어놓은 열정과 강한 충성심에 대적할 경쟁브랜드는 별로 없다. GoPro는 

고객들에게 내구성이 있는 작은 동영상 카메라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고객들에게 액션으로 충만한 순간과 정서적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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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해 이 신생기업은 800,000대의 카메라를 판매

해 2억 5,000만 달러의 수익을 실현했고(전년도에 비해 

300% 증가했음), 웨어러블 카메라 시장에서 90%의 점

유율을 차지했다. 

GoPro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카메라 

자체이다. GoPro는 현대기술의 정수인데, 기본가격이 

부담 없는 가격대인 200달러 미만임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GoPro HD 비디오카메라는 너비가 2인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무게가 매우 가볍고 부착/장착이 가

능한 GoPro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HD 품질수준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등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는 180피트 깊이에서도 방

수가 가능하게 만든다. GoPro 카메라는 3,000피트 높

이에서 떨어져도 안전하다(한 스카이다이버가 그렇게 

주장함). 

그러나 GoPro는 소비자행동이 혁신적 특성을 갖춘 고품질의 제

품 이외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

다. 브랜드는 고객들이 이 카메라를 갖고 하는 여러 일들을 대변한다. 

GoPro 사용자들은 단순히 동영상을 찍는 것 그 이상을 원한다. 그들

은 이야기를 전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극적 순간에 

느낀 벅찬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이 사진과 동영상을 통

해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 회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경험을 하는 순간을 포착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GoPro는 말한다.

뉴질랜드 출신 Jed Mildon이 BMX(프리스타일 자전거 묘기 혹은 

자전거 경주대회)에서 자전거로 공중 3회전하는 장면을 헬멧에 장착

한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처럼 깜짝 놀랄 만한 GoPro 동영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경험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열정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을 갖게 함

으로써 GoPro는 GoPro 스토리 전달자와 청중들 사이에 정서적 공감

대를 창출한다. 

따라서 좋은 카메라를 만드는 것은 GoPro 성공의 일부분에 불

과하다. 그 자신이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인 GoPro 창업자 Nick 

Woodman은 고객들이 스토리텔링과 정서공유라는 여정을 경험하

는 데 거치는 4개의 핵심단계에서 그들을 돕는다고 이야기한다. 4개

의 핵심단계는 포착, 창조, 방송, 그리고 인정으로 구성된다. 포착

(capture)은 카메라가 하는 일로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것이다. 창

조(creation)는 원래 사진과 동영상을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하는 동

영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편집과 제작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방송

(broadcast)은 동영상을 청중에게 유통

시키는 것이다. 인정(recognition)은 콘

텐츠개발자에 대한 보상이다. 인정은 

YouTube 뷰 혹은 Facebook에서의 LIKES

와 SHARES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더 가능성이 높은 인정은 친구와 가족이 그 

동영상을 보고 난 후 보이는 감탄사이다. 

이 회사의 슬로건은 소비자의 마음 깊이 자

리 잡은 동기를 포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GoPro—이를 통해 주

인공이 되세요(Be a HERO).’이다.

지금까지 GoPro는 주로 고객의 전체 스토리텔링 경험 중에서 포

착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GoPro는 ‘세계에서 가장 용도가 다양한 

카메라입니다. 부착/장착하세요. 그리고 즐기세요.’라고 광고한다. 

GoPro는 장소에 상관없이 카메라를 부착/장착할 수 있도록 고리, 장

비, 끈, 기타 액세서리 등을 끊임없이 개발·공급했다. 사용자들은 작

은 카메라를 허리에 차거나 헬멧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스키의 끝이

나 스케이트보드의 밑부분에 부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Woodman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GoPro가 단

순히 포착단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창조, 방송, 그리고 인정단계로 제

공물의 경험범위를 넓혀 모든 유형의 고객욕구와 동기를 충족시켜야 

함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창조단계에서 GoPro는 최근 디지털동영

상 소프트웨어 기업 CineForm을 인수해 3D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

해 고객들은 GoPro 카메라로 찍은 특정 장면들을 조작해 연속적인 장

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방송단계에서 GoPro는 YouTube와 제휴해 

작지만 성능이 매우 우

수한 GoPro 카메라는 동

영상 아마추어 소비자들

이 놀랄만한 동영상을 찍

을 수 있게 하고, 액션으

로 넘쳐나는 순간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른 사람

들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Go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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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YouTube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곧 GoPro 고객

들이 카메라에서 곧바로 혹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Wi-Fi 플러그인을 제공하려고 한다. 인정단계에서는 GoPro

는 현재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동영상 중에서 최고의 동영상들로 만들

어진 TV 광고물을 방영하고 있다. GoPro의 미래는 동영상의 포착에

서부터 스토리 및 삶에서 느낀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용자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달려 있다. 

왜 고객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GoPro의 풍부한 이해는 

신생기업이 잘나가는 데 기여했다. 열성적 고객은 그 어떤 브랜드보다 

더 충성적이고 몰입수준이 높다. 가령 GoPro의 Facebook팬은 170만 

명 이상이며 빠르게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훨

씬 규모가 큰 Canon은 619,000명의 Facebook 팔로어를, Panasonic

은 146,000명의 팔로어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GoPro팬은 연 50만 개 

정도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뿐 아니라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호

작용한다. “나는 우리 회사가 전 세계 소비재 브랜드 중에서 몰입수준

이 가장 높은 온라인 청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Woodman은 

말한다.

