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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콘텐츠, 브랜딩, SNS, 액티비즘, 행동주의 브랜드 

학  번 : 2016-37635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공급 초과의 시장을 맞이하였으며 산업화 초기 ‘브랜드’는 초과 

공급자의 식별을 위한 상품 및 기업명을 의미했다. 그러나 곧 브랜드의 상은 상품과 서비

스를 넘어 도시, 국가, 조직, 공동체, 시 , 사상, 문화 등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확 되어왔

고 그 역할과 영향력, 가능성 모두 커졌다. 특히 ‘하찮은 중’(‘trivial mass’)이었던 소비자

가 ‘중요한 개인들’(‘significant individuals’)이 된 초연결의 시 (hyper connected society)

는 브랜드를 둘러싼 변화의 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브랜드란 소비자와 소비자 간, 소비

자와 시장 간, 소비자와 사회 간의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이자 자본주의 경제의 현재를 움직

이는 단위이며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하나는 “지금 누가 브랜드를 만드는가?”이

다. 과거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브랜딩, 광고, 프로덕션 등의 기업적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딩을 해나가던 탑다운(top-down) 방식과 달리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등 SNS상에서 팔로워(follower), 시청자(viewer), 구독자(subscriber) 등의 ‘집객(集

客)’이 가능한 개인 혹은 조직이 브랜딩의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제품 혹은 서비스의 위탁 

생산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브랜드를 소유하는 변

화는 매우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MZ세 를 타겟으로 사진과 영상 등의 콘텐츠를 통

해 ‘발견’에 의한 소비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콘텐츠와 융합된 브랜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데 특히 뷰티, 패션, 소비재,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의 신흥 브랜드는 부분 이러한 방법으

로 탄생하고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처럼 SNS상의 집객 콘텐츠를 통해서 브랜딩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통합 콘텐츠화’라 정의하고 이를 통한 브랜딩의 요소를 VALUE, 

VESSEL, VITALITY의 3V의 요소로 분석하여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 방법론’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의 뚜렷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브랜드가 과연 ‘지속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였다. 많은 통합 콘텐츠화 브랜드들이 SNS상의 단기적 주목 이후에 제품의 

1I



품질 만족도 저하, 경쟁자들의 낮은 진입장벽, 수준 이하의 디자인 등으로 브랜드 자산 가치

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브랜드가 제품의 차별점을 홍보해 구매를 자극하는 방식만

으로는 장기적 성장을 이룰 수 없는 시 다.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

가 담고 있는 가치를 함께 소비한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ESG와 같이 기업에게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이 초기의 주목도를 넘어 지속적 성장의 발판

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브랜드 액티비즘을 제안하였다. 브랜드 액티비즘은 브랜드가 

하나의 인격체처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기업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 운동’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유일하게 가

능한 브랜딩’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우선 브랜드 액티비즘 커뮤니케이션을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비즈니스, 환경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이 연계되어 전체 액티비즘 커

뮤니케이션의 포지셔닝이 형성되는 만큼 이를 6 영역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액티비즘 스

코어 보드를 제안하였으며 행동주의 브랜드 사례 분석을 통해 행동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

션에 필요한 3가지 요소로 진정성(sincerity)과 일체성(congruence), 그리고 고유성

(originality)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랜딩의 방법론으로는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을, 그 내용으로는 ‘액티비

즘(행동주의)’을 적용하여 실제로 시장에 런칭(launching)한 브랜딩 프로젝트를 최종 작품

으로 수록하였다. 브랜드명은 ‘FRA422(프라포투투)’로 지속가능한 향(香) 브랜드이며 MZ

세 를 타깃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집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향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 방법으로는 공급자중심 / 선브랜드 후집객의 ‘광고형’

이며, 행동주의 측면에서는 환경 액티비즘을 주된 영역으로 하는 진보적 액티비즘이다. 결

과물로는 BI, 패키지, 브로슈어, 홈페이지, 앱, 인스타그램 캠페인 등의 브랜드 경험 부분과 

이론적 연구 부분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함께 전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VITALITY를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였다고 보기 어

려운 집객 수준으로 마무리된 한계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통합 콘텐츠’

의 유효한 집객을 확보할 정도의 유의미한 VITALITY를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본 방법론의 타당성을 추가로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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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1.1.1. 브랜드의 연구 배경 

브랜드는 자본주의의 세포다. 우리는 부지불식간 하루 1,500개의 브랜드를 접한다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공급 초과의 시장에 살고 있고 브랜드는 상품 이름과 기업명 그 

이상이 된 지 오래다. 브랜드의 상은 상품과 서비스를 넘어 도시, 국가 조직, 시 , 공동체 

등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확 되어왔고 그 역할과 영향력, 가능성 모두 커져왔다. 소유의 외

침을 위한 원시적 표식에서부터, 고  책임 소재를 위한 생산자 의무 표시와 중세시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의 브랜드, 그리고 근 시  다수 공급자 간의 차

별을 위한 아이덴티티를 지나, 연결의 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 동안 브랜드의 의미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유사한 다수의 공급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20세기에 브랜드

는 비즈니스의 핵심 키워드였다.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의 인식 속에 ‘브랜드’로 축적 

및 집약되어 구매 행동에 절 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그 자체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수십 년간 경영, 마케팅, 디자인,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지면서 질적,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브랜드의 상은 

상품과 서비스를 넘어 도시, 국가 조직, 시 , 공동체 등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확 되어 왔

다. 일방적인 광고 집행이나 차별화를 위한 식별적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같은 그간의 브랜

딩 방법들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SNS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브랜드 비즈니스의 기회가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가 윤리적인 브랜드를 선택하고 그렇지 못

한 브랜드를 직접 퇴출시키면서 기업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브랜드에 해 끊임없이 그 역할이나 영향력, 가능성에 해서도 새

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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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의 연구 배경 

최근 SNS 중심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브랜드 이론이나 지금까지 브랜드

와 관련된 산업에서 이루어졌던 역할 분담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을 촉발했다. 막강한 전통

과 규모를 보유한 브랜드들조차 일개 개인의 사용 후기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

울 수 없고 소비자는 더 이상 ‘차별화’만을 위한 식별적 브랜드 디자인에 반응하지 않는다. 

루이비통이나 버버리, 프라다 같은 명품이 최근 판매 부진으로 주요 도시에서 매장을 철수

하고 있는 반면   MZ 세 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한 구찌(GUCCI)1

는 오랜 부진을 털고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장기간 브랜드 자산 가치 1위를 차지하

며 가장 전략적이라 평가받는 코카콜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선진국들의 탄산음료에 

한 급격한 소비 추락을 막지 못하는 반면, 글로시에(Glossier), 무신사, 하이프비스트

(Hypebeast)와 같이 사용자의 경험이나 MZ세 의 SNS 소통에 집중했던 콘텐츠 중심의 브

랜드들은 '인지→ 흥미→ 고려→ 구매→ 충성 '과 같은 이전의 브랜드 인식 단계나 피라미드 2

모형을 뛰어넘으면서 폭발적인 브랜드의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블랭크 코퍼

레이션, 브랜드 X, APR, 레드 앤틀러(Red Antler)와 같은 브랜드와 관련된 기업의 비즈니

스 구조는 기존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브랜딩 / 광고 / 마케팅 / 디자인 등의 분절된 협

업구조를 통해 이루어진 방식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에서 우리는 ‘지금 누가 브랜드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브랜드에 한 근본적인 고찰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3. ‘브랜드 액티비즘’의 연구 배경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이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유효한 런

칭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브랜드가 과연 ‘지속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

회와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통합 콘

  https://www.businessinsider.com/louis-vuitton-forced-to-close-several-stores-in-china- -

 AIDMA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  ( )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    , , ,  

    .           
  (   )    . ' '  ' (conviction)'   'AID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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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화 브랜드들이 SNS상의 단기적 주목 이후에 제품의 품질 만족도 저하, 경쟁자들의 낮

은 진입장벽, 수준 이하의 디자인 등으로 브랜드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브

랜드가 제품의 차별점을 홍보해 구매를 자극하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적 성장을 이룰 수 없

기 때문이다.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담고 있는 가치를 함께 소비

한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ESG 와 같이 기업에게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3

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며 사회적 역할을 넓혀 나가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액

티비즘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브랜드 액티비즘에 한 관심이 뜨겁다. 행동주의 브랜

드의 표 사례인 파타고니아의 경우 미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파타고니아 옷만 입는 

‘Patagonia only’ 운동이 일어날 만큼 브랜드 액티비즘의 강력한 영향력과 가능성이 주목받

고 있다. 필립코틀러(Philip Kotler)를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들은 브랜드 액티비즘을 앞으로

의 자본주의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브랜딩”으로까지 거론하였다. 나이키, 페이스북, 글로시

에, 버거킹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 역시 그간 추구해왔던 CSR 이나 ESG 등을 넘어서 민감4

하고 정치적인 이슈에까지 과감하게 진보적 입장을 밝히고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 트레이번 마틴 (Taver Martin)  사건 이후로 계속되는 백인 경찰5

에 의한 흑인 과잉 진압 사건들로 인한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펼쳐졌다. 그러나 SNS6

를 통해 연결된 시 를 사는 ‘중요한 개인들(individual significants) ’의 응은 과거와 달랐7

다. 해시태그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시위를 결성하며 행동에 동참했다. 특히 2020년 조지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 
    .               

       . CSR   , ,     .  
 

  2012     17            
 .  2013             

#BlackLivesMatter  , BLM   .

  ʻ   ’  , 2012         .     
SNS          “ ”       .    

       .

     Trivial Mass (  )    SNS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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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 당시에는 미국 전역에 과감한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8

열리기도 했다. 미국 사회는 기업에게도 함께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백인 소비자의 눈

치를 보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기업들은 2018년 나이키의 콜린 캐퍼닉 캠페인(5.1.1 참

조) 이후에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고 관련단체를 후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로고나 제품 이

름을 변경하는 등 과감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브랜드들은 보수적인 전통과 사회 분위기 탓에 자칫 정치적 입장

이 드러날 수도 있는 ‘브랜드 액티비즘’에 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에 

한 연구도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와 소비자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넘어서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식의 차별을 위한 마케팅만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 만큼  브랜드 액티비즘에 한 연구는 시 적 과제다. 본 논문에

서는 앞에서 언급한 브랜드와 관련된 미디어 환경과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효과

적인 브랜드 액티비즘 구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브랜드를 둘러싼 변화를 근본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효과적인 브랜딩 전락

을 도출하고자 이론적인 연구의 토  위에 체계적으로 현황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공

적인 브랜드 방법론을 정립한 뒤 시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브랜딩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첫째, 브랜드의 기존의 정의와 역사적 의미 확장 과정을 바탕으로 변화된 미

디어 환경에서 재분석한 브랜드의 구성요소와 정의를 제안할 것이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통합 콘텐츠 경향에 해 분석함과 동시

에 그 이면의 브랜드와 관련된 비즈니스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전략을 도출한 뒤, 연구자 고유의 ‘3V' 방법론으로 제안하

여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2020  5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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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통합콘텐츠화 브랜딩의 한계를 극복할, 브랜딩의 내용적 실체로서 행동주의 브

랜드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적용하여 직접 시장에 런칭한 브랜딩 프로젝트(지속

가능한 향 브랜드FRA422)를 연구자의 최종 작품으로 수록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을 증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와 시장의 환경에서 성공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의 핵심 요인을 확인하고 브랜드의 런칭과 지속적 성장에 있어 전략적, 실증적 토 를 마련

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및 범위 

브랜드에 한 연구는 매우 넓고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브랜드에 관한 직,간접적 

지식 뿐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서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

다. 또한 디자인, 마케팅, 경영,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연구가 함께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그런 만큼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는다면 공허한 선언적 논의에 그

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장에서 이루어질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정확히 제시하여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1.3.1. 이론적 배경의 연구 방법 및 범위 

이론적 배경은 본격적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선행 연구이지만 기존 연구의 참조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브랜드의 구성 요소와 정의, 브랜드 커뮤니

케이션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이론적 배경 역시 연구자

의 독립적인 연구의 결과로 별도 소결하고 있음을 밝힌다. 

우선 사전 연구로서 브랜드의 정의와 역사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이를 분류, 비교, 분석하면서 구조화하였다. 브랜드 정의에 한 분류는 기존에 Leslie de 

Chernatony와 Francesca Dall'Olmo Riley가 1998년 체계화하고 이를 2012년 추가, 보완

한 Upendra Kumar Maurya의 ’12 classification themes’을 참고하였으나 이를 본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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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업적 문맥이 결여된 정의 및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원적 관점에서 분류된 정의로 수정, 

재구조화하였다. 이때 필립 코틀러의 마켓 패러다임(Market3.0, 2014)을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 상이 되는 정의들은 개념적 정의 외에 다소 주관적으로 표현된 부연적 정

의도 포함하였다. 개념적 정의를 중심으로 하지만, 부연적 정의가 개념적 정의를 체할 만

큼 광범위하게 인정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정 기간 유사한 부연적 정의가 다수 이루

어짐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정의를 내린 자가 영향력이 큰 오피

니언 리더(opinion leader)인 경우 이 또한 논의의 상으로 하였다. 지면 관계상 내용을 전

부 담지 못한 유사한 정의들은 최 한 연도와 해당 문서를 기록하여 참조하도록 하였다.  

브랜드의 구성 요소 및 확장성 등은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의 ‘브랜드의 정의’로서의 소결의 의의를 지

닌다. 

1.3.2. 통합 콘텐츠화 경향 분석 및 방법론의 연구 방법 및 범위 

3. 챕터와 4. 챕터로 이어지는 통합 콘텐츠화 경향 분석 및 방법론은 수많은 사례와 뚜

렷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부분 본 연구자의 분석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문헌연구로는, 미디어 커머스 기업들이 성장하고 2020년 이

후 IPO를 시작하면서 증권사에서 발행한 상장사 동향 리포트를 참조하였다.  

여러 사례들을 통한 경향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콘텐츠 제공자 및 집객과 커머스

(commerce)의 선후관계에 따라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울러 블랭크 코퍼레이션, 레드앤틀러와 같은 협업

구조를 분석하여 비즈니스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VALUE, VESSEL, 

VITALITY의 ‘3V 방법론’이라는 통합 콘텐츠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1.3.3. 행동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방법 및 범위 

우선 브랜드 액티비즘과 행동주의에 한 정의, 개념, 범위 등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다. 그리고 브랜드 액티비즘의 주제에 따라 6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핵심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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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들이 갖게 되는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필립 코틀러의 액티비즘 

스코어 보드를 제안한다. 그리고 파타고니아(patagonia), 러쉬(LUSH), 벤앤제리(Ben & 

Jerry) 아이스크림, 닥터브로너스(Dr. Bronner’s)를 태생적으로 액티비즘의 실천을 위해 탄

생한 ‘행동주의 브랜드’의 사례로 선정하고 행동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와 특징을 

추출하여 소결하였다. 

1.3.4. 최종 작품 (브랜딩 프로젝트)의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최종 작품은 형식적으로는’통합 콘텐츠화’ 브랜딩 방법론을, 그 내용으로는 행동주

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제로 런칭과 성장이 가능한 브랜드 프로젝트를 실천해 보

았다. 지속가능한 향(香) 문화를 만들어가는 브랜드 ‘FRA422’를 런칭하였으며 실제로 통합 

콘텐츠화 방법론과 ‘환경 액티비즘’의 분석 내용을 적용하였다. 통합 콘텐츠화 방법론 중에

서 ‘광고형’ 즉 브랜드의 탄생과 집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타입에 해당하며 3V의 ‘VALUE’

는 지속가능하게 누리는 향 문화, ‘VESSEL’은 향 관련 제품과 서비스, ‘VITALITY’는 오프

라인 전시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집객을 계획하였다. 

1.4. 용어정의 및 범례 

1.4.1. 개념 및 용어 정의  

(1) 콘텐츠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콘텐츠’를 연구의 의도에 맞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

이다. 고유의 의미를 지닌 외래어로 고착되어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원 영어의 

의미인 ‘content’는 일반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용어로 쓰이는 ‘콘텐츠’에 비해 그 의미가 

너무나 넓기 때문이다.  

 '콘텐츠'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영어 단어 콘텐트(content)의 복수형이다. 사전에는 

단수형인 ‘content’는 추상적인 의미나 성분의 양을 표시하고 복수형은 개 구체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복수형으로 사용되며 ‘내용’이나 ‘목차’를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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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를 넘어 ‘콘텐츠’라는 말이 이미 상용화 되어버렸으며 다양한 

학제적 논의에서 비교적 공통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가 수록하고 있는 백

과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콘텐츠는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매매 또는 교환되는 디지

털화된 정보의 통칭'이라고 되어 있다. 원래는 서적이나 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

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칭하게 되었고 가령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

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보 내용물, 동영상,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웨어 등

이 모두 포함된다는 부연설명도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들의 핵심이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의 정보 형식에 있다기 보다 

정보 속에 내포된 문화적 힘에 동인(動因)한 것이다 보니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문

화 콘텐츠’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

터, 음악/공연, 인터넷/모바일콘텐츠, 방송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

으로 ‘문화 콘텐츠’로서의 의미로 ‘콘텐츠’를 정의하지만 표현 양식이나 형태를 넘어서

서 콘텐츠의 수요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적인 본질’로서의 ‘콘텐츠’란 의미로 사용하였

다.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좁은 의미로는 재미있거나 유익하여, 연결의 미

디어를 통해 수용, 소통, 전달, 공유되는, 즉 수요자에게 바이럴(viral)되는데 성공한 콘

텐츠를 의미하기도 했다. 

(2) 브랜드  

본 논문에서는 브랜드를 “로고, 심벌, 디자인 등 일체의 특징적 아이덴티티를 매개로, 공

급자가 제품 및 서비스와 같은 실체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이를 경험하면서 차별화된 가

치를 인식하는 상호 작용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에 한 논의는 2장 이론적 배경 2.1 브

랜드의 정의 챕터에서 다루었다. 

(3) 연결 사회 (connected society),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 

본 논문에서 종종 언급되는 ‘연결 사회’는 스마트 미디어와 초고속 통신망, SNS 등을 통

해 일상생활에 정보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개개인 모두가 끊김 없이 연결되어 소통

되는 심리스 네트워킹(seamless networking)을 의미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 

AR과 같은 증강 현실이 더해져 모든 사물들까지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되게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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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사회를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고 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는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굳이 중요치 않아 비슷한 의미로 혼용하여 활용하였다.  

(4) 공급자(provider)와 수요자(needer)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널리 사용하던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 

customer)’ 신에 굳이 공급자(provider)와 수요자(needer)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는 크게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생산자가 ‘제품’ 중심적인 개

념인 측면이 있어서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 등을 ‘공급하는 측’이라는 측

면에서 생산자 신 ‘공급자(provider)’를, 꼭 소비자가 아니어도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

츠의 가치를 경험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잠재소비자를 폭넓게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소비

자 신 ‘수요자(needer)’라는 단어로 체하여 쓰고자 한다. 

(5) 행동주의 

‘행동주의’에는 ‘behaviorism’과 ‘activism’의 두 가지의 다른 개념이 있다. ‘Behaviorism’

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심리학이 과학으로서의 자율성과 엄 성을 확립하

기 위해서는 의식을 배제하여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상으로 삼아야 한다 

주장으로 종래의 구성주의적인 의식 심리학 (왓슨, John Broadus Watson 1878 -1958)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행동주의(activism)’

와는 무관한 개념이며 ‘사회적 ·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

인 행동(때로는 촉진하거나 때로는 방해하는)을 하는 원리’를 의미하는 ‘activism’이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행동주의’이다. 

(6) 액티비즘 

‘액티비즘(activism)’은 정치, 사회 등의 분야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위

키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

인 행동(때로는 촉진하거나 때로는 방해하는)을 하는 원리’를 의미하며 논란이 있는 문

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네이버에는 사회복지학 사전(이철

수, 2009)의 정의를 참조하여 ‘정치적 캠페인, 의식 고양(consciousness raising), 선전

(propaganda), 공공성(publicness)의 증  등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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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이라고 정의되어있다. ‘behaviorism’과 구분되는 ‘activism’

으로의 ‘행동주의’는 ‘활동주의’, ‘실천주의’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behaviorism’과의 구별을 선언한뒤, 가장 적절한 의미를 갖는 번역인 ‘행동주의’, 혹은 ‘액

티비즘(activism)’을 동의어로 사용하되, 국내에서도 널리 쓰이는 ‘액티비즘(activism)’

을 한글표기하여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7) 브랜드 액티비즘 

‘브랜드 액티비즘’은 ‘기업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액티비즘’ 이다. 액티비즘의 정의로 

돌아가면 “사회를 개선하려는 열망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또는 환경적 개혁이

나 정지를 촉진, 방해 또는 지시하려는 노력”인데 이때 기업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8) 행동주의 브랜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브랜드가 특정 주제에 한 액티비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

와 태생이 액티비즘의 실천을 위한 목적을 갖는 브랜드의 경우가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보이기에 이 둘을 구분하고자 하는데. 전자는 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으로서 ‘(브랜드) 액티비즘(brand activism)’, 혹은 ‘브랜드 행동주의’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브랜드의 태생적 성격을 규정하는 표현으로 ‘행동주의 브랜드’ 혹은 ‘액티비스트 

브랜드(activist brand)’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자주 쓰이는 표현

으로 전자의 경우 ‘브랜드 액티비즘’ 혹은 그냥 ‘액티비즘’, 후자의 경우를 ‘행동주의 브

랜드’라고 표현하도록 하겠다. 

(9) MZ 세  

980년  초~2000년  초 출생한  레니얼 세 와 1990년  중반~2000년  초반 출생

한 Z세 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세 를 가르는 기준은 차이가 있는데, 레니얼 세

에 해 1980~1995년 사이 출생한 세 를, Z세 를 1996~2000년 사이 출생한 세 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출생년도의 구분이 필요하지는 않고 일반적 의

미의 ‘MZ 세 ’ 이상의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 즉,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특히 모바

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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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등의 특징을 갖는 세 라는 의미를 공유한다. 특히 MZ세 는 SNS를 기반으로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 주체이다. 

(10) 집객(集客)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집객(集客)’이란 표현을 자주 썼다. 집객이란 

SNS상에서 follower(구독자), clicker(클릭한 사람), viewer(시청자), subscriber(구독

자), purchase(구매), reviewer(리뷰한 사람), sharer(공유한 사람) 등 일체의 참여자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적으로 ‘팔로워(follower)’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클릭한 사람, 본 사람, 구독자, 구매자, 공유한 사람, 확산한 사람, 후기를 남긴 사람 등 

광범위한 참여자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 ‘집객’이란 단어를 차용하였다. 중요한 개념임에

도 적절하게 널리 쓰이는 단어가 부재하여 본 연구자가 여기서 그 의미를 정의한 뒤 향

후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1) VALUE 

(11)~(13) VALUE, VESSEL, VITALITY는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을 아이덴티티, 광

고, 광고 등의 분절된 단계로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핵심가치(VALUE), 이를 담아 전

달할 매개체 (VESSEL), 브랜드로 시장에 퍼블리싱 될 수 있는 최소 집객 (VITALITY)의 ‘통

합 콘텐츠’의 요소로 볼것을 제안한, 본 연구자의 연구에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이다. 

이에 전 논문을 통틀어 문자로 표기하였다.  

우선 ‘가치’라는 의미를 지닌 ‘VALUE’는 본 연구에서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핵심 가치

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판매되고 있는 물성적 상은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아닐 수

도 있다. 마치 로렉스(ROLEX)가 시계 자체의 기계적 가치보다는 그 상징성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4.1.2에 기술되어 있다. 

(12)VESSEL 

(11)의 VALUE(핵심 가치)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현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로렉스

(ROLEX)의 핵심 가치가 그 상징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는 고품질의 시계 제품과 이

를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의 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를 VALUE를 담는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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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릇이나 매개페라는 의미로 ‘VESSEL’이라고 하고자 한다.’vessel’은 영단어로 ‘(주로 액

체를 담는) 그릇이나 용기’ 혹은 동물의 혈관, 식물의 도관 등을 의미하는데 ‘가치를 담아 (소

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의미로 본 연구자가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한 자

세한 내용은 4.1.3에 기술되어 있다. 

(13)VITALITY 

‘vitality’는 ‘생명력’, ‘활력’이라는 의미로 VALUE와 VESSEL이 브랜드로 시장에 런

칭하기 위해 필요한 ‘집객’, 즉 최소한의 팔로워(follower), 클릭, 뷰(view) 수, 구독자, 좋아

요, 구매(purchase), 리뷰한 사람(reviewer), 공유한 사람(share)과 구매 전환율 및 구매력 등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집객이 마중물이 되어서 말 그 로 ‘활력’, 

‘VITALITY’를 확보하게 되면 ‘통합 콘텐츠(integrated contents)’가 브랜드로 퍼블리싱

(publishing)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4.1.3에 기술되어 있다. 

1.4.2. 범례 

본 연구의 주, 서지 표기법은 CMS(The Chicago Manual of Style)의 주 –서지 양식

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정보의 표기를 위해서 페이지 표기 앞에 p 혹은 pp을 

추가 하였으며, 한글 번역서의 경우 원서의 이름을 추가하였다. 

예)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Robert S. Root-Bernstein 미셸 루트번스타인 Michele M. 

Root-Bernstein, 2007,『생각의 탄생』Spark of Genius (1999), 박종송 옮김, 서울: 에코의 

서재,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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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브랜드의 정의 

‘브랜드’하면 ‘나이키’나 ‘애플’, ‘코카콜라’ 등을 쉽게 떠올리지만 이에 한 정의를 물

으면 정확히 답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단순히 ‘로고’나 ‘아이덴티티’라고 하기에는 브랜

드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과 의제들을 논의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래서 유독 ‘브랜드’에 해

서는 여러 정의들이 존재하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념을 처음 이론적으로 정립한 

Kapferer도 “Each expert comes up with his or her own definition of brand or nuances 

of definition."라며 이를 지적하였다(2004). 수많은 정의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기존의 정의가 어떤 의미로든 불완전하며 브랜드와 관련된 학제적 논의의 모호성이 높

다는 뜻이기도 하다.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까지의 정의들이 부분 공급자나 수요자, 혹은 브랜드가 갖는 

다층적 요소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의 논의 역시 제한된 관점에서 이

루어지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는 많은 정의들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정의에 머무르

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개념적 정의보다는 ‘관

점’을 제시하거나 브랜드 관한 ‘의견 개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2.1. 브랜드의 정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의 정의들을 비

교, 분석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구성 요소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공급자와 수

요자의 이원적 관점과 브랜드의 다층적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의를 도출하여 향후 본 

연구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개인이 미

디어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브랜딩은 브랜드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이에 한 

사용자들과의 상호 작용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앞으로 브랜

드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의 경향 분석과 그에 따른 전략 도출, 이를 적용한 브랜딩 최종 작

품까지 전과정을 관통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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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브랜드의 어원  및 사전적 정의  9 10

흔히 ‘brand' 가 'fire'나 ‘burn’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물

론 고  노르웨이어의 어원인 ‘bran-', 혹은 ’bren-'은 ‘burn’을 의미한다. 고  노르웨이어 

‘brenna(불타다)’가 고  독일어 ‘bærnan’를 거쳐 영어의 ‘burn'이 된 것이다. 그러나 brand

는 정확히 ‘brandr'라는, ‘불타는 나무(장작)’를 의미하는 단어를 그 유래로 하고 있다. 나무

를 태워 열로써 혹은 빛으로써 불 에너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일상이었던 시 에 ‘불타는 나

무’라는 별도의 단어가 있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마치 이누이트인에게 눈

을 가리키는 단어가 수십가지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횃불

(torch)’, ‘화염’, ‘불꽃’, ‘불타는’ 등의 의미가 추가된 것이 고  영어 ‘brand' 혹은 'brond'다.  

즉, 같은 어원인 ‘bran-'을 분명 공유하고 있지만 명확히 ‘불타는 나무’라는 의미를 가진 단

어 ‘brandr’가 거의 원형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 ‘brand’다.  

  

<그림1 > 브랜드의 어원 

이처럼 ‘이름표’, ‘상표’ 등과 전혀 무관한, ‘불타는 나무’라는 뜻의 ‘brand’가 지금의 

의미를 갖게 된 계기는 고  유럽에 시작되었다가 중세 시 에 일반화된 cattle-branding 

때문이었다. 이는 불에 달군 쇠를 가축에게 지져 소유주를 표기하는 것으로, 이때 쓰인 ‘hot 

 ʻbrand’     -   2011    Adrian Poruciuc  Two Old Germanisms of East 
Romance (Romanian ateia ʻto dress up’ and brânduUå ʻcrocus’) con rmed by West Romance cognates    

 . 

 , “     :    ”, , 16 , 1 , 2017, 203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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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을 'brand'라 한 것은 원래 ‘brand’가 “burning stick”이란 의미임을 생각할 때 매우 당

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brand'는 동사로서 ‘낙인찍다’라는 의미가 먼저 형성되었고 그 

뒤에 그렇게 찍힌 "identifying mark made by a hot iron(낙인)"까지 ‘brand'라 칭하게 된 것

이다. 물론 낙인을 위해 때때로 인간은 특수 안료나 페인트를 사용하기도 했었으나 불로 지

지는 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표식으로 사용하기 유용하였고 이 방법이 널리 퍼지면서 

“brand”의 어원이 되었다. 유럽의 ‘branding(낙인찍기)’ 관습은 서부개척 시 의 미국으로 

넘어가 좀 더 복잡하고 상업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그들은 넓은 목장을 소유하였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심벌들을 개발하였고 소유주뿐만 아니라 

등급이나 혈통 등 품질의 표식도 ‘branding'하여 이를 등록 장부에 기록, 일괄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도난, 위조 등을 방지하였다. 캐틀 브랜딩(cattle-branding)은 ‘brandr(burning 

stick)’가 ‘브랜드’의 어원이  된 계기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으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는 과정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2 > TEXAS CATTLE BRANDS (1800년  후반)  11

 a Catalog of Texas Centennial Historical Exhibit of Texas Cattle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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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틀 브랜딩(cattle-branding)으로 인해 1800년  완성된 ’brand'의 의미가 마침 미

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맞물렸고 자연스럽게 마케팅 용어로 확장되면서 ‘trademark’, ‘a 

particular make of goods’의 의미로 정착되었다.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지적했듯이 브랜드가 상업적 의미로 널리 활용되기 이전의 

사전을 보면 이러한 어원의 변천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같은 Oxford 사전에서 1934년에

는 ‘a piece of burning or smouldering wood', 'torch', 'sword', 'iron stamp'의 순서 로 수

록되어 있는 반면 1980년에는 ‘trademark’, 'a mark with hot iron', 'a piece of burning 

wood'로 정 반 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사전에서 brand에 시적인(poetic) 표현으로 ‘칼

(sword)’이란 의미가 있는 것은 길다란 칼을 휘두르며 빛을 받는 것이 마치 불타는 나무를 

휘두르는 것 같다하여 ‘brandish’가 ‘칼을 휘두르다’라는 동사가 된 것에서 유래한다.  

“Brand: 1. n. Piece of burning or smouldering wood, torch, (literary); sword (poet.); 

iron stamp used red-hot to leave an indelible mark, mark left by it, stigma, 

trade-mark, particular kind of goods (all of the best bb.). 2. v.t. Stamp (mark, object, 

skin), with b., impress indelibly (is branded on my memory)" (The Pocket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1934) 

“Brand (noun): a trade mark, goods of a particular make: a mark of identification 

made with a hot iron, the iron used for this: a piece of burning or charred wood, 

(verb): to mark with a hot iron, or to label with a trade mark.” (The Oxford American 

Dictionary, 1980) 

그러나 1990년  브랜드가 상업적 문맥을 크게 확장하면서 비즈니스, 경영, 마케팅 

관점에서 분화된 의미들은 더욱 풍부해지고 일부 전통적 의미들이 고어(archaic)로 기술되

기도 한다. 또한 명사로서의 ‘brand'에 비해 동사로서의 ‘brand'에 ’낙인을 찍다‘는 전통적 

의미가 강하게 남아있음도 알 수 있다. 

“Brand. NOUN. 1A type of product manufactured by a particular company under a 

particular name: 1.1A brand name: 1.2A particular identity or image regarded as an 

asset: 1.3A particular type or kind of something: 2An identifying mark burned on 

livestock or (especially in former times) criminals or slaves with a branding iron: 2.1 

archaic A branding iron.; 2.2A habit or quality that causes someone public shame or 

disgrace: 3A piece of burning or smouldering wood: 4 literary A sword. 

VERB [WITH OBJECT] 1Mark with a branding iron: 1.1Mark indelibly: 1.2Mark out 

as having a particular bad or shameful quality: 2Assign a brand name to: 2.1 (as n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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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The promotion of a particular product or company by means of advertising 

and distinctive design.” (Oxford Dictionary online, 2016) 

2.1.2. 법적, 제도적 관점의 정의 

Crainer(1995)는 브랜드를 ‘a legal statement of ownership', Broadbent와 

Cooper(1987)는 ‘a mark to designate the ownership'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브랜드의 법적 

정의는 상업적 문맥과는 거리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브랜드는 그 모조를 방

지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아래에서만이 기업의 자산 가치가 되고 공정한 상공업 질서를 만드

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브랜드가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에서 사용자

간 상호 작용으로 창조, 변형, 진화되고 있는 지금은 브랜드의 권리를 정의하고 보호하는 장

치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브랜드의 법적 관점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의라기 보다는 ‘브랜

드’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 혹은 ‘장치’라 할 수 있다.(박보람, 2017) 

특히 ‘상표(trademark)’는 브랜드의 법적 용어(legal term)이며 이는 모든 사전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2.1.3. 공급자 관점의 정의 

2.1.1.과 2.1.2의 어원적, 사전적 관점과 법적 수단으로서의 관점은 브랜드라는 개념

이 역사적으로 정착되어온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으로, 브랜드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

온, 개념적 정의들이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비슷비슷한 재화가 량생산되면서 본격적

인 ‘소비자 인식 선점 경쟁' 수단이 브랜드의 가장 큰 상업적 역할이었음을 고려할 때, 공급

자와 수요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좁히는 것이 브랜드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이라 하겠

다.  

산업 혁명으로 촉발된 상업 혁명은 ‘브랜드’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

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의 인식 속에 ‘브랜드’로 축적 및 집약되어 소비자 행동에 절 적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이후 ‘브랜드’는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 마케팅과 디자인,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확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의미나 역할이 확

장되더라도 브랜드는 근본적으로 이에 한 실체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이를 경험하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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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2원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의도 이 두가지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살

펴 보아야 한다. 

  

<그림3 > ‘식별’을 위한 브랜드의 기능 (공급자적 정의) 

공급자 중심의 정의에는 어원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로고로서의 정의, 아이덴티

티 체계(identity system)으로서의 정의, 기업으로서의 정의, 가치 체계(value system)으로서

의 정의 등이 있다. 초기에는 공급자 관점에서, 브랜드를 단순히 로고나 심벌, 디자인 등의 

조합(AMA, 1960), 혹은 기타의 차별적 특징들을 포함한 로고나 심벌, 디자인 등의 조합

(AMA, 2005), (Aaker, 1991) 그리고 차별적 특징들을 포함한 아이덴티티 체계(identity 

system)(Balmer, 1995) 등으로 정의하였다. 때로는 브랜드를 제조사와 동일시하기도 하였

다(Bernard&Ruth, 1988). 그러나 브랜드가 단순한 물리적 표식으로는 설명되기 힘든, 시장

에서 그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Kapferer, 1995) 브랜

드를 부가된 가치(Jones, 1986), 혹은 가치 체계(value system)(Thrift, 1997)으로 정의하기

도 하였다. 