높은 고객 몰입과 열정이 GoPro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

는 카메라 회사로 만들었다. 현재 GoPro 카메라는 소규모 스포츠전문 

소매점, REI, BestBuy, Amazon.com 등 10,000개 이상의 점포에서 

취급되고 있다. 놀랄 만큼 소형의 GoPro 카메라는 아마추어 사용자를 

넘어 고객범위를 확대했다. 이 카메라는 구조, 야생, 폭풍우 장면 등

을 촬영하는 Discovery Channel이나 뉴스쇼 팀이든 혹은 바다 밑 게

를 잡는 통발사진 등을 찍는 리얼리티 TV쇼의 제작팀이든 많은 프로 

영상제작자의 필수장비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이 GoPro 제품을 사

용한다는 사실은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더 큰 소비자수요를 일으

켰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성공은 고객욕구와 동기를 이해하는 것에

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GoPro는 단순히 카메라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카메라 제조업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들이 경

험한 주요 순간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든다. 한 업

계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앞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기업 

중 일부는 인간욕구를 기술로 멋있게 포장해 사람들이 그 제품을 중요

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업일 것이다.” GoPro가 바로 그 예

이다.

Woodm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회사는 최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우리 회사 

카메라가 현재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장 잘 이루어진 소비자 기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단순히 하드웨어만을 구축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하드웨어 자체

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 회사

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DNA이고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방식이다.”

학습목표

목표 1 소비자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소비자 구매행동에 대한 간단한 모델을 제시한다.

소비자행동모델

목표 2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인을 살펴본다.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

목표 3 구매의사결정 행동의 주요유형과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의 각 단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구매결정행동의 유형

구매자 의사결정과정

목표 4 신제품의 수용과정과 확산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신상품에 대한 구매자 의사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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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의 예는 소비자 구매행동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매행동은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마케팅관리자의 필수과제이다. 소비자 구매행동

(consumer buyer behavior)은 최종소비자(개인소비를 위해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과 가

구)의 구매행동을 말한다. 이 모든 최종소비자들이 합해져 소비자 시장(consumer market)을 이룬

다. 미국 소비자 시장은 매년 14조 달러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3억 1,300만 명 이

상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비자 시장 중 하나이다.2

전 세계 소비자들은 연령, 소득, 학력, 그리고 취향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그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가지각색의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을 둘

러싼 다른 주변요소들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 제품, 서비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그

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서 우리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소비자행동모델

소비자는 매일 구매결정을 내린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얼

마나, 언제, 그리고 왜 구매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고자 소비자 구매행동을 연구한다. 

마케터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구매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하여 실제 소비자 구매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구매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주로 

그에 대한 해답이 소비자의 마음속 깊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마케터에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마케팅노력들

에 대해 반응하는가이다. 그 출발점은  그림 5.1에 나와 있는 구매자 행동의 자극-반응모형

(stimulus-response model)이다. 이 그림은 마케팅 자극 및 다른 자극들이 소비자의 ‘잠재의식

(black box)’에 들어가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준다. 마케터는 소비자의 블랙박스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마케팅 자극은 4P로 구성된다. 그것은 제품, 가격, 유통, 그리고 촉진이다. 다른 자극들로는 구

매자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주요 영향요인들과 사건들을 포함한

다. 이 모든 투입요소들이 구매자의 잠재의식(블랙박스)에 들어가면 관찰가능한 구매자 반응, 즉 

구매자의 브랜드 및 기업 관련 행동과 그들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이 구매하는지로 변

한다. 

소비자 구매행동

최종소비자(개인소비를 위해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과 가구)의 구

매행동

소비자 시장

개인적 소비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모든 개인과 가

구의 집합

목표 1 

소비자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소

비자 구매행동에 대한 간단한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5.1 | 구매자 행동모형

우리는 어떤 소비자 구매행동이 어디서 언제 일어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구매행동의 이유를 찾아

내는 것은 몹시 어렵다(그래서 블랙박스로 불린다). 마케터는 왜 고객이 그

런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마케팅 자극

제품

가격

유통

판매촉진

다른 자극요소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구매자 특성

구매자 결정과정
구매 태도와 선호도 

구매행동 : 구매자가 구매하는 것, 구매

시기, 구매장소, 구매량 

브랜드 및 기업 관계 행동

환경 구매자의 잠재의식 구매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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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는 어떻게 이러한 자극요소들이 소비자의 잠재의식(블랙박스) 안에서 반응으로 변하는지

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소비자의 블랙박스는 다음의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구

매자 특성으로서, 이는 구매자 자신이 자극을 지각하고 반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구

매자의 의사결정과정 자체로서, 이 부분도 구매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하에서는 먼저 구매자 

특성이 구매자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으로 구매자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

 그림 5.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소비자 구매는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그리고 심리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마케터는 이 요소들을 통제할 수 없지만 반드시 고려해