2.1.4. 수요자 관점의 정의 

1970년  이후 중매체를 통한 마케팅 인식(positioning)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면서 

한편으로는 브랜드의 가치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오는 것임이 크게 강조되었고 수요자 관점

의 정의가 부각되었다. 브랜드가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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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리하도록 돕는 압축체(shorthand)라거나(Jacoby, 1992), 소비자의 선택에서 위험을 감

소시키기 위한 장치(risk-reducer)라는 정의(Bauer, 1960), 소비자의 경험(Bryan 

Eisenberg, 2006), 혹은 인식의 축적(Keller, 1993), (Ashley Friedlein, 2014)이라는 정의들

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정의는 브랜더와 마케터들에게 깊은 인사이트

(insight)를 제공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어온 관점이다. 공통적으로 브랜드는 소비자의 

인식(지식, 지각, 기억, 추리, 상상, 감정 등) 속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2.1.5. 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을 모두 포함한 정의 

그러나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정의 역시, 브랜드의 일부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의 인식은 공급자가 제공한 실체와 차별화된 가치를 수요자가 경험하고 인식하

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공급자가 마련한 실체적 요소를 무시한 채 수요자의 인식이나 경험

만을 강조하는 것은 브랜딩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완결된 

정의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런 까닭에 가장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AMA(Americal 

Marketing Association)의 정의가 여전히 로고와 아이덴티티로서의 정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정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브랜드를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로 보거나(Woodward, 1991) 독립된 인격체와 같은 ‘personality' 

(Alt&Griggs, 1988), 혹은 스스로 진화하는 ‘완전체(entity)’로 정의한 경우다(Goodyear, 

1996). 이는 브랜드가 ’공급자의 행위에 의해 조정되는 소비자의 인식‘이라는 기존의 함수 

관계에서 벗어나 그 이상의 유기적 상호 작용 과정임을 인정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때로 

‘브랜딩’을 수요자의 인식과 공급자의 실체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으로 정의함으로서 상호 

작용을 강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브랜드를 공동체의 힘으로 구축되는 생태계로 보기도 했

다. (Marty Neumeier, 2007) 

그러나 이 정의들 역시 정의자의 논거 전개를 위한 주관적 관점을 제시하는 부연적 정

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의를 <표1>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마

무리 한 뒤, 좀 더 체계적인 정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산업 변화에 따른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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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역사적 의미 확장 과정과 브랜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뒤, 2 이론적 배경의 소결로

서 브랜드의 통합적 정의를 제안하도록 하겠다. 

<표1> 브랜드의 정의의 분류 (UPENDRA KUMAR MAURYA 2012 참조, 연구자 개편) 

2.2. 브랜드의 역사 및 의미 확장 과정 

2.2.1. 고  이전 및 고  시 의 브랜드 

소유를 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어린아이가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내꺼야’다. 생존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유의 표기를 

위해 소유물에 특정 표식을 했던 역사는 이를 가늠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오래된 일일 

~   (Brand as ~)  

  Oxford  

 Oxford  , Crainer( )

  

AMA( ~), Aaker( ), Kotler( )

Identity System Kapferer( ), Balmer( )

( ) Bernard L. and Ruth ( )

Value System Thrift( ), Beckett( )

  

Shorthand Jacoby( ), Chevan( )

Risk-reducer Bauer( ), Assal( )

 Bryan Eisenberg( )

 Keller( ), Ashley Friedlein( )

 
   

 

Dudo ( ), Woodward( )

Personality Alt&Griggs( ), Blackston( )

 Goodyear( )

  Marty Neume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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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원시적인 브랜드는 ‘이름표’에 가까운 것으로 이는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분화되면서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모두 보

호하고 그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상(通商, trade)과 관련된 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고  그리스와 로마 시 의 도자기 및 교역품, 이집트의 벽돌 등에

서 제작자의 브랜드가 찍혀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상업적 차별화를 위한 것들도 있

었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림4> 고  이집트 벽돌의 생산자 표기 (좌) 및  
BC700년경 그리스 판매용 항아리 손잡이 일부 (우) 출처: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동양에서도 소유주 표기에서 시작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표식으로

서 확장되어 온 브랜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기와나 도자기 등에 생산자나 생산지를 표

기하여 품질에 책임을 묻는 제도는 고 시 부터 확인된다.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자나 생산지 등을 적극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브랜드의 의미로 

본다면 고  바빌론 상인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들은 그들이 취급했던 물건들을 다

른 공급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항구나 시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외치며 구매자들에게 호소했

고 이는 지금의 브랜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셈이었다. 이집트에서는 이 내용들을 파피루스

에 상형문자 등을 이용해 기록하고 활용하였다. 상업이 크게 발달한 고  그리스와 로마 상

인들은 그림 상징(pictorial symbol)들을 이용하여 점포에 간판을 내걸기도 하고 경쟁자와

의 차별점을 벽보로 제작하여 광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바빌론 상인들의 풍경은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서주시 (BC 1000년경)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후 최

초의 종이와 목판 인쇄술을 개발한 중국에서는 이를 기록하여 활용하였다. 일종의 브로슈

어 역할을 한 것이다.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와나 도자기 등에 생산자나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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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기하는 전통이 있어왔다. 아래 <그림>의 ‘장흥고’라는 도자기는 품질 좋은 도자기로 유

명한 원산지를 브랜드화 한 것이다. 

 

 <그림5> 「장흥고」, 분청사기 인화 무늬 접, ’장흥’에서 생산되었음 (1438) 

2.2.2. 중세 시 의 브랜드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고 와 달리 중세시 에는 상공업이 크게 쇠퇴하였으며 성직

자와 소수 지배계급을 제외하면 부분 문맹이었다. 당시 공예품은 부분 폐쇄적 길드를 

통해 생산되었으며 생산자의 표기는 의무화되었지만 상업적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길드의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세 시 는 브랜드 역사에 있

어서 2가지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는데, 첫 번째가 강력한 제조사 표기 의무화가 브랜드를 둘

러싼 법적, 제도적 장치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본격적으로 유럽에서는 1700년부터 모

든 상품에 상표를 표기하는 것이 표준 관행으로 정착된다. 이후 사회가 점점 복잡하게 발전

함에 따라 정부는 상표법 (trade mark law), 특허, 저작권 등으로 관련된 권리들을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갔다. 최초의 특허법 (patent law)은 1474년 이태

리에서, 최초의 저작권법 (copy right law)은 1709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표법(trade mark 

law)은 1857년 프랑스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폐쇄적 길

드의 보호 관습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중세시  일반 농노들은 부분이 문맹이었던 까닭에 여러가지 시각적 문

장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그래픽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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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건제도하에서 국가별, 도시별, 계급별, 가문별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문장을 만들고 

깃발을 제작해 널리 쓰였는데, 정체성을 표현하고 권위와 단합을 위해 화려하고 정교한 그

림과 상징이 발달했다.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심볼 디자인의 효시가 된다.  

 

 <그림6>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래픽에 영감을 제공한 중세의 깃발들 (상) 
유럽 문장의 그래픽적 영향 (하) 

2.2.3. 근 의 브랜드 

중세시  정착되었던 상표 등록의 시스템은 이후 폐쇄적 길드의 보호를 위해서가 아

니라 상공업자의 보호를 위해 체계화된다. 1777년 설립된 영국의 양조장 Bass에서는 최초

로 빨간색 삼각형을 사용한 마크(mark)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사용했는데 오히려 이를 

위조한 제조업자들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들은 상표법 체계가 마련되기도 이전에 그들

의 마크를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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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World Records)으로 등록된 최초의 ‘근  상표(modern trademark)’라 인정되

고 있으며 1885년 디자인을 조금 단순화하기 뒤로도 현재까지 그 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7> 세계최초 MODERN TRADE MARK로 공식 인정된 BASS의 1777년 로고 원형 및  
1885년 수정 후 현재까지 사용 중인 로고 

그러나 이렇게 브랜드가 오랫동안 상업적, 사회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

인 브랜드의 역사는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되어 19세기 미국, 러쉬아를 거쳐 20세기에 

부분의 국가로 확 된 산업혁명 이후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공업화’라 요약할 수 있

는 산업혁명은 기존 동력(動力)의 한계였던 인력(人力)과 축력(畜力)을 혁신적으로 뛰어넘

는 동력 기술을 얻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동력으로 인해 거의 모든 생산 분야에서 물질적 

재화의 생산에 무생물적 자원을 광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는 전혀 경험하지 못

했던 거 한 생산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구조를 변화시켰

다. 특히 상업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재화가 집약적 공장생산 시스템에 의해 생산됨으로서 

기존의 지역 사회를 넘는 더 큰 시장에서, 수많은 유사 제품을 상 로 경쟁하며 끊임없이 소

비가 촉진되어야 했다. 이는 20세기 소비의 시 에 브랜드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는 핵심적 

조건이었다. 바야흐로 ‘브랜드의 시 ’가 시작된 것이다.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브랜드는 제품의 질, 속성 및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무형의 자산으로 법적 

의미가 더욱 확 되었고 이는 곧 공급자나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을 육성하는 중요

한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다.  

‘공급 초과’ 이외에도 산업혁명은 또다른 의미에서 브랜드의 역사에 결정적 트리거가 

된다. 산업혁명이 제지, 인쇄뿐만 아니라 사진, 편집, 창작 기술 및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발

전을 가져옴으로써 본격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브랜딩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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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1900-1980 석판인쇄(LITHOGRAPHY)를 활용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매스커뮤니케이션은 현 적 의미의 브랜드에서 중요한 또하나의 전제이다. 브랜드가

지금과 같은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중매체

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브랜딩의 파급력을 극 화시키고 시장의 범위

를 지역 사회에서 세계 전체로 빠르게 확  시켰다. 

중국에서는 송왕조 (960–1279)에 활판 인쇄술이 개발, 보급되면서 중매체의 첫 단

추를 끼우게 된다. 서양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한 것은 이보다 늦은 1448년경이

다. 1625년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신문이 발행되었으며 1704년 미국에서는 Boston 

Newsletter라는 신문에 최초의 상업광고가 출현한다. 인쇄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중 매체

의 출현은 ‘브랜드’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 사회라는 시장을 넘어 전 세계를 상으로 확장하

였으며 현 적 의미의 브랜드가 정착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1922년에는 WEAF  New York에서 최초의 라디오 광고가, 1941년에는 최초의 TV 12

광고가 방영되었다. 본격적인 ‘브랜딩’ 전쟁이 시작되면서 마케팅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

하였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전문, 분업화 되어 행사 (Agency Systems) 체

계가 자리잡게 된다. 

    ,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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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9> 최초의 신문 상업광고(1704), 최초의 TV 광고 (1941) 

2.2.4. 현재의 브랜드 

지금의 브랜드는 그것이 일방적 중매체든 개개인을 연결하는 SNS든 공급자와 수요

자가 상호 작용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증 되었다는 것이 이전의 세 와 가장 다른 점이다. 

브랜드는 1950년  이후 비슷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중매체 중심의 비 칭적 정보권

력 구조 하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선점하고자하는 경쟁 구조와 오프라인상의 구매를 전제로 

시작되였다. 특히 광고와 디자인을 중심으로하는 차별화 전략은 경영상의 가시적 성과를 가

져다 주었기 때문에 브랜드만을 따로 담당하는 조직, 기업, 이를 체계화한 이론, 전략 등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개인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초연결 사회에서의 브랜드 자산은 

기존의 비 칭적인 정보구조로 인해 유효했던 기업의 일방적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가 아닌, 

사용자의 경험과 참여,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진화했다. 이 부분은 3장 브랜드의 통합 콘텐츠화 경향에서 본격

적으로 다룰 내용이므로 2장에서는 과거와의 비교 언급 정도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2.2.5. 브랜드의 의미 확장 과정 

 고 ~ 중세까지의 브랜드의 발전 과정에 있어 중요한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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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브랜드의 역사와 의미 확장 과정 (MICHALE과 DOUNG(2000) 참조, 연구자 개편) 

소유의 외침을 위한 원시적 표식에서부터, 고  책임 소재를 위한 생산자 의무 표시와 

국지적으로나마 상업이 발달했던 곳에서의 차별화를 위한 공급자 표시, 중세시  산업 보호

와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그리고 산업 혁명 이후 유사한 다수 공급자 간의 차별을 

위한 아이덴티티를 지나 연결의 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매개체까지. 오

랜 역사 동안 브랜드의 의미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왔다. 이를 모식화하면 아래 <그

림10>과 같다. 

 2000  livestock    

 700      

기원전 600        ,   

 560           

기원전 300       

1200~1600   ( )     

1400년대   Livestock    ʻ ’    
 

1600
     ( , ,  )   

    
1760년  (Josiah Wedgewood)     

1777년 Bass   Modern Trade Mark   

1848년      (Paris Commune)    
  

1870년     (Samuel.A.Maverick)    
   ' ʻ   

1886    

1910년       (Claude Hopkins)  ʻ
    “     

1922년 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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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브랜드의 의미 확장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도 브랜드의 상은 상품과 서비스를 넘어 도시, 국가 조직, 시 , 공동체 등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확 되고 그 역할이나 영향력, 가능성에 해서도 계속 새로운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2.3. 브랜드의 구성 요소 

정의는 반드시 피정의항과 정의항의 범주가 등하여야 한다. 모든 요소를 포괄하면

서 동시에 외부의 요소들과는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의 명료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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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브랜드의 구성 요소 

공급자는 그것이 기업이든 비상업적 주체든 인력, 자본, 자원 등 여러 가지 요소들(공

급자 환경)을 운용하여 제품 혹은 서비스와 같은 브랜드 실체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실체

를 사용자가 경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다른 공급자와 차별화되는 특정 브랜드만의 가치로 

인식된다. 여기서 공급자가 브랜드의 실체를 구축하고 사용자가 이를 경험하는 상호 작용

을 브랜드 현상, 그리고 브랜드의 차별적 가치와 이에 한 사용자의 인식을 브랜드 자산이

라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호 작용은 로고, 심벌, 슬로건, 디자인 등의 결

합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자체라기보다

는 브랜드의 압축적 자화상이다. 이때 브랜드의 현상과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의 직접적 구

성 요소, 공급자나 수요자의 환경은 브랜드의 원천이자 간접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의 구성 요소를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원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한, 

나비 모델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브랜딩’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공급자와 수요자의 두 

영역을 가능한 일치시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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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브랜드의 구성 요소의 나비 모형 제안 

2.4. 브랜드의 이론적 배경 소결 (브랜드의 정의) 

앞장의 브랜드의 구성요소 도출을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브랜드에 관한 총체적 정의

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브랜드란 로고, 심벌, 디자인 등 일체의 특징적 아이덴티티를 매개로, 공급자

가 제품 및 서비스와 같은 실체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이를 경험하면서 고유한 가치

를 인식하는 상호 작용 과정이다” 

이 정의는 연결의 시 에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시장,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환경

에서, 브랜드에 관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통합적 정의이다. 본 정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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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모두 포함하면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효과적인 브랜딩 전략을 도출하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이후의 이어질 연구에서 브랜드에 한 기본 관점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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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의 통합 콘텐츠화 경향 

3.1.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통합 콘텐츠화’의 의미 

3.1.1. 미디어 환경의 변화 

중매체가 지배하던 시 의 저녁시간에는 특정 지상파의 뉴스나 드라마 시청률이 

5~60%에 육박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기기, 다양한 SNS 플랫폼이 중화된 1

인 미디어 시 에는 여고 동창의 일상이, 직장 동료가 자신의 생각과 함께 공유해 놓은 뉴스

의 조각들이, 7살짜리 어린아이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구매 행

위 전, 다양한 사용자가 공유한 후기를 검색하고 기 경험자의 평점과 관련 포스팅을 훑어보

는 액티브 리서치는 이미 거의 모든 소비의 당연한 과정이 되었다. 

이는 곧 개개인 모두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동시에 유통하는 미디어이자 네트워크의 

노드(node) 라는 것이다.  KBS나 tvn과 같은 콘텐츠 송출자도,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13

SNS 플랫폼도 미디어지만 네트워크상의 개개인 모두가 그 자체로 콘텐츠이자 다양한 콘테

이너를 운용하는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과거의 

미디어가 불특정 다수에게 ‘웰메이드 콘텐츠를’ 송출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미디어는 ‘관

계’를 매개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의 본질은 네트워크다. 네트워크가 연결(link)되고 연

결되어 결국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결과를 나을 뿐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중에

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어렵다.  

매우 일방적으로,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 에 “하

찮은 다수”였던 “ 중”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개의 노드인, “의미있는 개인들”로 그 성

격이 크게 다른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소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이

를 통제, 관리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개인 혹은 집단이 모두 브랜드에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고객, 영업사원, 파트너, 생산

자, 협력자, 구직자, 언론 등의 경계가 모호하다. 서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콘텐츠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      
,      (process)  (forward)      .

32



과거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를 소유했던 기업은 이를 직접 제조, 제작할 수 있는 

생산 기업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해당 제품

이나 서비스를 브랜딩하고 광고와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순서였다. L’Oreal, 

CJ, P&G, 코카콜라 등은 강력한 제조력과 유통 장악력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브랜딩과 마케

팅 차별화를 통해 수많은 브랜들을 소유하고 있던 표적인 기업들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

러한 브랜드들 간에 때로는 어떤 브랜드가 시장에서 쇠락, 퇴출되기도 하고 새로운 브랜드

가 등장하여 시장을 재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

서 탄생하고 성장하는 브랜드들은 과거의 브랜드들과는 다른 주체가 이를 소유하며 매우 다

른 순서와 방법,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메가급 뷰티 인플루언서였던 포

니의 포니 이펙트(Pony Effect)와 이를 유통하는 미미박스(Mimi Box), 패션 블로거에서부

터 시작하여 거 한 패션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한 무신사나 하이프비스트, 자극적인 후기 

영상으로 말초적 구매욕을 자극해 온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브랜드들, 미국의 젊은 소비층을 

단번에 매료시킨 올버즈 운동화나 캐스퍼 매트 등 레니얼 세 라면 누구나 알 법한 최근

의 라이징(rising) 브랜드들은 상당 수가 인플루언서나 SNS 미디어 등과 관련이 깊은 것들

이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 중심의 브랜드 소유 기업들이 하나의 RnD에서 파생된 브랜드 포

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콘텐츠나 미디어 커머스의 경우 OEM , ODM  제14 15

조 및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서로 기술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도 하다. 