야 할 부분이다.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소는 소비자 행동에 폭넓고 깊은 영향을 끼친다. 마케터는 구매자의 문화, 하위문화, 그리

고 사회계층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문화

문화(culture)는 사람의 욕구와 행동 유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기(원인)이다. 인간의 행동은 주

로 학습된다. 사회의 테두리에서 성장하면서 아동은 기본적 가치관, 지각, 욕구, 그리고 행동에 대

해 가족 또는 다른 중요한 조직들로부터 배운다. 미국의 아동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가치들을 학습

하거나 그것들에 노출되어 있다 : 성취와 성공, 활동과 참여, 효율성과 실용성, 발전, 물질적 안락, 

개인주의, 자유, 인도주의, 젊음, 그리고 체력과 건강함. 모든 집단과 사회는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문화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마케터들은 항상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화적 변화를 알아내려고 한다. 예

를 들어, 건강과 체력단련 쪽으로 문화적 추세가 이동하면서 건강과 체력단련 서비스업체, 운동기

구와 운동복, 자연산 식품과 갖가지 식이요법과 같은 사업분야들이 생겨났다.

목표 2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4가

지 주요요인을 살펴본다.

문화

가족 또는 다른 중요한 조직들로부터 

배우는 기본적 가치관, 지각, 욕구, 행

동의 집합

그림 5.2 |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많은 브랜드들이 현재 히스패닉

계 소비자, 아프리카계 소비자, 

아시아계 소비자 등 특정 하위문

화를 타깃으로 해 그들의 구체적 

욕구와 선호에 맞춘 마케팅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사람들의 구매의사결정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동

하고 상호작용하는 전반적 패턴을 반영하고 공헌한다. 가령 Pottery Barn

은 단순히 실내장식용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스럽지만 캐주얼한, 

그리고 가족/친구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판매한다.

우리의 구매의사결

정은 내·외부 영향

요인들의 엄청나게 

복잡한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구매자

문화

하위문화

사회계층

집단과 사회적 

네트워크

가족

역할과 지위

연령과 생애주기단계

직업

경제적 상황

생활방식

성격과 자아개념

동기

지각

학습

신념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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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문화

각 문화는 더 작은 하위문화(subcultures)를 포함하는데, 이는 공통적인 인생경험과 상황에 기반

하여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된다. 하위문화는 국적, 종

교, 인종, 지리적 범위를 포함한다. 많은 하위문화들은 중요한 세분시장을 이루고 있고, 종종 마케

터들은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제품과 마케팅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중요한 하위문화로는 히스패닉

계, 아프리카계, 아시안계 소비자들을 들 수 있다. 

히스패닉계 소비자 미국 히스패닉 시장은 규모가 크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5,000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가진 히스패닉 시장은 2015년 1조 5,000억 달러의 연간 구매력을 갖고 있는데, 

이 금액은 미국 전체 구매력의 11%에 해당된다. 2050년이 되면 히스패닉 인구는 1억 3,200만 명으

로 증가해 미국 전체인구의 30%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3

히스패닉계 소비자는 주류 소비자집단과 특징 및 행동에서 유사점도 있지만, 큰 차이점을 보이

기도 한다. 그들은 매우 가족지향적이고 쇼핑을 집안일로 여기며, 어떤 브랜드제품을 구매할지에 

대해 아이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다. 나이가 든, 이민 1세대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은 브랜드충성

도가 높고 자신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브랜드와 판매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젊은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은 가격민감도가 높아지고 소매업체 브랜드로 전환하려는 강한 의

도를 갖고 있다. 

히스패닉시장에서 조차도 국적, 나이, 소득, 기타 요인 등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하위

세분시장(subsegments)이 존재한다. 가령 한 기업

의 제품이나 메시지는 특정 국적(가령 멕시코인, 코

스타리카인, 아르헨티나인, 쿠바인 등)의 사람들에

게 더 적절할 수 있다. 기업은 또한 히스패닉 시장 

내 소비자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메시지의 톤을 

달리해야 한다.

Nestlé, McDonald ’s, Walmart, State Farm, 

Toyota, Verizon, Google 등 많은 기업들이 빠르

게 성장하는 이 세분시장을 타깃으로 차별화된 마

케팅노력을 기울인다. 가령 Google은 미국 히스패

닉 인구의 78%가 주요 정보원천으로서 인터넷을 이

용하고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미국 소비

자에 비해 광고물을 탐색하다 클릭하는 비율이 5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히스패닉계 소비자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Google은 모든 산업의 광고주들이 온라인 및 모바

일 탐색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을 통해 히

스패닉계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을 주는 전

담팀을 도입했다.4

이와 유사하게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은 일반 미

국 소비자들에 비해 식료품 구매를 위한 쇼핑빈도

하위문화

공통적인 인생경험과 상황에 기반하여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들로 구성된 집단

히스패닉계 소비자를 타깃으로 함 : Nestlé는 히스패닉 가족구매자를 타깃으로 해 Nestlé 

제품이 가족의 영양과 건강의 주요원천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Construye el Mejor Nido(최고

의 보금자리를 만드세요) 마케팅캠페인을 전개했다.