 OEM (Original Equipment M anufacturing),       

 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OEM       O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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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화학 제품 중심의 P&G 브랜드 포트폴리오(상) 

 

<그림14> 다양한 생활용품과 서비스 브랜드의 블랭크 코퍼레이션 포트폴리오(하) 비교 

정리하자면 개개인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SNS 중심의 미디어 구조

는 하찮은  중(trivial mass)을 의미있는 개인들(significant individuals)로 변화시켰고 이와 

함께 온라인 구매 환경, MOQ(Minimum Order Quantity)  감소 및 MOD16 17

(Manufacturing on Demand),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의 용이 등 높아진 생산 접근성, 그리

고 SNS 중심의 소통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고 중요한 개인들에게 브랜드 비

즈니스의 기회가 분산되도록 하였다. 그결과 빠른 속도로 탄생, 성장하는 수많은 브랜드 스

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스몰 브랜드를 넘어 1인브랜드, 마이크로 브랜드 등 다양한 형태의 브

랜드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MOQ (Minimum Order Quantity),   .    MOQ    
 . MCQ  (Minimum Color Quantity)   .

  MOD(Manufacturing on Dem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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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둘러싼 변화를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 관한, ‘통합 

콘텐츠화’ 경향에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 함께 유기적으로 수반된, 브랜드와 관련한 

비즈니스의 산업 생태계에 관한 변화이다. 

3.1.2. ‘통합 콘텐츠’의 의미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및 ‘통합 콘텐츠’에 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콘텐

츠’에 해서는 1.4.1.에서도 언급하였다. 요약하여 반복하자면,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매매 또는 교환되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통칭'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있다. 원래는 서적

이나 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칭하게 되

었고 가령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보 내용물, 동영상, 음악, 만화, 애

니메이션, 게임소프트웨어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들의 핵심이 디지털

이냐 아날로그냐의 정보 형식에 있다기 보다 정보 속에 내포된 문화적 힘에 동인(動因)한 것

이다 보니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문화 콘텐츠’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 예

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음악/공연, 인터넷/모바일콘텐츠, 방송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로서의 의미로 ‘콘텐츠’를 정의하지만 표

현 양식이나 형태를 넘어서서 콘텐츠의 수요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적인 본질’로서의 ‘콘텐

츠’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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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는 주로 모바일과 SNS를 바탕으로 재미있

거나 유익하여 ‘발견’의 과정을 통해 바이럴(viral)되는 콘텐츠로 의미를 다소 한정하여 쓰고

자 한다.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가치, 브랜드 아이덴티티, 패키지, 디자인, 웹, 광

고 등의 요소들이 별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경험해 볼만한 ‘콘텐츠’가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기존에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영역과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마케팅 

영역이 분리되어있었고 그 안에서도 미디어별로 광고 콘텐츠 요소들이 전부 분리되어 분업

화, 전문화되어 운영되었다면 

 

<그림16> 기존의 분리된 브랜딩 영역들  

지금은 SNS상에서 MZ 세 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콘텐츠로 경험하게 할 것

인가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때는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디드 콘텐츠 뿐만 아니

라 디자인이나 제품, 서비스까지도 콘텐츠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브랜딩은 ‘콘텐츠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마케팅’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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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 

이를 기존의 이커머스와 비교하면 콘텐츠나 커머스를 서핑하며 발견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상으로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으로 소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콘텐츠와 커머스가 결합된, ‘소프트 셀’이라는 점이다. 

  (  )

 + 

커머스 제품 
형태  NB PB NB

  +   
 +  

 

콘텐츠 형태

(Hard Sell) 
   .  

:    , 
 ,  ,    

 (Soft Sell) 
        

      
  : ( , VOD),   

소비자 유형   콘텐츠 / 커머스 발견형 소비자

목적  
       

     

  /  

1)    :    
    

2)       :  
   

1)/2) ↑ ⇒ PB /   N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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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이커머스와 미디어 커머스의 비교 (출처: DB금융투자 보고서, 2020)  18

결국 미디어(콘텐츠) 커머스는 소비자로 하여금 어떤 “발견”의 여정을 제공할 것인가

의 문제이고 이러한 발견은 결국 재미있거나 도움이되어야만 가능하다. 본 논문은 결국 어

떠한 콘텐츠로 사람들의 ‘발견’을 이끌어 낼 것인가를 브랜딩의 핵심 요소로 보고 이를 ‘통

합 콘텐츠’화 브랜딩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그림18> ‘콘텐츠’의 구조 

‘재미’는 실로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다. 웃겨서 재미있을 수도 있고 슬퍼서 재밌을 수

도 있다. 감동적이거나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황당하거나 무서워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다. 

뭐가 되었건 ‘재미’는 ‘콘텐츠’를 ‘콘텐츠’이게 하는 요소다. 재미 요소가 떨어지더라도 도움

이 된다면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서 찾는 적극적이고 전문적 도움부터 생활의 

작은 tip까지 그 범위 역시 다양할 것이다. ‘재미’와 ‘도움’은 물론 중첩될 수 있다. 재미도 있

고 도움도 된다면 강력한 콘텐츠가 되어 소통, 공유, 확산되면서 집객(集客)과 관계 맺기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SNS상에서 follower(구독자), clicker(클릭한 사람), viewer(시청자), 

subscriber(구독자), purchase(구매), reviewer(리뷰한 사람), sharer(공유한 사람) 등 일체의 

참여자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팔로워(follower)’라고 표현하지만 그 외에 클

릭한 사람, 본 사람, 구독자, 구매자, 공유한 사람, 확산한 사람, 후기를 남긴 사람 등 광범위

한 참여자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 차용한 단어이다.  

전파력

광고 수익률

 PB: Private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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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통합 콘텐츠화 경향의 의미와 요건 

초연결 사회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합 콘텐츠화’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브랜딩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브

랜딩을 해나가던 탑다운(top-down) 방식과 달리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디어, 

커뮤니티 등 SNS상에서 집객을 할 수 있는 개인 혹은 조직이 브랜딩의 중간 단계를 모두 뛰

어넘고 제품 혹은 서비스의 위탁 생산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의미한다. 

 

<그림19> 브랜딩의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 

다시한번 반복하자면 이를 ‘통합 콘텐츠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전에 생산, 마케팅, 

브랜딩의 분절된 과정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면 SNS 중심으로 미디어 구

조가 재편된 이후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때 

각각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광고와 같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통합 콘텐츠’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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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통합 콘텐츠화 브랜드의 주체 

초연결 사회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합 콘텐츠화’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브랜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합 콘텐츠화 경향은 강력하고 뚜

렷한 현상이며 기존의 브랜드들조차도 SNS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 좋아요, 공유 수, 댓글, 팔로워, 접속 횟수 및 사용 시간, 구독률 등이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에 관한 매우 명확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브랜드를 만들고 소유함에 있어서 기

업과 개인의 격차를 점차 좁혀왔다. 이러한 ‘집객’은 1. 팔로워, 구독자, 조회수, 클릭수, 공

유 액션 등의 양으로 측정되는 “집객의 양’과 2. 집객의 사용 시간 3. 집중도, 몰입도와 같은 

집객의 질 등의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표4> 집객 평가의 3요소 (연구자) 

‘집객’은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로 일종의 ‘자

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집객 자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 때 집객의 평가는 구매

전환도 및 구매력을 고려하여 집객이 얼마나 소비를 발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유

용할 것이다.  

집객자본 = 집객의 양 X 집객 시간 X 집객의 질 X 구매전환률 X 구매력 

SNS를 중심으로 한 소통구조의 현  사회에서는 콘텐츠를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이

를 바탕으로 많은 viewer를 확보한 미디어를 소유한 주체에게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

니스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들을 “브랜드 시드(seed)”라고 표

현하였다. 

1  팔로워, 구독자, 조회수, 클릭수, 공유 액션

2  사용자 점유 시간 및 정기 접속 횟수, 규칙성

3  집중도, 몰입도, 화제 생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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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집객력(브랜드 시드)의 유형 

인플루언서가 판매 및 광고 채널의 역할을 하거나 직접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하고 많

은 뷰어(viewer)를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자가 이를 통해서 미디어 커머스를 

창업, 수많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진 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서 과거 제조 기술 기반의 기업과 이의 홍보를 위한 콘텐츠 채널로서 분업되

어있었던 구조가 해체되고 미디어나 플랫폼, 콘텐츠 기업들이 직접 유통 채널의 역할을 하

거나 브랜드를 만든다. YG가 소속 아티스트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 비즈니스를 시도하거나 

CJ EnM과 같은 브랜드들이 자사의 콘텐츠와 미디어를 통해 직접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다

양한 협업을 시도한다. 특히 이러한 개인, 기업을 넘나드는 시장의 재편은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처럼 기술 수준과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소비자 소통이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콘텐츠와 미디어에 영향력이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다양한 브랜

드 비즈니스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브랜드 시드(brand seed)”를 내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체는 크게 콘텐츠 오너(owner)인 인플루언서들과 미디어 / 플랫폼 / 

커뮤니티 오너 (미디어, 플랫폼, 커뮤니티 모두 조금씩 다른 의미지만 다수가 ‘집객(集客)‘되

어있는 곳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콘텐츠나 미디어를 소

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콘텐츠 기획을 통해 바이럴을 유도할 수 있는 주체로 나눌 수 있다. 

때로는 두 가지 이상의 주도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 강력한 브랜드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사

례도 적지 않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 ‘여자들의 동영상’, ‘남자들의 동영상’ 등 메가 

뷰어를 확보한 페이스북 페이지의 소유자인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해당 페이지를 운영하며 

축적된 동영상 제작 노하우를 통해 통합 콘텐츠로서의 브랜딩에 성공하고 있는 것도 그러

한 경우이다.  

브랜드 시드(brand seeds)

1 인플루언서.�셀러브리티

2 커뮤니티�/�미디어�Owner

3 콘텐츠�기획�/�실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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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분석 

이러한 통합 콘텐츠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공급자 중심적인가 수요자의 참여

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집객과 수익창출의 순서에 따라 다음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상하축은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을 구분하는 것인데,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 등 제공자가 분명한 지 / 혹은 수요자의 공유가 

중심이 되어 콘텐츠가 형성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좌우축은 직접적인 상업

적 목적 없이 우선 콘텐츠를 통해 집객을 하고 그 집객을 통해 브랜드나 커머스를 시도하는

가 아니면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집객을 해야하는가의 선후관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림20> 통합 콘텐츠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4가지 유형 

3.2.1. 공급자 중심 / 선집객형 사례 (인플루언서형, 콘텐츠PPL 형) 19

공급자 중심-선잽객형의 표적인 사례가 인플루언서형과 콘텐츠형이다. 선집객형에

서는 우선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통해서 유효한 ‘집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PPL, product placement,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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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객을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특정 공급자(개인 혹은 조직)가 제공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

형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가 직접 나와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비디오, 사진, 글 등 재

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면 집객을 확보할 수 있고 유효한 집객에 도달하면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다. 최근 주목받는 뷰티 브랜드들이 뷰티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들

과 협업을 통한 것들이 많은데 비포(before) / 애프터(after)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제품의 기술력이나 차별화 경쟁보다는 메이크오버 

쇼, 튜토리얼 등의 콘텐츠 경쟁이 치열하다. 이와 같이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의 영역이 이미 

‘콘텐츠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표6>  2010년  이후 런칭한 주요 인플루언서 메이크업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E&M이나 연예인 매니지먼트사가 당사의 방송 콘텐츠나 연예

인들을 통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SM C&C의 경우 당사의 연예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브랜딩을 런칭하는 “셀럽의 관심사로 만들어진 브랜드_셀럽브랜드”라는 

브랜드 커머스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기존 

플랫폼 이외에 다양한 미디어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가 확 되면서 인플루언서나 콘텐츠 커

머스의 자체적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브랜드명 포니 이펙트 롬앤 피치씨 블리블리

이미지

인플루언서 포니 개코(민새롬) 하늘 임지현

기존 팔로워 500만 7만 70만 83만

활동 SNS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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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김희철의 친환경 칫솔 브랜드 “옳치옳치” (좌 2021), 보아의 보호종료아동 후원 머플러 “리틀버드” 
(우 2021) 

공급자가 직접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더라도 재미있거나 유익한 콘텐츠를 통해 집객

을 확보한 뒤 이를 통해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이다. 사진, 영상, 글 등 콘

텐츠를 통해 우선적으로 획득한 집객을 통해 직접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이다. 이는 콘텐츠

가 영화, 드라마, 해외 수출등으로 직접 수익을 올리는 ‘콘텐츠 비즈니스’나 처음부터 특정 

브랜드의 광고를 목적으로 별도로 제작되는 ‘브랜디드 콘텐츠’형 광고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3.2.2. 수요자 중심 / 선집객형 사례 (커뮤니티형)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사진 많은 곳’이란 뜻으로 2001년 조민호 표가 프리챌에 커

뮤니티를 개설하며 시작되었다. 당시 고3이었던 그는 커뮤니티 이름 그래도 사람들과 신발 

사진을 공유하고 싶어 커뮤니티를 개설하였다. 커뮤니티이긴 했지만 점차 개설자와 운영진

이 국내외 패션 트렌드와 브랜드들의 신상품 발매 및 할인 소식 등을 적극적으로 업로드하

며 집객을 늘려나갔다. 이후 자체 제작한 패션 화보, 상품 큐레이션 등 패션과 관련된 콘텐츠

를 온·오프라인 매거진으로 발간하면서 이른바 ‘무신사 매거진’이 시작되었다. 지금의 무신

사 쇼핑몰 형태를 갖춘 건 2009년이고 이전까지는 ‘집객’에만 집중했다. 어느 정도 깊이 있

는 패션 콘텐츠가 모이자 수많은 신발 매니아가 무신사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물건을 사고파

는 쇼핑 플랫폼이 된 것은 시간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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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2> 선집객 / 수요자 중심형(커뮤니티형) 브랜드의 발전 (무신사 사례) 

2020년 기준 무신사의 연간 거래액은 1조를 넘었고 기업가치는 2조 5천억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무신사와 같이 패션커뮤니티가 거  패션 플랫폼으로 성

장한 사례는  파페티(Farfetch, 미국), 하이프비스트(Hypebeast, 홍콩), 조조타운(Zozotown,

일본) 등  주요 도시에서 공통된다. 패션, 여행, 특정 취향, 요리, 취미 등 공통 관심사를 바

탕으로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는 기존의 산업 지배력이 

해체되고 온라인 집객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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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세계 주요 ‘커뮤니티형’ 패션 브랜드 

4개의 전세계 주요 패션 커뮤니티 브랜드가 동일하게 단순한 블랙 워드마크타입의 로

고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만하다.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에 로고를 중심으로 한 고

유의 시각적 디자인의 의존도가 매우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3. 공급자 중심 / 후집객형 사례 (광고형)  

다음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브랜드 혹은 새로 런칭하는 브랜드가 광고를 해야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집객’이란 결국 광고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뷰(view)수, 클릭률, 화제

도 등으로 특정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얼마나 광고가 효과적이었는가는 가장 중요한 광

고의 목표였겠지만 과거 매체비의 투입에 따라 예상되는 비례관계의 결과치가 있었다면 지

금은 동영상 광고의 경우, 광고 소거 요금제, VOD 중심의 OTT  서비스 등으로 광고를 차20

단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언드 미디어(earned media) 의 획득, 즉 바이럴이 되어야 높21

은 광고효과를 기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결국 이는 기존의 광고 시장 역시 ‘집객

력’에 강하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브랜드명 무신사 FARFETCH HYPEBEAST ZOZOTOWN

국가 한국 미국 홍콩 및 글로벌 일본

로고

시작 프리챌 커뮤니티 패션 커뮤니티  
(소비자 커뮤니티) 블로그

패션커뮤니티

(판매자 커뮤니티)

현재 성격 유통 플랫폼 패선 커뮤니티 유통플랫폼 유통플랫폼

이용자 400만 200만 900만 950만

연간거래액 
(2020기준)

1조 2천억 $1.7 billion 2조 7천억 4,194억엔(약4조3천억

 OTT(Over The Top) :     ,      , Net ix  .

  ,    , , ,             
 3     .   ,   (SNS) ,    3  

                
   P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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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디어 커머스’의 등장이다. 3.1.4에서도 언급했듯이 미

디어 커머스란 미디어(media)와 커머스(commerce)를 결합한 합성어로 미디어 콘텐츠를 활

용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 화하는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신조어다. 즉, 사고 싶게끔 

만드는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통해 직접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미

디어 커머스가 다양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라이브 쇼핑 등을 통하여 채널과 콘텐츠

의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표적인 사례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바디러브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들, 브랜드엑스의 젝시믹스, 에코마케팅의 클럭, 부스터즈의 링티 등이 있다. 

<그림23> 에코마케팅의 클럭(좌,2021), 부스터즈의 링티(우,2021) 

 SNS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기존의 광고 커뮤니케이션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는

데 그 단적인 사례가 2014년의 비락 식혜 ‘의리음료’편이었다. 아직까지는 중매체의 영향

력이 절 적이던 시기에 단 한편의 바이럴 동영상을 통해 수많은 공유와 화제도, 패러디 등

을 낳으면서 광고 콘텐츠의 맥락이 일방적 페이드 미디어(paid media) 에서 언드(earned 22

media)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림24> 비락 식혜 의리음료 광고 패러디 (2014) 

      ·   [ , , , ,   (SNS) ]   
       . (Advertorial)   (Native Advertis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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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스튜디오 좋>의 빙그레우스 캠페인, 꽃게랑을 패러디한 지코의 꼬뜨게랑 캠

페인 등 수많은 캠페인이 일방적인 광고가 아닌 화제도와 공유가 가능한 바이럴성 ‘콘텐츠’

로서 집객을 통한 브랜딩이 이루어졌다.  

 

<그림25> 지코의 ‘꼬뜨게랑’ 캠페인 (2021)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이 집객형 콘텐츠가 되는 경우도 많지

만 인스타그램의 트렌드한 사진 공유를 통해 런칭한 ‘더티레몬(Dirty Lemon)’이나 

 

<그림26> 더티레몬 인스타그램 이미지들 (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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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V커머스 동영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런칭한 ODG(오디지)처럼 브랜드의 탄

생자체가 집객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집객과 브랜드가 

동시에 런칭하면서 결국 콘텐츠가 광고의 목적을 갖는 특징을 지닌다. ODG는 말하자면 일

종의 브이커머스 채널인데, 채널에 출연한 사람들이 입은 옷은 전부 ODG의 제품으로 

ODG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영상을 보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이다. 

 

<그림27>ODG V커머스 동영상 ‘아이유 모른척하기 챌린지’편 (2021, 조회수 1600만) 

 

<그림28>OD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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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프라다, 버버리 등의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MZ 세 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브랜드가 구찌(GUCCI)이다. 구찌는 2014년까지만 해도 다른 명품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구찌 특유의 로고가 박

힌 디자인은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3년 뒤인 2017년 구찌의 매출은 50% 가까

이 증가해 처음으로 60억 유로를 넘어섰다. 구찌를 소유한 케링(Kering) 그룹의 주가는 1년

간 4배 가까이 성장했다. 구찌의 이러한 결과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

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애초에 구찌 하우스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를 더 낭만적이고 트렌디

하게 재해석한 그의 디자인은 성공의 출발점이었다. 그 자체로 ‘콘텐츠’가 되기 충분한 디자

인이었다. 

 

<그림29>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구찌 디자인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찌스럽다! (It’s so GUCCI!)”가 “멋있다!”라는 뜻으로 통용

될 정도로 MZ세 의 열렬한 지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2021년 현재 구찌 총매출의 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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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5세 이하의 소비자로부터 비롯된다. 이전 세 에 비해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일방적인 

광고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MZ 세 에게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던 구찌는 MZ세 를 잡기 위해 이들을 가장 잘 아는 30세 이하

의 직원을 모아 그림자 위원회 를 결성했다. CEO 마르코 비자리는 매주 임원회의에서 논23

의된 주제를 들고 바로 그림자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했으며 그들은 MZ세 에 맞는 새

로운 전략을 세웠다. 구찌는 그림자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MZ

세 를 위해 구찌의 제품군에서 모피를 철수하고 자투리 패브릭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명품 브랜드가 희소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 친화력을 높여야 한

다고 조언했다. 구찌는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셀러브

리티가 아니더라도 브랜드의 신선한 이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적극적으

로 협업을 진행했고 젊은 고객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이식하여 

기업의 체질을 바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MZ세 는 구찌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찌는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마케팅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레니얼과 MZ세

에게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았다. 이러한 구찌의 성공은 기존의 패션디자인, 상품, 

마케팅, 광고 등의 분절된 구조를 오로지 MZ 세 를 타깃으로 한 SNS 플랫폼의 ‘통합 콘텐

츠’로의 역량에 집중한 결과하고 하겠다. 

3.2.4. 수요자 중심 / 후집객형 사례 (소비자 공유형)  

마지막으로 소비자 후기형은 기존에 브랜드가 있고 후에 이를 위한 집객 콘텐츠가 존

재하는 순서는 같으나 오로지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에 의존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소위

말해서 SNS상에서 어느날 갑자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급격히 공유와 화제도 등이 증가

하는 경우이다. 품절 란을 일으킨 허니버터칩이나 키리(kiri), SNS를 중심으로 급격히 유

행했던 발뮤다, 블루보틀 등이다. 물론 이 카테고리가 소비자의 공유에 의존하는 타입이지

만 소비자에게 스스로 ‘공유할 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에게 공유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공급자가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기획할 수도 있다. 젠틀몬스터나 탬버린즈 등

이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넘어 충격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SNS 시  소비자의 공

  : shadow board  30               
  . [  ]

51



유와 바이럴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림30> 전세계 젠틀몬스터 매장 

그런 의미에서 공급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는 ‘광고형’과 소비자가 공급자가 제공

해 준 실체들을 즐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직접 SNS콘텐츠를 생산, 확 하는 ‘소비자 공유

형’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존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매력적인 실체 

없이 수요자 스스로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VSCO’s pick’이라고 하여 비스코걸(VSCO girl)의 선택을 받는 브

랜드들이 세계적 트렌드가 탄생하는 중심이라고 하였다. 비스코걸이라는 단어는 사진편집 

앱 '비스코(VSCO)'에서 나왔는데 MZ세  여성들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 이 앱으

로 보정해 #VSCO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스코걸은 특정 브랜드를 통해 

공통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10  후반~20  초반 Z세  여성들을 뜻한다. 원래 비슷한 유행

을 따르는 여성을 다소 비꼬는 ‘된장녀’와 유사한 단어였는데 최근 트렌트세터로서 이들의 

영향력이 크겐 확산되며 하나의 문화 현상, 사회적 상징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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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2019 VSCO’S PICK 

비스코걸은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브랜드를 과감하게 선택하

고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공유형’ 브랜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브랜드

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는 5장에서 이어질 브랜드 액티비즘과 24

접환 관련성을 갖는다. 

첫째, 환경 이슈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처한다. 환경보호가 자연스러운 일상이기 

때문에 이들에겐 거창한 친환경 구호보다 "거북이가 불쌍하잖아" 한 마디가 더 설득력이 있

다. 

둘째, 윤리적인 브랜드를 선택한다. ‘지속가능한' (sustainable) 브랜드, '착한' 브랜드

도 이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푸라비다는 창업 목적 자체가 코스타리카 장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팔찌 판매액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피엘라벤은 공정과정을 개선해 재활

용 플라스틱 병에서 뽑아낸 섬유로 가방을 만든다. 

셋째, 본인만의 개성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몸매를 드러내는 옷보다 헐렁한 티셔

츠와 반바지, 완벽해 보이는 색조화장 신 촉촉하고 건강해 보이는 스킨케어 위주 화장을 

선호한다. 도네거 그룹은 비스코걸을 "느긋한 캘리포니아 바닷가 해변의 길거리 패션 감성"

이라고 묘사했다.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만 공유하던 것에 한 피로감이 정 반  이미

 https://news.mt.co.kr/mtview.php?no=

53



지를 추구하도록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롬니 제이콥스 도네거 그룹 고객 분석 책임자는 "비

스코걸은 브랜드를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일종의 '배지'처럼 여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Z

세  소비자들은 어떤 브랜드가 표방한 가치를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때 해당 브랜드를 다시 구매한다"며 "앞으로 브랜드의 힘은 이들

과 얼마나 공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3.3. 브랜드의 통합 콘텐츠화 경향에 따른 비즈니스의 구조

적 변화 

이러한 브랜드의 통합 콘텐츠화 경향은 브랜드를 둘러싼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 구조

를 바꾸어 놓았다. 랜도(Landor), 토탈 디자인(Total Design), 인터브랜드(Interbrand)처럼 

여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컨설팅을 담당하는, 완전히 분업화된 협력구조에서 집객이 가

능한 집객력이 지분쉐어, 투자, 수익 공유와 같은 깊은 협력관계를 맺거나 직접 브랜드를 소

유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3.3.1. 블랭크 코퍼레이션 사례 

블랭크는 코퍼레이션은 미디어 커머스 기업 1세 로, 웃긴 동영상을 보는 것을 즐겼

던 남 광이라는 한 학생에서 시작되었다. 페이스북에서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이

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웃긴 동영상을 모아보았는데 이 페이지의 인기가 커지면서 페이지

의 오너는 일종의 미디어를 소유하게 되었고 여기에 주변 지인 기업의 광고를 한두개씩 만

들어 주다가 광고효과가 매우 커지자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 ‘미디어 커머스’를 시작하게 되

었다.  

계란을 밟아도 깨지지 않는 영상을 통한 일명 ‘마약베개’, 발바닥의 각질을 적나라하

게 보여준 비포 앤 애프터 영상을 활용한 ‘악어발팩’ 실제로 샤워필터를 통해 물이 깨끗히 

지는 모습을 시연하여 구매욕구와 필요를 자극한 ‘바디러브샤워필터’ 등 주로 동영상을 통

해 광고와 구매, 브랜드 런칭을 통합하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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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블랭크 코퍼레이션 바디럽 ‘마약베개’ 

이러한 방법으로 1세  미디어 커머스 기업들은 서로 RnD나 기술의 연관성이 없더라

도 다양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표적 사례가 블랭

크 코퍼레이션이다.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  

 

‘1.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인가.  

2. 그 필요가 설명될 수 있는가.  

3. 그 표현이 동영상일 수 있는가.’  

를 놓고 브랜드 런칭의 여부를 판단하며 신속하게 영상을 제작해보고 이를 테스트하

여 린사이클  을 통해 본격적인 런칭과 성장시킬 브랜드를 추려낸다.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25

에 집중하기보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온라인상의 ‘콘텐츠’로 표현되어 소비자의 필

요를 충족시켜 구매(커머스)로 연결시킬지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는 

통합 콘텐츠화 브랜드의 핵심 속성이다. 

2010년경 SNS및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시작된, 블랭크 코퍼레이션을 비

롯한 APR, 브랜드X, 에코마케팅 등의 미디어 커머스 브랜드들은 5~6년간 성장을 지속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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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이 낮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공격에 취약하며 기술 수준과 품질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성장세가 꺾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콘텐츠 및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확장과 함께 콘텐츠나 채널의 다양화, 기본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 

등을 통해 2세 로 진화하면서 유행이 아닌, 커머스와 브랜드의 거스를 수 없는 발전 방향임

을 증명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림33> 미디어 커머스의 진화 (출처: DB금융투자, 2021) 

3.3.2. 레드앤틀러(Red Antler) 사례 

올버즈(Allbords) 운동화, 캐스퍼(Casper) 매트리스, 브랜드리스(Brandless) 생활용

품, 버로우(Burrow) 소파, hims 화장품. 모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해 각 분야에서 가

장 성공한 스타트업들이다. 공통적으로 ‘레드앤틀러(Red Antler)’라는 회사에서 브랜딩과 

마케팅 일체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고 지분 쉐어의 파트너쉽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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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레드앤틀러의 브랜드들 

레드앤틀러는 사치앤사치, JWT등 전통 광고 회사에 근무하던 광고 전문가들이 설립

한 회사로 벤처캐피털도, 엑셀레이터도, 엔젤투자회사도 아니지만 실리콘밸리의 ‘MIDAS의 

손’으로 불리며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시켜 왔다. 일종의 ‘EARLY START UP COMPANY’

의 파트너로 갓 창업하는 스타트업은 마케팅 비용을 지분으로 받는다. 단순한 마케팅 에이

전시가 아닌 깊은 유기적 관계를 맺는 파트너로서 사업에 참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달 

150 고객사들로부터 행 요청을 받지만 4곳 정도와 협업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레드앤

틀러가 스타트업과만 일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 GE 같은 기존의 기업의 행사 업무도 하

지만 기존의 계약에 의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레드앤틀러와 깊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때만 함께 한다. 

 
<그림35> 레드앤틀러의 클라이언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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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브랜딩과 마케팅 프로세스 마다 분리되어 발주되던 체계를 벗어나 브랜딩/디자

인/마케팅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애자일 마케팅(agile marketing) 에 적합한 조직구26

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3.3.3. 브랜드의 통합 콘텐츠화 경향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소결 

지금까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비즈니스의 구조적 변화에 해 살펴보았다. 브랜드

와 관련된 비즈니스 협업 구조의 변화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브랜

딩’, ‘마케팅’, ‘광고’ 등의 어떤 한 분야를 분업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경

험될 부분을 한꺼번에 행하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의 영역으로 두고 부분적으로 행하지 

않는 다는 것에 있다. 바로 이부분이 브랜드의 ‘통합 콘텐츠화’를 분절된 과정으로 보지 않

고 전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요소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과연 레드 앤틀러는 어떤 일

을 하는가?에 한 질문으로 그들이 제시한 답변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지금의 그리

고 앞으로의 ‘브랜딩이란 무엇인가’에 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상상하고 구축하도록 돕고 (매우 안목 있는) 소비자들이 

온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합니다. 우리는 범주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에 가

치를 더하는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2007년에 시작했습니다. ” 27

RESEARCH 타깃 고객이 될 만한 시장이 존재 하는지 파악한다 

STRATEGY 아이디어와 제품에서 포인트를 찾아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 

NAMING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을 지어준다 

BRAND IDENTITY 로고,슬로건, 표색상,캐릭터 등 브랜드 구현 방식을 구체화한다. 

DIGITAL EXPERIENCE브랜드 정체성에 맞게 SNS 전략 및 온라인 사이트와 앱을 디자인 한

다 

ENGINEERING 웹사이트 앞단부터 뒷단까지 개발한다. 

ADVERTISING 다양한 채널 홍보를 통해 광고,홍보 마케팅을 행해준다 

 ʻ ’, ʻ ’    ʻ (agile)’        ,  
          ,       

        .         
         . [  ] 

 https://redantler.com/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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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PRODUCTION 일러스트,사진,동영상,애니메이션 등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한다. 

INDUSTRIAL DESIGN 패키지와 택배 박스 포장까지 디자인 한다. 

RETAIL 매장의 판매방식등 개념까지도 디자인 한다.  28

둘째는 블랭크 코퍼레이션처럼 직접 미디어를 소유하면서 통합 콘텐츠화 브랜드를 온

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분쉐어와 장기적 파트너쉽 등을 통해 기존의 계약식, 

단기적 분업구조와는 다른,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한 협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다.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도 꼭 지분 공유가 아니더라도 이익의 공유, 새로운 특수목적법인

이나 판매 법인 설립 등 다양한 협업 구조를 다양하게 모색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래의 모식도이며 이어 이러한 협업구조의 

특징들을 5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림36>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통합 콘텐츠화 경향에 따른 비즈니스의 구조적 변화의 도식화 

첫째, 온라인 집객력에게 브랜드 비즈니스 기회가 점차 집중되는 만큼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커지는 방향으로 기업 구조가 진화된다. 

 https://redantler.com/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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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유의 기술력 경쟁이 큰 분야일수록 온라인 집객력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는 브랜드의 장기적 성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차별적 포지셔닝을 위한 아웃소싱형 분업 구조가 줄어들고 고유한 가치 창조를 

위한 내부적 협업구조가 발달하고 있다. 

넷째, 모든 것이 연결되고 공개되어 다양한 브랜드 접점이 존재하고 진화하는 만큼 한 

가지 측면의 브랜딩보다 통합적 경험으로서의 브랜딩이 확장된다. 

다섯째, 결국 브랜딩이란 업을 영위하는 본질이며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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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 전략 

4.1. 브랜딩의 3V (VALUE, VESSEL, VITALITY)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통합 콘텐츠화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추출한 요소들을 통해 성

공적인 브랜딩 방법론으로서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 콘텐츠

화 브랜딩 전략은 VALUE, VESSEL, VITALITY라는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하겠다. 영

단어이긴 하지만 본 연구자가 추가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본 연구의 개념을 전달하는 핵심 

단어로 사용하는 만큼, 문자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림37>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의 3요소 

61



4.1.1. VALUE 

‘가치’라는 의미를 지닌 ‘VALUE’는 본 연구에서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핵심 가치를 의

미한다. 그러나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더티 레몬(Dirty Lemon)의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핵심 가치는 ‘물’ 자체 보다는 ‘남

들보다 트렌드에 앞서 나가며 건강을 지키는 경험’ 정도로 볼 수 있고 ODG의 경우  ‘ODG 

동영상이 소통하는 문화적 콘텐츠에 한 소속감’ 같은 것일 수 있다. 오히려 더티 레몬의 

‘물’이나 ODG의 ‘옷’이라는 물성적 상은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아닐 수 있

는 것이다. 

4.1.2. VESSEL 

그러나 이 핵심가치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현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더티레몬의 경우 

세련된 패키지의 디톡스 워터라는 제품 및 이를 사용하고 있는 멋있는 사진의 인스타그램 

콘텐츠가 ‘남들보다 트렌드에 앞서 나가며 건강을 지키는 경험’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를 

VALUE를 담는 일종의 그릇이나 매개페라는 의미로 ‘VESSEL’이라고 하고자 한다. ODG의 

경우에는 동영상 및 의류가 될 것이다. ’vessel’은 영단어로 ‘(주로 액체를 담는) 그릇이나 용

기’ 혹은 동물의 혈관, 식물의 도관 등을 의미하는데 ‘가치를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의미로 본 연구자가 활용하고자 한다.   

4.1.3. VITALITY 

‘vitality’는 ‘생명력’, ‘활력’이라는 의미로 VALUE와 VESSEL이 브랜드로 시장에 런

칭하기 위해 필요한 ‘집객’, 즉 최소한의 팔로워(follower), 클릭, 뷰(view) 수, 구독자, 좋아

요, 구매(purchase), 리뷰한 사람(reviewer), 공유한 사람(share)과 구매 전환율 및 구매력 등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집객이 마중물이 되어서 말 그 로 ‘활력’, 

‘VITALITY’를 확보하게 되면 ‘통합 콘텐츠(integrated contents)’가 브랜드로 퍼블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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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ing) 될 수 있는 것이다. 더티레몬의 경우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확보할 때까지 뉴29

욕의 인플루언서 요가 걸들에게 더티레몬을 지급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

드하면서 VITALITY를 확보하였으며 ODG의 경우 백만, 천만 조회의 동영상이 나올때까

지 많은 투자를 하였다. 