NESTLÉ, NEST DEVICE, GOOD FOOD, GOOD LIFE, NIDO, and DIGIORN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Socie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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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배 더 높다. 이에 따라 Nestlé, General Mills 등 여러 식품기업들은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이 

자사 브랜드제품을 쇼핑카트에 싣도록 하기 위해 엄청나게 경쟁을 벌인다. 가령 Nestlé는 히스패

닉 가족구매자를 타깃으로 해 Nestlé 제품이 가족의 영양과 건강의 주요원천이 된다는 내용을 담

은 Construye el Mejor Nido(최고의 보금자리를 만드세요) 마케팅캠페인을 전개했다. 여러 매체

를 통해 전개된 이 캠페인에는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Facebook 페이지, 스페인어 TV광

고물, 무료샘플 배포, 점포 내 마케팅 등이 포함된다. 사용된 매체에 상관없이 이 캠페인은 Nestlé
와 이 회사가 취급하는 브랜드들이 가족의 단합과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특히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4명의 히스패닉계 어머니는 웹사이트에 블로그를 갖추고, 자녀 양육하는 방법

과 건강한 식단 구성하기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5

아프리카계 소비자 부유와 세련됨을 갖춘 미국 흑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인구 4,000만 

명 이상의 미국 흑인 소비자들은 1조 2,000억 달러의 구매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세분시장보

다 가격을 의식하는 편이지만 그들은 품질이 좋고 엄선된 제품을 구입한다. 그들에게 브랜드는 중

요하다.6

최근에 많은 기업이 미국 흑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들에게 맞춘 제품과 서비스, 포장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P&G는 이 세분시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P&G는 미국 흑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광고비 지출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그들의 지출규모는 2위와 비

교해 거의 2배에 이른다. P&G는 또한 흑인 소비자 고유의 욕구에 맞춘 제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

어, CoverGirl Queen Collection은 유색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다. 

전통적인 제품중심 마케팅노력뿐 아니라 P&G는 ‘검은 피부가 아름답다’ 운동도 후원한다.7

P&G에 근무하는 미국 흑인 여성집단에 의해 개발된 

이 캠페인은 흑인여성에 의한, 흑인여성을 위한, 그리

고 그들에 관한 지속적인 전국적 대화를 촉진시키고 

지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P&G는 흑인여성들이 일

반 소비자들보다 미용제품에 3배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여성들은 다

른 여성들에 비해 매체와 광고에서 부정적으로 묘사

되고 있다고 느낀다. Crest 치약, CoverGirl Queen 

Collection, Olay Definity 등의 브랜드에 의해 지원

되는 ‘검은 피부가 아름답다(My Black Is Beautiful)’ 

운동의 목적은 모든 흑인 소녀와 여성들이 피부톤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서 P&G 브랜드들과 미국 흑인 소비자들 간

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검은 피

부가 아름답다’ 운동은 풍부한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 

Facebook 페이지, 매체를 통한 전국적인 노출,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는 환경에서 여성들이 브랜드 및 

‘검은 피부가 아름답다’ 운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주요 이벤트 등을 포함한다.

아시아계 소비자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 내 인구통계상의 세분시장들 중 가장 부유하다. 그들

Procter & Gamble은 아프리카계 미국소비자들을 겨냥한 마케팅활동을 오랫동안 수

행해 왔다. 예를 들어 “My Black Is Beautiful” 운동은 흑인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름

답다고 느끼게 만들고, P&G의 제품브랜드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소비자들 간에 긴밀한 관계

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e Procter & Gamble Company. Photo by Keith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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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현재 1,600만 명 이상이고, 2015년에는 소비규모가 7,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이들은 히스패닉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세분시장이며, 히스패닉 세분시

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계 미국인이 그중 제일 큰 집단을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필리핀계, 아시아 인도계, 베트남계, 한국계, 일본계 미국인 순서로 구성되어 있

다. 다양한 스페인어 방언을 사용하는 히스패닉계 소비자와 달리, 아시아계 소비자들은 서로 다

른 언어를 사용한다. 가령 2010년 미국 인구조사국을 위한 광고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해 일

본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힌두어를 사용한 광고물을 포함시켰다.8

아시아계 소비자들은 다른 인종집단보다 쇼핑을 자주 하며, 브랜드제품을 가장 선호한다. 그들

은 브랜드에 매우 충성적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 세분시장을 타깃으

로 한다. 가령 Subaru of America는 아시아계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9 지난해 이 자동

차회사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해 Subaru Legacyd 승용차모델의 통합적 마케팅캠페인을 실시

했다. ‘Sweet Tomorrow ’로 명명된 이 캠페인은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시장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이 승용차모델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샌프란

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입갑판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TV 광고물, 중국어를 사용한 Subaru 웹사이

트와 YouTube 채널에 방영된 광고물 등을 포함한다. Sweet Tomorrow 캠페인은 아이들과 함께 

승용차 구매쇼핑을 하는 가장 젊은 부모인 30대 부부를 타깃으로 한다. 가령 성공을 거둔 한 TV 

광고물은 중국 전통과 중국계 미국인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

는, 출산을 앞둔 부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쇼핑과정에서 이 부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적의 승용차대안으로 Subaru를 선택한다. 