4.2. 3V-IC 전략 방법론     

이를 브랜딩 방법론으로 조금 더 전략화 하면, 다음과 같은 모식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험의 제공 > 집객을 통한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

는 핵심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유효한 수준의 집객(feedback)을 획득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VALUE와 VESSEL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비즈니스

가 가능한 수준의 VITALTY를 확보한 상태를, “통합 콘텐츠(integrated contents)”라 하고 

본격적인 브랜드의 런칭이 가능하다. 

 

<그림38>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통합 콘텐츠화 경향에 따른 비즈니스의 구조적 변화의 도식화 

위 모델은 본 연구자가 고안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애자일 디자인 사고 (agile design 

thinking) 방법론의, LEARN <-> FEEDBACK의 반복을 통한 유효한 프로토타입

(prototype)의 추출과 실행(implementation)의 사이클을 참고로 하였다.  

  ʻ ’        ʻ   (brand publishing)’  ʻ  ·  
       ’    .     ʻ ’  
        ʻ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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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AGILE DESIGN THINKING MODEL (MEHMET YALCINKAYA, VISHAL SINGH, 2018)  30

 Mehmet Yalcinkaya, Vishal Singh, Exploring the Use of Gestalt’s Principles in Improving the Visualization, User 
Experience and Comprehension of COBie Data Extension, Engineering Construction & Architectural Management, 

. /ECAM- - -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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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동주의 브랜드 

5.1. 행동주의 브랜드의 이론적 배경 

5.1.1. 브랜드 액티비즘의 두 

2018년, 나이키는 미국 NFL  30주년 기념 "Just Do-it" 캠페인의 메인 모델로 풋볼31

스타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을 기용했다. 그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서 태어난 쿼터백 선수로 당시 미국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이 잇따라 사망하는데 한 항의

로, 2016년 NFL 경기 전에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흑인과 유색인종을 탄압하는 나라의 국

기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례 신 무릎을 꿇었다. 이후 캐

퍼닉의 ‘성조기 앞에서 무릎 꿇기’는 미국의 인종 차별과 불공정한 경찰의 잔혹성에 한 항

의의 상징적 행위가 되었으며 이에 동참하는 많은 스포츠 선수 및 경찰, 시민들의 참여가 뒤

따랐으며 '무릎꿇기' 퍼포먼스는 애국심  인종차별이라는 립구도까지 낳게 되었다. 트럼

프 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무릎 꿇기가 재연될 때마다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금지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캐퍼닉은 그해 리그에서 퇴출되었으며 2017년 어떤 

팀에서도 선발되지 못하였다. 

  

<그림40> 나이키 ‘믿으세요’ 캠페인 (2018) 

     (National Football League: National Football Conference  American Football Con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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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콜린 캐퍼닉을 캐스팅하여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당신의 신념을 믿으

세요.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라는 슬로건으로 펼

쳐진 나이키의 캠페인은 상업적 캠페인으로는 위험 부담이 큰 활동이었으며 실제로 큰 사회

적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통령부터 즉각적으로 나이키를 비판하는 트윗을 게재했으며, 

  

<그림41> 도널드 트럼프 통령의 나이키 비판 트윗 

많은 미국인들은 나이키에 한 보이콧을 선언하고 심지어 소셜 미디어에서 나이키 

제품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기도 하였다. 물론 그간 수많은 브랜드들이 지속가능성과 환경, 

약자에 한 배려 등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사회적 이슈에 동참하거나 마케팅에 활용

한 사례(코즈마케팅 )는 많았지만 나이키처럼 규모가 큰 글로벌 브랜드가 민감한 정치적 이32

슈에 해 과감하게 한쪽 편을 들며 입장을 밝혔던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림42> 나이키 보이콧 운동 (2018~, 미국) 

       ,       ( )   
 ( )      . (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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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블룸버그 통신(Bloomberg)은 캐퍼닉이 

나이키 광고에 처음 등장한 후 24시간 동안, 4천3백만 달러의 미디어 노출효과를 거두었다

고 발표했다.   나이키의 온라인 판매량은 캐퍼닉의 등장 이후 단 4일동안 31%상승했으며 33

나이키의 주가는 캠페인 직후 하락했으나, 몇달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장 큰 성과는 뉴

발란스, 언더아머 등으로 시장을 뺏기던 MZ 세 에게 나이키라는 브랜드에 관심을 갖을 명

분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콜린 캐퍼닉 켐페인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흑인

에 한 공권력의 차별과 폭력성을 반 하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해 액션(action)

을 취한 것은 나이키만은 아니다. 유튜브는 비영리 연구 조직인 ‘미국 치안 평등 센터’에 100

만달러를 기부하며 인종차별과 폭력성에 반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화장품 브랜드 글

로시에(Glossier)도 50만 달러를 관련 단체에, 50만 달러를 흑인 소유 회사에 기부하면서 이 

운동에 동참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인종 문제에 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행동(action)’을 

보여주었다.  

 

 <그림43> 글로시에 매장의 #BLACK LIVES MATTER 해시태그 운동 참여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적 마케팅 구루로 꼽히는 필립코틀러(Philip Kotler) 와 크라스34

찬 사커(Christian Sarkar)는 이처럼 브랜드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차원을 

넘어 마치 하나의 인격을 지닌 ‘활동가 (Activist)’처럼 과감한 철학과 사회 운동을 이끌어내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 - - /kaepernick-campaign-created- -million-in-buzz-for-nike-
so-far

  (Philip Kotler),  ( ),  ʻ  ’     
 . 2001  < >      ,  ,    4   

, 2003  < >   ʻ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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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을 하는 것을 2017년 마케팅 저널의 기고를 통해 ‘브랜드 액티비즘 (brand activism)’

이라고 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이에 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35

5.1.2. ‘행동주의’와 ‘액티비즘’의 정의 

우리나라 말로 ‘행동주의’라는 변역에는 ‘behaviorism’과 ‘activism’의 두 가지의 다른 

개념이 있다. ‘behaviorism’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심리학이 과학으로서의 자율

성과 엄 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배제하여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상

으로 삼아야 한다 주장으로 종래의 구성주의적인 의식 심리학 (왓슨, John Broadus Watson 

1878 -1958)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행동주의 

(activism)’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또다른 의미의 ‘행동주의’인 ‘activism’은 정치, 사회 등의 분야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위키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의도적인 행동(때로는 촉진하거나 때로는 방해하는)을 하는 원리’ 를 의미하며 논란이 36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네이버에는 사회복지학 사전(이

철수, 2009)의 정의를 참조하여 ‘정치적 캠페인, 의식 고양(consciousness raising), 선전

(propaganda), 공공성(publicness)의 증  등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취하거나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라고 정의되어있다. 김희경(2016)은 저서 『트랜스 미디어 액티37

비즘』에서 액티비즘을 ‘한 사회나 전 지구가 처한 공동의 문제에 접근하고, 그 해결책을 마

련하려는 계획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behaviorism’과 구분되는 ‘activism’으로의 ‘행동주의’는 ‘활동주의’, ‘실천주의’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behaviorism’과의 구별을 선언한뒤, 가장 적절한 

의미를 갖는 번역인 ‘행동주의’, 혹은 ‘액티비즘(activism)’을 동의어로 사용하되, 국내에서

도 널리 쓰이는 ‘액티비즘(activism)’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Philip Kotler and Christian Sarkar, , marketing journal, https://www.marketingjournal.org/ nally-brand-
activism-philip-kotler-and-christian-sarkar/

  ʻ ’ https://ko.wikipedia.org/wiki/%ED% % C%EB% F% %EC%A %BC%EC% D%

 [  ]  [activism] ( , 2009. 8.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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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브랜드 액티비즘과 행동주의 브랜드 

‘브랜드 액티비즘’ 은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액38

티비즘’ 이다. 액티비즘의 정의로 돌아가면 “사회를 개선하려는 열망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또는 환경적 개혁이나 정지를 촉진, 방해 또는 지시하려는 노력”인데 이때 기업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브랜드 액티비즘은 

2010년 초부터 경찰력에 의한 흑인 차별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나이키를 비롯한 브랜드들

이 미국의 인종 차별과 불공정한 경찰의 잔혹성에 한 항의를 분명히 표현하는 캠페인을 

집행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켈로그경영 학

원 석좌교수인 필립코틀러(Philip Kotler)와 크라스찬 사커(Christian Sarkar)는 이처럼 브

랜드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차원을 넘어 마치 하나의 인격을 지닌 ‘활동가 

(Activist)’처럼 과감한 철학과 사회 운동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는 것을 2017년 1월 마케

팅 저널의 기고를 통해 ‘브랜드 액티비즘 (brand activism)’라고 하며  이에 한 논의가 본

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나이키, 페이스북, 버거킹과 

같은 기존의 브랜드가 특정 주제에 한 액티비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와 파타고니아, 

러쉬,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오틀리(OATLY) 와 같이 태생이 액티비즘의 실천을 위한 목적39

을 갖는 브랜드의 경우이다. 전자는 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으로서 ‘브랜드 

액티비즘(brand activism)’, 혹은 ‘브랜드 행동주의’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브랜드의 태생적 

성격을 규정하는 표현으로 ‘행동주의 브랜드’ 혹은 ‘액티비스트 브랜드(activist brand)’라고 

표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전자의 경우 ‘브랜드 

액티비즘’, 후자의 경우를 ‘행동주의 브랜드’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으며 브랜드 액티비즘 활

동을 먼저 분석한 뒤에 이에 한 실천을 목적으로 탄생한 행동주의 브랜드들의 커뮤니케이

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https://en.wikipedia.org/wiki/Brand_activism

        ,    ( )     
         1993    .    ʻ

  ’   , ʻ   ’     .    
 ,           (vegan· )    Z 

(1997~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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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브랜드 액티비즘의 개념 정리 (2022, 연구자) 

5.1.4. 브랜드 액티비즘의 종류 

‘브랜드 액티비즘’은 인권, 환경 등의 이슈에 해 진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성향에 따라서 progressive (진보적) 액티비즘과 regressive(보수적, 

퇴행적) 액티비즘으로 나눌 수 있다. 

 

<표9>  PROGRESSIVE (진보적) 액티비즘과 REGRESSIVE(보수적) 액티비즘   40

(PHILIP KOTLER & CHRISTIAN SARKAR , 2017 참조, 연구자 재편) 

‘regressive 액티비즘’은 그 의도와 성향에 따라 ‘퇴행적’ 액티비즘과 ‘보수적’ 액티비

즘으로 번역되는 두 가지 개념을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우선 퇴행적 액티비즘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실을 은폐함으로서 사회를 퇴행적으로 이끄는 액티비즘이다. 명백한 연구 결

과가 있었음에도 담배의 유해성을 부인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로비를 하면서 오히

려 흡연의 미덕을 조장했던 ‘Big Tobacco ’들의 캠페인이  regressive(퇴행적) 액티비즘의 41

사례로 볼 수 있다. 

 https://www.marketingjournal.org/ nally-brand-activism-philip-kotler-and-christian-sarkar/

 Philip Morris, RJR Nabisco, U.S. To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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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BIG TABACCOS’ LIES’ (미국 거  담배회사의 거짓 광고, 1950년 ) 

이와 반 로 진보적 액티비즘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것으로 

1+1 기부형 판매방식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오히려 negative impact가 있음

을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해 보고하고 자사의 비즈니스 전반을 비판

적 관점에서 점검했던 톰스(TOMS) 슈즈의 사례가 있다.  

부정적 결과를 낳았던 같은 이슈에 해서 퇴행적 액티비즘과 진보적 액티비즘의 의

도에 있어서 조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정보가 방 하게 폭로될 수 

있는 지금의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 은폐와 왜곡을 의도한 퇴행적 액

티비즘이 장기간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보수적’ 액티비즘은 그 성향에 있어서 진보적 액티비즘과 반 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

을 의미한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칙필라(Chick-fil-a)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브

랜드로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으며 장기간 성소수자 단체에 후원하고 있다. 반면 버거킹은 

칙필라를 겨냥한 치킨버거를 출시하면서 ‘일요일’에도 제품을 판매함을 강조하고 치킨버거 

매출의 50%를 LGBT  단체에 후원할 것을 내세우기도 하면서 두 브랜드의 활동은 보수적 42

액티비즘과 진보적 액티비즘의 단적인 조를 보여주고 있다.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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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REGRESSIVE 액티비즘(칙필라 사례)과 PROGRESSIVE 액티비즘(버거킹 사례) 

5.1.5. 브랜드 액티비즘의 유사 개념 및 발전 과정 

최근 브랜드 액티비즘은 ‘궁극의 마케팅 ’, ’마케팅의 미래’ 로 일컬어질 만큼 주목받43 44

고 있이지만 이는 어느 날 갑작스레 출현한 개념이라기보다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참여해온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맥을 같이45 46

하는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다. 기업은 의명분 마케팅  (Cause Promotion, Cause-47

Related Marketing, Corporate Social Marketing)처럼 사회, 환경적 이슈를 마케팅 차원에

서 활용하는 단계를 지나 기업의 근본적인 철학과 비전을 바꾸는 기업 주도적 단계 

(Corporate Philanthropy, Workforce Volunteering , Socially Business Practices)를 거쳐, 48

환경, 정의, 공정 등의 가치 자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가치주도의 ‘브랜드 액티비즘’의 단계

로 진화하였다. 

 “Finally, Brand Activism!” ‒ Philip Kotler and Christian Sarkar

 Lara Sophie Walter, Brand Activism: The Future of Marketing?,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 
    .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           
(Cause)      ʻ   (Cause Related Market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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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브랜드 액티비즘의 진화 과정   (PHILIP KOTLER & CHRISTIAN SARKAR , 2017) 49

본 연구자는 파타고니아의 “지구는 목적, 사업은 수단 (we’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이라는 기업 철학 (mission statement)가 유사 개념들과 브랜드 액티비즘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개념들이 기업과 사회적 가치가 공존하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들이라면 브랜드 액티비즘은 ‘이윤 추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의 추구가 궁극적 목적이며 기업 활동이 그 수단이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관

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공유가치 창출 (CSV) 및 CSR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경 

험이 있는 바 , 유사개념과 브랜드 액티비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50

첫째, 기업의 이윤 추구의 한계를 넘어서 액티비즘을 통한 사회 변화를 궁극적 가치로 추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액티비즘’이 사회적 변혁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만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영감

을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의 부분적인 단위의 단기적 목표가 될 수 없으며 기업 내외부적으로 완전한 혼

연일체의 액티비즘 추구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https://www.marketingjournal.org/ nally-brand-activism-philip-kotler-and-christian-sarkar/

 ,  (2018),      (CSR)  (CSV)   , 
,  137 - 145(9 pages) 
,  (2016)         ,   22(3), 

13 - 24(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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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브랜드 액티비즘의 6가지 영역(domain) 

브랜드 액티비즘의 활동은 사회, 법률, 비즈니스, 경제, 정치, 환경 등의 6가지 영역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회-법률, 비즈니스-경제, 정치-환경으로 유사성을 갖는 영역을 

묶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림47> 브랜드 액티비즘의 6 영역(DOMAIN)   (PHILIP KOTLER & CHRISTIAN SARKAR , 2017) 51

이러한 액티비즘의 6가지 영역들은 비단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인권,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데 이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이 있다. 2015년 UN 총

회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에서 기후변화 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불평등 해소 등 인류가 52

나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SDGs의 물결이 개

인의 일상부터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하게 스며들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한 관심은 패

션, 유통, 제조, F&B, IT 등 다양한 기업에서도 광범위한 활동으로 나타나면서 당연한 기준

과 상식 (New Normal)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https://www.marketingjournal.org/ nally-brand-activism-philip-kotler-and-christian-sar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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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지속가능성에 한 세계적 관심을 촉발하게 된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53

(2015) 

5.2.1. 사회 액티비즘 (social activism) 

‘사회(social)’ 영역에는 표적으로 인권이나 사회적 평등(성별, LGBT, 인종, 연령 

등), 약자에 한 배려(빈곤층, 장애인, 아동 학 )와  같은 영역이 포함된다. 미국이나 유럽

에서는 특히 인종차별에 한 이슈가 표적으로 브랜드 액티비즘을 이끌고 있다. 앞에서 

예로 든 나이키의 콜린캐퍼닉 캠페인이 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지역 사회 여러가

지 현안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인종차별만큼이나 표적인 브랜드 액티비즘의 아젠다는 성소수자

에 한 지원이다. 초기 진보적인 패션브랜드에서부터 나이키, 아이다스, 버거킹 등의 친-

성소수자 활동을 넘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IT기업들도 잇따라 성수

자를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시티그룹, 이베이, 나이키, 스타벅스, 월트디즈니, 레고, 

맥도널드, GM, 다임러크라이슬러, 존슨 앤 존슨, 엑손 모빌, MTV, 러쉬, 허쉬, 켈로그, 코

스트코, 갭, 메리어트, 델타항공, 펩시, H&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포춘 500  기업은 

일제히 성소수자 차별에 반 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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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LGBT에 후원하는 브랜드들의 PRIDE MONTH 기간의  IT GETS BETTER PROJECT  
(LEGO(좌), UGG(중), COURTESY OLAY(우)) 

5.2.2. 법률 액티비즘 (legal activism) 

법률 행동주의는 세금, 직장 및 고용법 등 회사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반 , 이민자 정책, 환경관련 규정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액티비즘을 포

함하여 앞의 소셜 액티비즘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하겠다. 그러나 법안을 입법시키거나 제지

시키는 구체적 결과를 목표로 하는 행동이라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그런 만큼 목표가  달

성되면 종료할 수 있는, 단기적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러쉬의 동물실험 

반  입법 운동처럼 장기적인 액티비즘을 펼치고 있는 브랜드가 같은 영역 내에서 입법 촉

구 활동의 일환으로 펼치는 법률 액티비즘의 사례와 생리 에 부과되는 고율의 부가가치세 

폐지를 주장하는 탐폰 , 트럼프 정부의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금지령에 반 하는 차량공54

유 브랜드 Lyft의 백만달러 기부 활동 처럼 그 자체로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55

사례로 나누어 볼수 있다. 같은 이슈에 해 스타벅스는 5년간 10,000명의 난민 고용 계획

을 밝히면서 해당 법안에 반 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액티비즘을 취하기도 하였다. 

      19%           , 
(2018~2019           .

           (Lyft)      
, “    ,        ”  ,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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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 탐폰북 캠페인 (2019, THE FEMALE COMPANY, 독일) 

 

<그림51> LYFT의 반이슬람 이주령에의 반  성명 (2017,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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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기업 액티비즘 (business activism) 

비즈니스 액티비즘은 주로 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것으로 기업 조직, 인사, 근로자 

보상, 노사 관계 등이 있다. 미국의 디자인 브랜드인 언커먼굿즈에서는 2017년부터 육아휴

직뿐만이 아니라 가족간의 다양한 사유로 인한 유급휴직을 확 하였으며 이에 한 사회적 

목소리를 모으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미의회에 유급휴직 확  56

법안을 상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사용율이 지극

히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제를 확 하기 위해 롯데그룹에서 2017년 처음 실시한 ‘남성 육아

휴직 의무제’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여러 기업과 정치권으로까지 확 된 사례가 있다. 

 

<그림52> 롯데그룹의 남성육아휴직제 실시 광고  (2017) 57

5.2.4. 경제 액티비즘 (economic activism) 

경제적 액티비즘에는 소득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 임금 및 세금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전략과 추진력이 우수한 회사로 ESG의 교과서

라 인정받는 유니레버는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을 통하여 2011년부터 지속가

능경영의 3  지향점, 73개 세부 목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년 그 실적까지 공개하고 있

 https://familyvaluesatwork.org/wp-content/uploads/ / /Paid-Family-Leave-_-UncommonGoods.htm,  
https://www.uncommongoods.com/blog/ /paid-family-leave-why-it-matters/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A %AF%EB% D%B %EA%B %B %EB%A %B +
%EB% %A %EC% %B %EC% C%A %EC% % %ED% C%B %E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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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A1%AF%EB%8D%B0%EA%B7%B8%EB%A3%B9+%EB%82%A8%EC%84%B1%EC%9C%A1%EC%95%84%ED%9C%B4%EC%A7%81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A1%AF%EB%8D%B0%EA%B7%B8%EB%A3%B9+%EB%82%A8%EC%84%B1%EC%9C%A1%EC%95%84%ED%9C%B4%EC%A7%81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A1%AF%EB%8D%B0%EA%B7%B8%EB%A3%B9+%EB%82%A8%EC%84%B1%EC%9C%A1%EC%95%84%ED%9C%B4%EC%A7%81


다. 가장 강력한 수준의 투명한 성과관리와 ESG 정보의 외 공개로 많은 기업의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부분 ESG에 한 발 빠른 응과 투자를 확 하고 있다. 

<그림53> 유니레버의 SUSTAINABILITY REPORT “SUSTAINABLE LIVING PLAN)  (2017) 58

5.2.5. 정치 액티비즘 (political activism) 

정치적 액티비즘에는 정치적 로비, 투표, 투표권 및 정책(게리맨더링, 캠페인 자금 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기 보다 정의, 인권, 

윤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나이키는 

2020년 미 선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메시지 신 "세상을 바꾸기 위해 꼭 스포

츠 스타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선택(투표)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스포츠 정신을 빗

댄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https://www.unilever.com/planet-and-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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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NIKE의 “WE CAN’T STOP OUT VOICE” 캠페인  (2020) 59

국내에서 2022년 초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표가 반공 이슈로 SNS를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찬반 여론이 모두 조성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에 긍정적 반향

을 일으키기 보다는 총수 개인의 일탈로 부정적 영향으로 남게 된 사례가 있다.  

 

<그림54> 신세계의 정용진 총수의 반공 SNS 게시글에 한 찬반 반향  (2022) 60

이처럼 자유, 정의, 평등, 환경과 같은 의보다는 지나치게 이념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기업 본연의 소명에 비추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액티비즘이 기업 오너의 즉

흥적 도발이 아닌 기업의 철학과 맞물려 전략적이며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

다. 

5.2.6. 환경 액티비즘 (envorenmental activism) 

환경 액티비즘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가장 

표적이며 많은 사례들이 이에 해당하는 액티비즘이라 하겠다. 2019년 9월 20일부터 27일 

사이, 기후변화 응을 요구하는 이른바 ‘글로벌 기후 파업(Global Climate Strike)’이라 하

는 규모 시위와 파업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9월 20일은 금요일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전세계에서 400만명이 참여하면서 역사상 가장 규모있는 기후변화 시위를 벌였다.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you+can% t+stop+our+voice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you+can% t+stop+our+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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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천여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직원들이 기후변화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주거나, 휴가 사용을 장려하거나, 근무시간 중 참여를 허락하는 기업

들이 다수 있었다. 또 자사의 홈페이지나 광고 공간에 ‘글로벌 기후 파업’ 관련 내용을 고지

함으로써 동참했다. 나아가 아예 20일이나 27일 하루를 정해 회사,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을 닫는 경우도 많았다. 환경 행동주의 표방하는 브랜드들의 참여는 더욱 적극적이었

다. 벤앤제리는 미국 버몬트와 네덜란드 제조공장에서 20일 하루 생산을 중단했으며, 파타

고니아 역시 회사와 매장 문을 닫았다. 러쉬 

는 매장, 제조시설, 그리고 온라인 판매까지 닫았다. Badger Balm, Burton, 

SodaStream 등도 합류했다. 특히 비콥(B Corp )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닥터브로너61

스 역시 글로벌 기후 파업에 연 하여 9월 20일 하루 동안 온라인 사이트를 닫고 판매를 중

단했다. 그리고 직원들이 시위 참여를 지원했다. 본사 직원 90명은 본사 인근의 캘리포니아 

샌마르코스(San Marcos)에서 개최된 ‘글로벌 기후 파업’ 시위에 참여했다 . 62

 

<그림55> PATAGONIA의 GLOBAL CLIMATE STRIKE 동참 촉구 캠페인 (2019) 

 (B Corp)  (B Lab) ,            
      .         , 
     ,     (B Impact Assessment)  
    ,   , ,       
. 

 Global Climate Strike : Beyond CSR   : https://blog.naver.com/campsis/

81

https://blog.naver.com/campsis/221938661721


 

<그림56> BEN & JERRY와 DR. BONNERS의 GLOBAL CLIMATE STRIKE 영업중단 (2013~) 

 

<그림57> DR BRONNERS 직원들의 기후시위 동참 (2019) 

  환경 액티비즘 브랜드의 표적 선두주자인 파타고니아(patagonia), 러쉬(LUSH), 

닥터브로너스(Dr. Bronners’) 등은 ‘행동주의 브랜드’ 자체의 표 사례들이며 이후 5.3. 챕

터에서 이들 브랜드에 관해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5.2.7. 브랜드 액티비즘의 영역과 스코어링(scoring) 

지금까지 언급한 6가지 영역과 그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omain

SOCIAL
,  ( , LGBT, ,  ), 

  ( , ,  )

  , 
  , 

 LGBT

LEGAL , , ,  ,  
Ly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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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브랜드 액티비즘의 6가지 영역 사례 

지금까지 언급한 6가지 영역과 그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은 서로 정확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무관한 것이 아니다. 환경 액티비즘에서 시작했더

라도 인권, 사회적 평등, 경제, 정치에 이르기까지 진보적 이슈에 해서 폭넓게 목소리를 내

면서 때로는 관련 입법 촉구나 정치적 로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액티비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스코어 보드를 제작하여 기업 내부에서 각 영역에 한 성향의 입장

을 정리하고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도 4가지 행동주의 브랜드 사례

에 한 각 영역의 액티비즘 포지셔닝을 분석한 스코어 보드를 단원 머리에 첨부하였다. 

 

<그림58> 브랜드 액티비즘의 6가지 영역의 스코어 보드 

BUSINES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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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행동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사례 

행동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사례의 선정 기준은 기존의 브랜드가 광고를 비롯한 

단편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브랜드 액티비즘’ 사례보다는 태생적으로 액티비

즘의 실천을 표방한 브랜드를 의미하는 “행동주의 브랜드”로 그 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행동주의 브랜드들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주제의 액티비즘을 일관되게 펼침으로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Originality를 구축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Common Good )을 행사하63

기 때문이다. 특히 성공적인 행동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역할과 가

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5.3.1 파타고니아(Patagonia) 

 

<그림59> 파타고니아의 액티비즘 스코어 보드 (연구자 분석) 

  ( , Common Good)      ( ),   ( )  . 
   (public interest)            . ( ,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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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고니아는 행동주의 브랜드의 가장 표적인 사례로 “지구는 목적, 사업은 수단 

(we’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이라는 mission statement를 통해 브랜드 액

티비즘이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60> 파타고니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WE’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 (매년 
발행)  

파타고니아는 1957년 등산 장비를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이본 취나드(yvon 

chouinard)가 야외 활동 전문복을 만들면서 1972년 ‘파타고니아(patagonia)’로 사명을 바

꾸고 시작됐다. 파타고니아는 처음부터 환경에 한 배려를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우위로 

두었다. 스스로 암벽을 타기위해 만든 클립이 자연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파타고니아는 매출

의 70%를 차지하는 장비의 생산을 포기하고 바위를 파괴하지 않고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유기농 면으로 옷감을 전부 바꾸어 나가

기도 하였다. “이 jacket을 사지 마세요”라며 소비를 줄일 것을 호소하는 광고는 파타고니아

의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 

85



 

<그림61>“DON’T BUY THIS JACKET” 캠페인 (파타고니아, 2013)  

 파타고니아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데 영감이 되는 사업’만을 추구한다. 표적인 것이 ‘친환경 평상복 순환 제안

(Common Thread Initiative)’ 캠페인이다. 위 광고에서 보듯 소비자들에게 “줄이세요

(reduce), 고쳐 쓰세요(repair), 다시 사용하세요(reuse), 재활용하세요(recycle), 지속 가능한 

세상을 구상하세요(reimagine)”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재활

용이다. 소비자가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을 매장에 가져가면 파타고니아가 직접 수거해 재

활용하면서 파타고니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Repair Center 네트워크를 운영

하고 있다. 새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가능한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며 

구매한 뒤에는 고쳐 입고 물려주는 등의 활동을 기업이 직접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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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파타고니아의 의류 재활용 캠페인 (글로벌, 현재) 

파타고니아는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VOTE 

THE ASSHOLES OUT(멍청이를 몰아내기 위해 투표하자)” 의류 택에 부착하기도 하였으

며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 함게 이윤의 1%를 기부하는 “지구세(1% FOR THE 

PLANET)” 운동을 이끄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정치, 제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

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림63>파타고니아의 “VOTE THE ASSHOLES OUT”(좌, 미국)와 지구세 운동(우, 글로벌), (2013~현재) 

실제로 파타고니아는 트럼프 통령과 국립자연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둘러싸고 여

러번 충돌하였다. 이본 취나드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를 ‘악마’라고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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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도 하고 트럼프 정부 역시 파타고니아가 옷을 팔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고 있다며 

파타고니아의 액티비즘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림64>이본 취나드 VS 트럼프 (출처 : GQ.COM) 

파타고니아의 이러한 경영 철학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많은 기업에 

영감을 주었다. 미국의 사회적 의식이 강한 중산층을 중심으로 파타고니아 옷만 입는 

‘patagonia only’ 운동이 일어날만큼 파타고니아는 브랜드 액티비즘의 강력한 영향력과 새

로운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브랜드 액티비즘의 연구에 있어서 파타고니아 

사례는 빠질 수 없으며 파타고니아가 이루어 나가는 퍼포먼스를 통해 그 가능성이 확인된 

브랜드 액티비즘은 앞으로의 자본주의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브랜딩”으로까지 거론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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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러쉬(LUSH) 

 

<그림65> 러쉬의 액티비즘 스코어 보드 (연구자 분석) 

러쉬의 창립자는 마크 콘스탄틴(Mark Constantine)과 리즈 위어(Liz Weir)로, 마크

는 두피 전문가(Trichologist)였으며 리즈 위어는 뷰티 테라피스트(Beauty Therapist)였다. 

그들은 1977년에 함께 소도시 풀(Pool)의 중심가에서 ‘콘스탄틴 앤 위어(Constantine & 

Weir)’라는 뷰티 공방을 오픈하였다. 과일과 채소, 식물, 꽃 등 천연재료에서 추출한 성분으

로 화장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이 러쉬(LUSH)의 전신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화장품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최초로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중

화 시킨 바디샵(THE BODY SHOP)의 아니타 로딕(Anita Roddick)을 만나 바디샵에 그들

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후 바디샵과 결별하고 1994년 ‘수풀’이라는 

의미를 지닌 브랜드 명으로 ‘러쉬(LUSH)’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러쉬는 불과 10년만에 전세

계 50여개국에 850개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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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6>LUSH 브랜드의 핵심 가치 (출처: 러쉬 홈페이지) 

러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선한 자연재료로 음식을 만들듯 정직하고 친

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신선함에 한 신념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키

친’이라고 부르며, 화장품 제조를 요리에 비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신

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공급받는 것에 집중하였다. 러쉬에서는 이의 실천을 위해서 

원료 구매팀을 ‘크리에이티브 바잉(Creative Buying)팀’이라 하여 믿을 수 있는 생산자로부

터 윤리적으로 생산된 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데 힘써 왔다. 단순히 질좋은 품질의 원료만이 

아니라, 원료의 경작과 수확이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지 등 정직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까다롭게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료에 한 이야기를 ‘Lush Creative Buying’이라고 하

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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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LUSH의 CREATIVE BUYING 보고서(상) 및 FACEBOOK 페이지(하) 

이는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은 먹는 음식만큼이나 깨끗하고 신선해야 한다는 창업 

철학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로 인체에 해가 없는 식재료를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일반

적인 화장품 브랜드가 량 생산 후 오랜 기간에 걸쳐 판매하는 것과 달리 러쉬 제품은 방부

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 기한이 짧다. 인공 방부제를 쓰지 않기 위해 여러 천연 재

료로 제품의 사용기간을 최 한 늘리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한 번에 200~300kg만 생산하

여 짧은 기간에 한정하여 판매하고 있고 제품의 신선함을 높이기 위해 륙 별로 키친을 두

어 관리하였다. 특히 러쉬는 기업의 기 일 수도 있는 자신들의 공장(키친)에서의 핸드메이

드 제조 장면들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심지어 친절히 recipe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액티비즘

이 철저한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68>LUSH의 유튜브 페이지 (제조과정 및 레시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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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는 무분별한 벌채에 따른 동물 멸종의 원인이 되는 팜 오일의 소비를 줄이기 위

해 팜 오일을 쓰지 않는 핸드메이드 비누를 최초호 만들었고 이를 통해 연간 25만kg의 팜 오

일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팜오일 사용이 얼마나 심각하게 숲음 파괴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

로 소통하고 있다. 아래 <그림69>의 ‘Wash Your Hands of Palm’ 캠페인은 ‘PALM’이 동음

이의어인 점을 활용하여 팜오일 사용의 폐해를 알리고 이의 사용을 줄일 것을 손바닥 찍기

로 인증하는 활동이었다. 

 

<그림69>LUSH의 WASH YOUR HANDS OF PALM (영국, 2010) 

특히 러쉬는 동물실험 반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스스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러쉬는 인상적

인 동물실험 반  퍼포먼스 캠페인으로 유명한데 동물 신 실제로 사람이 출연하거나 동물 

탈을 쓴 캐릭터가 출연하기도 한다. 이러한 러쉬의 창의적 캠페인은 액티비즘의 고유성

(Originality)를 높이며 액티비즘 활동이 직접 브랜드의 차별적 자산 가치로 축적되는 역할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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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0> LUSH의 동물실험 반 에 한 휴먼 퍼포먼스 (영국, 미국, 2012, 2018, 2020) 

러쉬만의 독창적인 캠페인들은 매우 다양한데 7월 6일이면 러쉬는 ‘세계 키스의 날’을 

맞아 전 세계 50개국 매장이 동시에 동물실험 반  키스마크 서명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한

다. ‘당신의 키스로 고통 받는 동물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들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개발된 러쉬의 립스틱 ‘이모셔널 브릴리언스(Emotional Brilliance)’를 바

르고 키스마크를 찍는 방식으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에서도 명동과 강남 매장을 

중심으로 해당 캠페인을 수회 진행한 적이 있다. 

 

<그림71>키스의 날에 행해지는 LUSH의 동물실험 반 에 한 휴먼 키스 인증 (영국, 한국 2013)  

러쉬는 화장품업계의 과  포장을 줄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제품은 부분 고

체화하였고 잘라서 유산지에 담아 판매한다. 꼭 필요한 포장이라면 친환경 소재로 가능한 

간단하게 하였다. 러쉬는 고객이 용기를 매장에 반환하면 사은품을 주며 제품을 제조할 때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도 그냥 버리지 않고 모두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

과로 러쉬는 전체 제품의 약 62%가 별도의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아 ‘벌거벗은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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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 Cosmetic)’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러쉬의 시그니처 용기인 ‘Black Pot’은 

3년 이상의 연구 끝에 개발된 것으로 자연상태에서 100% 분해되는 무독성 플라스틱이다. 