또 다른 마케팅노력의 일환으로 Subaru는 잘 만들어진 4분짜리 YouTube 동영상을 통해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 세분시장(18~21세)을 겨냥한 스포티한 Subaru WRX 모델을 출시했다. 이 동영

상은 무엇이든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인 Brandon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유머러스한 동영상은 끊임없이 푸른 색상의 스포티한 WRX와 굉음을 보여준다. 큰 성공을 거

둔 이 동영상은 첫 주 만에 가장 많이 본 YouTube 페이지가 되었고 첫 한 달 동안 130만 뷰를 기

록했으며, 20,000개의 ‘좋아요(LIKES)’를 얻었다[‘싫어요(DISLIKES)’는 230개에 불과함]. 

범문화 마케팅 히스패닉계,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미국인 세분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많은 마케터들은 이제 범문화적 마케팅(cross-cultural marketing)도 수행한다. 

범문화적 마케팅은 주류(정통) 마케팅 안에서 소수인종적 주제와 범문화적 관점을 포함시키는 마

케팅 실행방식을 말한다. 범문화적 마케팅은 하위문화 간 소비자 차이보다는 유사점에 소구한다. 

많은 마케터들은 소수인종 소비자들로부터 얻은 통찰력이 더 넓은 소비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알게 되었다. 

가령 오늘날의 젊음 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은 히스패닉계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의해 상당

히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광고와 그들이 소비하는 제품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소

수인종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가령 McDonald ’s는 메뉴 및 광고 개발에서 아프리카계, 히스

패닉계,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부터 단서를 얻고 있는데, 주류소비자들이 힙합이나 로큰롤 못지않

게 스무디, 모카음료, 스낵류를 열심히 소비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McDonald ’s의 CMO는 “소

수인종 소비자는 트렌드를 선도하며 시장에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톤을 설정하는 데 도

움을 준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McDonald ’s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겨냥한 듯한 광고물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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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일반시장을 위한 미디어에 방영한다. “현실에서 새로운 주류는 다문화적인 것이다.”라고 범

문화 마케팅 전문가는 말한다.10

사회계층

거의 모든 사회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계층(social class)은 비슷한 가

치관, 관심사와 행동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구성된 비교적 영구적이고 계층적인 사회적 구분을 말

한다. 사회학자들은  그림 5.3에 나와 있듯이 미국 내에 7가지 유형의 사회계층을 발견했다. 

사회계층은 소득과 같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직업, 수입, 학력, 재산,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어 측정된다. 어떤 사회제도에서는 계층마다 특정의 역할이 주어져 있고 계

층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사회계층을 나누는 명확한 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높은 신분으로 이동하거나 더 낮은 신분으로 내려갈 수 있다. 

마케터들이 사회계층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비슷한 구매행동을 보

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층은 의류, 가구, 레저활동, 자동차 등의 영역에서 독특한 제품/브랜드 선호

도를 보인다. 

사회적 요인

소비자 행동은 소비자가 속한 소집단, 가족, 그리고 사회적 역할 및 지위 같은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회계층

비슷한 가치관, 관심사와 행동을 공유

하는 사람끼리 구성된 비교적 영구적

이고 계층적인 사회적 구분

소
득

직
업

교
육

재
산

그림 5.3 | 
미국의 주요 사회계층

미국의 사회계층은 브랜드선호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계층은 단일 요인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

련요인들의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

상류층

상위상류층 : 전체 1%. 사회적 엘리트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는 사람들. 자선사업에 

많이 기부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제일 좋은 학교에 보낸다.

하위상류층 : 전체 2%. 특별한 능력에 의해 생긴 높은 수입과 재산 보유. 사회와 도시에서 매우 활

동적이고, 비싼 집을 구매하고, 높은 학력을 유지하고, 비싼 차를 구매한다.

중상층

상위중산층 : 전체 12%. 유달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거나 높은 가족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전문

직업 종사자. 독립적 사업가, 그리고 기업임원들. 학력을 믿고 모범시민정신을 갖고 있고 ‘인생에서 

더 좋은 일’을 추구한다.

중산층 : 전체 32%. 평균 수입의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 종사자들로서 ‘동네에서 더 나은 곳’에서 

산다.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유명한 제품을 구매한다. 더 나은 생활은 곧 멋진 동네에서 근처에 좋

은 학교가 있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다.

노동자 계층

노동자 계층 : 전체 38%이고, 수입, 학력, 그리고 직업과 무관하게 근로계층 생활방식을 주도하는 

사람들. 친척에게 경제적,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구매조언이나 힘들 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하류계층

상위하류층 : 전체 9%이고 가난한 근로자. 그들의 생활수준은 가난을 간신히 면하고 있지만 더 높

은 계층으로 상승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종종 학력이 부족하거나, 비숙련 노동으로 제대로 된 월

급을 받지 못한다.

하위하류층 : 전체 7%이며 눈에 보이게 가난하고 학력 부족으로 비숙련 노동자이다. 그들은 직장 

또는 정부의 생활보호에 의존한다. 그날그날 살아가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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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사회적 네트워크

사람의 행동은 많은 소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집단(groups)은 개인적 혹은 상호 공통적 목표

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 한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소집단을 회원집단(membership group)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비교점 

혹은 준거점의 역할을 하는 소집단을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속하지 않는 준거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이상적(혹은 열망) 집단(aspiration group)은 어린 농구선수가 언젠가는 

LeBron James에 필적하는 선수가 되어 NBA(미국프로농구)에서 뛰게 되길 희망하는 것과 같이 

한 개인이 속하고 싶어 하는 집단을 말한다. 

마케터들은 목표시장의 준거집단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려 한다. 준거집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

로운 행동과 생활방식에 노출되도록 하고, 나아가 그들의 성격과 자아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제

품 및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압박감을 유발한다. 집단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는 제품과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비자가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그 제품을 발견했을 

때 그 영향력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구전 영향력과 버즈마케팅 구전 영향(word-of-mouth influence)은 소비자 구매행동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신뢰하는 친구, 동료,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이 하는 말과 추천은 광고 혹은 영업

사원 같은 상업적 원천으로부터 얻는 정보에 비해 더 신뢰성이 높다. 대부분의 구전 영향은 자연

스럽게 일어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저런 식으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브

랜드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러나 종종 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기보다는, 마케

터가 자사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

강한 집단 영향력을 가진 제품과 브랜드의 제조업자들은 여론선도자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의견선도자(opinion leaders)는 특별한 기술, 지식, 개성 혹은 다른 특성들 때문에 다른 사

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준거집단 내의 사람들을 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인구의 10%에 달하

는 이들을 ‘영향력 행사자(the influentials)’ 또는 ‘선도적 수용자(leading adopters)’라 부른다. 이러

한 영향력 행사자가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은 귀담아듣는다. 마케터는 자사제품의 여론선도자를 파

악해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버즈마케팅(buzz marketing)은 자사제품에 대한 말을 퍼뜨리는 브랜드전도사 역할을 할 여론선

도자들을 모집하거나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영향력이 있는 기존고객들을 

브랜드전도사로 전환시키기 위한 브랜드 홍보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신발 전문점 ShoeDazzle은 기업을 외부에 알리는 데 필요한 유명인을 갖고 있다. 공동창업자이자 

패션스타일리스트 책임자이면서 리얼리티쇼 스타인 Kim Kardashian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회

사는 옆집소녀가 최고의 대변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1

ShoeDazzle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인은 온라인 동영상 증언을 ShoeDazzle 웹사이트에 올리고 

37,000번 이상의 뷰를 갖고 있는 익명의 10대 소녀이다.  이 동영상에서 그녀는 어떻게 구입한 

신발에 애착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저렴한 가격에 대해 열심히 떠들어댄다. 그녀는 가격이 

완벽하다고 말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만족한 다른 고객들이 가격, 상품구색, 빠른 배송, 심지어 

신발을 담은 핑크색 신발박스에 대해 얼마나 흡족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ShoeDazzle이 온라인 신발사업을 시작했을 때 Kim Kardashian의 이름은 많은 온라인 구전

집단

개인적 혹은 상호 공통적 목표를 성취

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두 명 혹

은 그 이상의 사람들

구전 영향

개인의 말과 믿을 수 있는 친구, 동료,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의 추천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의견선도자

특별한 기술, 지식, 개성 혹은 다른 특

성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

치는 준거집단 내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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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일으켰는데, 1년도 채 안 되어 이 온라인회사

는 100만 명의 Facebook팬을 갖게 되었다. 제공되

는 우수한 서비스에 좀 더 현실감을 부각시키기 위

해 ShoeDazzle은 회사 서비스의 어떤 점이 자신들

을 놀라게 했는지를 실제고객들이 설명하는 짧막한 

웹캠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YouTube, 블로그, Twitter, Facebook, ShoeDazzle 

사이트 등에 유통시킴으로써 가망고객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의 내부지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설득력이 있는 동영상 증언은 이

제 ShoeDazzle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다. 가령 인

기 ShoeDazzle 증언 중 하나는 48,000번 이상의 뷰

를 얻었다. 그 동영상에서 한 열성적인 여성이 장식

이 달린 파란색 하이힐에 대해 칭찬한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가격이다. 세부적인 요소들도 마음에 

든다. 분홍색의 귀여운 가방도 역시 마음에 든다”고 

그녀는 말한다. 어떤 후원자도 이보다 더 잘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지난 수년간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바로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이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online social networks)는 친교를 나누

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말한다. 소셜 네트워킹 매체는 블로그(Gizmodo, 

Zenhabits), 메시지 보드(Craigslist),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Facebook, Twitter, Foursquare), 

가상세계(Second Life)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소비자, 그리고 기업-소

비자 대화는 마케터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이제 마케터들은 자사제품을 촉진하고 더 긴밀한 고객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와 다른 온라인 구전매체들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있다. 단순히 일방적인 상업적 메

시지를 소비자에게 던지는 것을 지양하고, 그들은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대화와 삶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한다.

가령 Red Bull은 840만 명의 Facebook 친구를 갖고 있다. Twitter와 Facebook은 대학생들

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JetBlue는 Twitter에서 일어나는 고객의 말을 경청

하고 종종 이에 대응하기도 한다. 한 소비자가 최근 ‘JetBlue 비행기를 탈려고 해요’라고 트윗

하자, JetBlue는 ‘손님은 기내에 준비된 훈제 아몬드를 시식해보셔야 합니다’라고 리트윗했다. 

Southwest항공 종업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Nuts about Southwest 블로그에서 자기들끼리, 그

리고 고객들과 이야깃거리를 공유한다. 

CoCa-Cola는 최근 Edition 206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이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발된 3명

의 행복전도사들이 코카콜라 제품이 판매되는 전 세계 206개 국가들을 1년간 여행하는 프로그

램이다. 그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Facebook, Twitter, YouTube, Flickr, 그리고 공식적인 Expedition 206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들

의 체험을 전 세계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이벤트의 목적은 즉각적인 매출실현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친교를 나누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

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말함

버즈마케팅 : ShoeDazzle은 최고의 대변인이 말그대로 옆집 소녀일 수 있음을 알게 되

었다.

Jarrod Weaton/Weaton Digita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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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것들(가령 좋아하

는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하기 좋아한다. 여러분은 세련된 항공서비스를 제

공하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JetBlue 항공을 진정으로 좋아한다고 하자. 혹은 

여러분이 새로 산 소형 GoPro HD HER02 비디

오카메라를 매우 사랑하는데, 혼자만 좋아하기에

는 그 제품이 너무 멋있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

다. 과거 같으면 몇 명의 친한 친구와 가족에게만 

이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덕택으로 그 누구

나 온라인상에서 수천 명, 나아가 수백만 명의 다

른 소비자들과 브랜드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마케터들은 오늘날의 신생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자사브랜드와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브랜드대사를 창조하거나 기존의 온라인 

영향력 행사자와 소셜 네트워크에 접근하거나 혹

은 대화를 유도하는 이벤트와 동영상을 개발하든, 

인터넷은 온라인상의 브랜드 대화와 관여도를 만

들어내기 위한 마케터들의 시도로 넘쳐나고 있다. 

기업은 자체 온라인 브랜드전도사를 만드는 것

에서 시작할 수 있다. Ford 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인터넷에 능숙한 밀레니엄세대를 타깃으로 한 준 

컴팩트 모델 Fiesta를 출시하면서 이러한 시도를 

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엄세대 중 7 7%가 

Facebook이나 Twitter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

트를 매일 이용하며 이들 중 28%가 개인블로그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Ford는 Fiesta Movement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이 캠페인에서는 20대 전후

의 밀레니엄세대 4,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

된 100명의 영향력 행사자에게 Fiesta를 제공했

다. Fiesta 홍보대사는 6개월 동안 이 승용차와 함

께 생활하면서 매달 서로 다른 주제의 미션을 수행

하고, 그들의 경험을 블로그, 트위트, Facebook, 

YouTube, Flicker 등을 통해 공유했다. Ford는 

홍보대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에 대해 언

급하지 않고 그들의 콘텐츠를 편집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

라고 했다.”고 Ford의 소셜미디어 관리자는 말한

다. Fiesta Movement 캠페인은 성공을 거두었는

데, Fiesta가 타깃으로 한 30세 이하 소비자들 중 

58%가 Fiesta 출시 전에 신규모델을 인지했다. 캠

페인 실시 6개월 만에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올린 

60,000개 아이템은 YouTube 430만 뷰, 50,000

건의 사전 구매문의, 35,000번의 시험운전을 창출

했다. 

자체 브랜드 홍보대사를 창출하는 것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웹의 소셜파워를 활용하고 싶은 기

업들은 이미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향력 행

사자인 독립 블로거들과 협력할 수 있다. 믿든 믿

지 않든 현재 블로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변호사 수만큼 된다. 어떤 관심영역이든 상

관없이 수백 명 이상의 블로거들이 해당영역에서 

활동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블로거들 중 90%가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가장 싫어하는 브랜드

에 대해 소개한다. 

그 결과 대다수 기업들은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 

및 온라인 저명인사와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관련 독자들과의 강력한 네

트워크, 신뢰성 있는 의견, 그리고 브랜드와의 높

은 적합성 등을 갖춘 블로거를 찾는 것이다. 가령 

P&G, Johnson & Johnson, Walmart 같은 기

업들은 영향력이 있는 엄마 블로거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등산애호가들은 North Face 블로그를, 

오토바이 애호가들은 Harley-Davidson 블로그

를, 그리고 쇼핑객들은 Whole Foods Market 혹

은 Trader Joe’s 블로그를 찾는다.

다른 기업들은 단순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Kinky-Curly Hair 

Products 소유주 Shelly Davis의 예를 들어보

마케팅 현장
온라인 사회적 영향 활용하기

5.1

기업은 자체 온라인 브랜드홍보대사를 창출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 한 예가 Ford 자동차인데, 

Ford는 미국에서 웹에 익숙한 밀레니엄세대를 표적으로 Fiesta 서브컴팩트 모델을 출시하면서 온라인 

브랜드 홍보대사를 활용했다.

Ford Moto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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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브랜드 관련 대화를 창출하는 데 있다. 홍보대사들은 많은 온라인 구전과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온라인상의 마케팅활동은 CoCa-Cola가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Open 

Happiness ’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이다.12

대다수 브랜드들은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 브랜드 존재감을 구축하려고 한다.  환경의식적

인 아웃도어 신발/장비 제조업체 Timberland는 몇 개의 웹사이트, Facebook 페이지, YouTube 채

널, Bootmakers Blog, 이메일 뉴스레터, Twitter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지구 지킴이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Timberland 브랜드와 연결되도록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

들었다. 

그러나 마케터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통제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마

케팅은 쉽게 기업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kittles가 Skittle 관련 트윗이 이

루어지도록 실시간 Twitter 자동포스팅 서비스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설치했을 때 악의에 찬 농담을 

즐기는 사람들이 Skittles에 대한 험담을 담은 트윗으로 웹사이트를 도배했다. Skittles는 어쩔 수 없

자. 수년 전 그녀는 아프리카계 미국여성을 위한 

헤어케어 제품에 관한 YouTube 동영상 블로그

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코멘트 섹션에 뛰어

들어 블로그를 통한 촉진에서 핵심요소인 진정성

을 유지하려 신경을 쓰면서 자문을 해주고 Kinky-

Curly 제품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었다. 2년 만에 

동영상 블로거들은 Kinky-Curly 제품에 대해 실

연해 보이고, 의견을 말하는 5,100개 이상의 동영

상 클립을 YouTube에 올렸다. 이러한 온라인구

전에 힘입어 수익이 40% 증가했고, Kinky-Curly 

제품은 Target, Whole Foods Market 등 대형

소매점의 진열대에 공급되었다. 

아마도 온라인 브랜드 대화와 사회적 관여를 창

출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화를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즉 실제로 사람들을 온

라인상에서 자사브랜드에 관여시키는 것이다. 과

거 몇 년 동안 Pepsi의 Moutain Dew 브랜드는 

DEWmocracy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이 캠페인

은 열렬한 Mountain Dew 고객들을 새로운 맛을 

선택하고 브랜드명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캔을 디

자인하고, 나아가 TV광고물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 중 좋은 것을 선택하고, 광고회사와 미디어를 

선택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맛의 Mountain 

Dew 제품을 출시하는 모든 단계에 참여시켰다. 

Facebook, YouTube, Flickr, 기타 사람들이 이

용하는 네트워크 페이지는 물론 자체 웹사이트

를 통해 수행된 이 캠페인은 젊고 사회적 경험이 

있고 박식한 Dew 고객들이 서로, 그리고 회사와 

Mountain Dew 브랜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완벽한 포럼이 되었다. 가령 Mountain Dew

의 Facebook 팬 페이지는 DEWmocracy캠페

인이 실시된 이후 그 규모가 배로 커졌다.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은 온라인에서 사회적 영

향을 얻어내는 가장 간단한 수단 중 하나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수단, 즉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이

끌어내게 하는 좋은 광고물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

다. 그러나 오늘날 광고물과 대화에 이용되는 미디

어에 변화가 일어났다. 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대

다수 브랜드들이 이제 혁신적 광고물과 브랜드후

원의 동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리고 온라인 

구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Volkswagen의 예

를 들어보자. VW Passat에 시동을 켜줄 힘을 가

진 파인트 크기(0.47L)의 Darth Vader가 등장하

는 2011년 Super Bowl 광고물은 온라인 구전을 

창출했고, TV에 그 광고물이 방영되기 전에 1,800

만 명이 온라인에서 이미 시청했다. 잘 만든 이 광

고물은 그해의 가장 많이 본 YouTube 동영상

(5,000만 이상의 뷰를 기록함)이 되었다. 그다음

해 ‘The Bark Side’라고 명명된 VW의 Passat

모델 티저동영상(개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스타워

즈에서 나왔던 ‘The Imperial March’를 수행하

는 장면을 담고 있는 동영상)은 Super Bowl 경기

가 시작되기 전에 700만 명 이상의 팬들이 시청

했다. 이 동영상은 시청자들을 Volkswagen 웹사

이트에도 방문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그들

은 친구들을 초대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동영상 오프닝 타이틀들을 보면서 Super Bowl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광고물과 동영상은 

그 브랜드와 관련해 수많은 온라인 대화와 주의유

발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대사, 블로거, 소셜 네트워크, 

혹은 동영상과 이벤트에 대한 대화를 활용하든 기

업들은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기 위

한 혁신적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는 소비자와 마케터가 이용하는, 가장 빠

르게 성장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들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보낸 시간은 거의 

3배로 증가했고 이러한 사이트에 비용을 투자하

는 기업들도 유사한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사

회적 미디어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활용해야 할 

주요 트렌드 중 하나이다. 소셜 미디어는 마케팅 

그 이상이다. 이는 고객들과 빠르게 연결할 수 있

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이다.”라

고 한 소셜 마케팅 담당 임원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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