 

<그림72> LUSH의 시그니처 용기 ‘블랙 팟’ 

과 한 포장을 비판하는 “Plastic Bag Monster”나 “Ask me why I am naked”와 같은 

러쉬만의 위트있고 도발적인 캠페인을진행해왔다. 이러한 러쉬의 독창적인 캠페인은 실제 

러쉬의 실천과 노력이 있었기에 소비자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림73>LUSH의 과 포장 반  캠페인 ASK ME WHY NAKED (좌), PLASTIC MONSTER (우) (전세계, 
2010~) 

러쉬는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영역을 가르지 않고 다양한 이슈에 동참하고 있는데 물

개사냥 반  캠페인과 타르샌드 석유추출 방지 캠페인이 그러한 예이다.  물개사냥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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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캐나다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물개사냥 방지 협회에 기부되는 비누를 만들어 팔

기도 하고 강렬한 이를 위한 퍼포먼스를 한 바 있다. 

 

<그림74> 키스의 날에 행해지는 LUSH의 동물실험 반 에 한 휴먼 키스 인증 (영국, 한국 2013) 

타르샌드(Tar Sand)는 석유가 굳어서 섞여 있는 모래나 바위를 의미하는데, 타르샌드

에서 석유를 추출하려면 일반적인 석유 추출보다 3~4배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기후

변화를 촉진시키며, 정제하고 남은 타르 찌꺼기도 토양을 오염시킨다. 바로 이 타르샌드에

서 석유를 추출기 위해 캐나다와 베네수엘라 등의 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러쉬에서는 공포스럽게 기름을 뒤덮는 퍼포

먼스로 러쉬만의 강렬하면서 위트있는 캠페인을 이어갔다. 

 

<그림75> LUSH의 타르샌드 오일채취 반  운동 (뉴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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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러쉬의 매장에서는 국가별, 지역별로 화장품의 생산이나 판매와 무관해 보

이는 인권, 평화, 난민, 양성평등 등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도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거나 

참여해왔다. 쿠바 Guantánamo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반인권적인 재판에 반 하거나 인

도네시아 무장군에 맞서 독립을 요구하는 서파퓨아 원주민들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퍼포먼스들은 모두 러쉬의 매장 앞과 내부에서 진행되었다. 러쉬의 상업적 공간이 사회적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사람들은 러쉬를 단순히 

화장품 브랜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시 를 이끌어 나가는 액티비스트(활동가)로 여기

게 된다. 

 

<그림76> GUANTÁNAMO 교도소의 인권 회복 운동(좌) 및 인도네시아령 서파퓨아 독립운동 지지(우) (영국, 
2008) 

블랙팟 용기 디자인만 보더라도 러쉬는 전형적인 친환경 브랜드들이 가진 톤앤매너, 

LOOK&FEEL과는 다른 고유한 캠페인 Creative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

라도 러쉬의 독창적인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적인 목

소리로 확산된다. 러쉬가 스스로를  “우리는 캠페인 회사”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퍼포먼스

가 러쉬의 브랜드가 소비자와 관계를 맞는 핵심적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러쉬는 그

들만의 ‘위트’라는 톤앤매너를 유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세련되면서 유머러스한 재치’정

도로 해석할 수 있는 위트는 브랜드를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브랜드 액티비즘을 강화한다. 

위트있는 브랜드는 깊은 호감을 사며 사람들은 이러한 브랜드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싶

어진다.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접접에서 해당 브랜드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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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가는 구성원이 인간적이며 감각있고 스마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

다. 

최근 러쉬는 기존의 러쉬의 액티비즘의 틀을 허물고 더욱 진지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 하는 액티비즘으로 발전하고 있다. 원료를 ‘Buying’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법에 

한 직접적 연구와 참여를 확 하고 있다. 2017년, 2018년에 전개한 ‘SOS 수마트라’ 캠페

인이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랑우탄 비누(2017년), SOS 샴푸바(2018년)를 만든 것

은 다소 비슷했지만, 이 기금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열 우림 지역을 매입해 생태 복원

과 영구농업(permanent agriculture, permaculture)을 실천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었

다. 원산지 현장에서 안을 찾고 농민들과 함께 직접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다. 러쉬는  2010년  들어 사이몬 콘스탄틴과 파올로 멜렛과 같은 환경운동가를 러쉬로 적

극 영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러쉬의 혁신의 공간을 자신의 공장에서 원

산지, 공급망 쪽으로 확 해 갔다. 

 

<그림77> LUSH의 ‘SOS 수마트라’ 캠페인, SOS샴푸바(좌), 오랑우탄 비누(중), SUMATRAN ORANGUTAN 
SOCIETY 를 위해 아티스트 ERNEST ZACHAREVIC과 함께 수마트라 보존을 위해 컷팅한 캠페인(우) 

(2017~2018) 

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공급자들을 

찾아 영구농업 방식으로의 전환 및 확산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페루, 가나에서 영구농업 

시범 프로젝트를 이끌며 농장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의 직함을 구매 담당자가 아니라 ‘영구농업 코디네이터(Permaculture Coordinator)’로 교체

하였다. 러쉬는 2010년  들어 영구농업 또는 되살림농업 관련 두 가지 중요한 지원 프로그

램을 만들었는데  2010년에 만든 S러쉬펀드(S-Lush Fund)와 2016년에 만든 러쉬 스프링

상(Lush Spring Prize)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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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러쉬펀드는 ‘Sustainable Lush Fund’를 줄인 것으로, 영구농업(permaculture) 전문

가인 파올로 멜렛의 합류로 이루어졌다. 이 펀드는 영구농업 방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었어졌으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작하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

과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을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러쉬에

게 원재료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변화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농업 환경 변화를 꾀하고자 

했다. 이것은 ‘책임감 있는 구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자각 아래,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다. 책임감 있는 구매만으로는 원재료 생산과정 전반을 제 로 추적하

기 어렵고, 환경, 토양, 노동, 공동체 등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21개 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약 594만 파운드

를 지원했으며 2018년 한 해에는 S러쉬펀드를 통해 109만 파운드의 기금을 지원했다. 

러쉬는 2010년  이후부터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의 한계에 해 고민하여 온 이

유는, 첫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구에 ‘좋은’ 방식이 아닌, ’덜 나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

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회, 환경 시스템을 예전 상태

로 복원시키고 되살리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표현하기에는 ‘지속가능성’

이 소극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78> 러쉬 액티비즘의 타임라인 (2007~2018) 

사이몬 콘스탄틴과 파올로 멜렛은 “지속가능성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한 답

으로 ‘되살림(regeneration)’이라는 방향성을 구축하고 ‘영구농업’ 신에 ‘되살림’ 또는 ‘되

살림농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S러쉬펀드는 2019년 5월, 이름을 ‘리:펀드

(Re:Fund)로 바꾸었다. 자연에서 인간이 얻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을 돌려주자는 정신을 표현

한 것으로, 이 펀드의 런칭을 이끈 루스 안드레이드(Ruth Andrade)는 “수십 년 전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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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그럴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넘어설 필요

가 있다"면서 “우리는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훼손된 것을 복구

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성과 되살림이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를 조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러쉬는 되살림농업을 세계적으로 좀 더 장려해나가기 위해 2016년 12월에 러쉬 스프

링상(Lush Spring Prize)을 ‘윤리 소비 연구소(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라

는 비영리기관과 함께 런칭했다. 훼손된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터

전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써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매년 총 상금 20만 파

운드를 4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다. 2017년~2019년, 3년 동안 수 많은 기관, 개인이 신

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50개 이상의 ‘되살림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하고, 이 중 33개 기관

에 해 시상했다. 수상 기관의 주요 활동 영역은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 예방, 생태계 복원, 

재생 가능한 자원 생성, 단체 간 연  강화, 건강과 포괄적 회복력 제고, 기술·경험 공유 등이

다.  64

 

<그림79> 되살림 농법을 지원하는 LUSH SPRING PRIZE (2017~현재) 

 LUSH   : CSR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
isHttpsRedirect=true&blogId=campsis&lo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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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Ben & Jerry) 

 

<그림80> 벤앤제리의 액티비즘 스코어 보드 (연구자 분석)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은 정의, 다양성과 인권, 환경 등 전반적인 진보 이슈에 해 강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표적 행동주의 브랜드다. 1978년 미국의 버몬트 주 벌링턴에서 벤 

코헨(Ben Cohen)과 제리 그린필드(Jerry Greenfield)가 창립하였으며, 창립자의 이름을 따

서 Ben & Jerry라 하였다. 1977년 아이스크림 제조에 관한 수업을 듣던 두 창립자가 이듬

해 5월 5일 오래된 주유소를 개조하여 가게를 연 것이 그 시작이었다.  

벤앤제리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 액티비스트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 

조작 원료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전 과정에 환경에 

해가 없도록 노력한다. 우선 아이스크림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장에서는 특별 제작한 사료

를 소들에게 제공하여 소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의 비율을 줄였고, 유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농장은 태양광, 풍력발전, 바이오 연료를 통해 전기를 공급한다. 그렇게 생산된 원료를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성장촉진 호르몬이나 유전자 조작 기술을 배제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데에도 표백 가공하지 않은 종이를 용기로 사용하고 있

다. 매년 지구의 날에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녹으면 끝장인거야! (If it’s melted, it’s 

ruined!)”라는 규모 환경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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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 BEN & JERRY의 지구의 날 “IF IT’S MELTED, IT’S RUINED!” 캠페인 (영국, 2008) 

벤앤제리는 원료를 제공해주는 젖소들과 이를 담당하는 낙농업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

한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2003년에 진행된 ‘Caring Diary’는 낙농 전문가들이 낙농업자들에

게 젖소의 사육환경에 한 컨설팅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젖소들이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여 결국 낙농업자들의 소득증 와 우수한 원료 수급이 함께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림82> BEN & JERRY의 CARING DAIRY 프로그램 (미국및 유럽,  2012~현재)  

초기 아이스크림 제품의 지속가능한 생산에 집중하던 밴앤제리는 1985년에 벤앤제

리 재단을 설립하면서 매년 이익의 7.5%를 인종차별, 성차별, 빈곤문제, 성 소수자, 환경 오

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들이 출시하는 아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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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플레이버 컨셉과 패키지를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저항의 맛’이라는 흑인 

인권을 옹호하는 맛을 출시하기도 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축하하는 ‘허비허비’, 즉 남편남

편맛이나 콜린 캐퍼닉의 인종차별 운동을 지지하는 ‘세상을 바꾸자’ 맛을 출시하기도 하였

다. 

 

<그림83> BEN & JERRY의 ‘허비허비’, 남편남편맛(좌, 2015), ‘저항의 맛’(중, 2018), ‘세상을 바꾸자 맛’(우, 
2020) 

과감하게 오바마맛이나 버니샌더슨맛 같은 제품을 출시해 진보적 정치인을 응원하기

도 한다. 오바마의 통령 당선 시 피칸을 ”People Can”이라 하여 오바마의 슬로건인 “Yes, 

We Can”을 패러디하여 액티비즘 슬로건으로 활용하였고 버니샌더슨의 선거 운동 시 

“Bernie’s Yearning(버니의 열망)” 맛을 출시하여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의 공약

들을 아이스크림 먹는법으로 빗 어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84> BEN & JERRY의 “YES, PECAN”맛 (좌, 2015), ‘버니의 열망 맛’(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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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8년부터 시작한 ‘1 % for Peace' 캠페인은 국방예산의 1 %를 평화유지활동

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Peace Pops라는 이름의 아이스크림을 출시했고, 수익의 1 

%를 평화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인정받은 벤

앤제리는 B Corp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림85> BEN & JERRY의 ‘PEACE POP’ 맛 (1988~현재)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반 하며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전면적으로 

제품 판매를 금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 인의 경제적 영향력이 중요한 현  사회에서 

영리기업으로는 유례없는 일이다. 

 

<그림86> BEN & JERRY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판매 금지 고지 및 트위터 (2021) 

이처럼 벤앤제리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의 특성과 패키지, 그리고 독특한 일러스

트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진보적 이슈들에 해 전방위적이고 과감한 액티비즘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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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닥터브로너스(Dr. Bronner’s) 

 

<그림87> 닥터브로너스의 액티비즘 스코어 보드 (연구자 분석) 

닥터 브로너스의 설립자 엠마뉴엘 하일 브로너는 1929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여러 비

누회사의 컨설턴트로 일하던 중, 2차 세계 전에서 그의 부모님이 나치 독일로부터 학살을 

당해 큰 충격을 받게 된 뒤, 이름의 성에서 나치 경례를 뜻하는 '하일’을 뺀 '브로너’로 개명

하고 세계 평화와 지구 공존에 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인종

과 종교를 떠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메시지를 담은 'ALL-ONE'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65

이때 강의가 끝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에서 그가 만든 비누를 선물했고 그 

비누가 오히려 강의보다 더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닥터브로너스’가 시작되었다. 닥터브로

너스 패키지 특유의 빼곡히 적힌 글씨들은 그가 해온 ALL-ONE 강의의 메시지를 담은 것

이다. 

 All One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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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8> DR. BRONNERS’ 패키지 

닥터브로너스는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유기농,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다. 행동주의 브랜드(activist brand), 되살림유기농업, 사회변화를 위한 연  등을 진

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닥터브로너스는 100% 천연 성분, 100% 생분해성, 

100% 비건 제품을 표방한다. 이 결과 2019년 기준, 닥터브로너스 원재료 중 78%가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제품 다수가 USDA(미국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추

진하는 NOP(National Organic Program) 표준에 따라 ‘USDA Organic’ 유기농 인증을 받

았다.  

주목할 것은 닥터브로너스 이전에는 화장품과 같은 퍼스널 케어 용품에는 ‘유기농 인

증’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다.  2002년 10월, USDA의 NOP가 발표되자, 닥터브로너스는 

이 프로그램에 의거 2003년부터 모든 원재료에 한 유기농 여부를 자발적으로 식별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제품부터 USDA Organic 인증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닥터브로너

스는 USDA Organic 인증을 받은 최초의 퍼스널케어 회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4

월, 별도의 인증 없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오가닉’이라고 표시해왔던 다른 많은 퍼스널 

케어 제품 회사들이 로비를 펼쳐, 2005년 10월부터는 식품이 아닌 신체에 사용하는 용품에 

USDA Organic 마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토록 했

다. 닥터브로너스는 엄격한 USDA Organic 인증을 받지 않고 ‘오가닉’ 마케팅을 벌이는 ‘오

가닉 워싱’ 브랜드들이 유기농 정책을 후퇴시키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며 미농무부를 

상 로 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 9월 승소하여 퍼스널케어 제품에 ‘오가닉’ 표기에 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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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정착하였다. 이후 닥터브로너스는 정확한 기준없이 ‘오가닉’을 사용하는 그린워싱 

브랜드와 싸우며 더욱 엄격한 유기농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

다. 

이처럼 닥터브로너스는 불합리한 제도에 해 적극적으로 응하며 입법을 촉구하는 

액티비즘을 과감하게 실행해 왔다. 그 표적인 사례가 헴프(hemp)  재배 합법화 운동이66

다. 헴프는 우리가 흔히 ‘삼’으로 부르는 것으로 식물 분류상 ‘ 마초’ 속(屬)의 일종이다. 미

국은 통제물질법’(1970년)에 의해서, 2018년 합법화되기 전까지 헴프 재배를 금지시켰다. 

닥터브로너스가 헴프 재배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헴프가 가진 친환경성 때문이다. 헴

프는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적어 살충제를 거의 쓰지 않고 경작이 가능하다. 오히려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므로 제초 목적으로 키우기까지 한다. 다년생이라 토양 유실이 적고 빨리 

성장하는데 집하여 자라 수확량이 많기도 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유기 농업 시스템에 효

과적이다. 또한 용도가 다양하여 여러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체할 수 있다. 섬유(의

류, 직물, 구두 등), 산업용 직물(로프, 카펫, 그물망 등), 종이(인쇄용지, 판지, 포장지 등), 음

식(헴프 오일, 헴프 씨앗 등), 건물 자재(페인트, 오일 등), 의약품(CBD 등), 바디케어(비누, 

샴푸, 로션, 립밤, 화장품 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닥터브로너스는 일찍부터 헴

프 오일을 사용하여 제품 개발에 힘써왔고 1999년 최초로 헴프를 활용한 퍼스널 케어 제품

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었다. 2018년 12월 헴프 오일 재배가 합법화 되기까지 닥터브로너스

는 헴프 오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헴프를 생산하고 근거리로 공

수받도록 법의 개정을 20년간 정부에 촉구했다. 2009년 데이비드 브로니는 일부러 미국 워

싱턴 D.C.에 있는 마약단속국(DEA) 앞뜰에 헴프를 심으며 체포되기도 하고 2012년 백악관 

앞에 우리를 설치하고 직접 헴프를 재배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결국 그는 마초 소지 죄

와 통로를 막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이러한 노력들 끝에 2018년 헴프 재배를 둘러싼 구시

적인 마약관리법은 폐지되기 시작했다.  

 THC(Tetrahydrocannabinol)   0.3% (  )  . (marijuana)   THC  
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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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9> 데이비드 브로너의 백악관 퍼포먼스 (2012)  67

이렇게 데이비드 브로너는 20년 넘게 비즈니스 안과 밖의 경계를 넘어, 합법과 불법을 

드나들면서, 환경경영과 환경운동의 경계를 무너뜨려 왔다. 헴프의 제도화를 이룬 뒤 그는 

2019년 4월, 지구의 날(22일)을 맞아 ‘Brother David’s’라는 소셜벤처를 설립하고 소규모 

헴프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되살림 유기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특히 토양, 농부, 지역사회의 건강을 강조하는 되살림가치를 표방하되 헴프재배의 특성

에 맞는 되살림유기농법을 적용하여 최고의 헴프를 생산하는 농가를 상으로 ‘썬+어스 인

증’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90> ‘썬+어스' 인증 마크 및 썬+어스가 강조하는 세 가지 요소  68

닥터브로너스의 세 번째 시민 불복종 환경운동의 주제는 ‘GMO 표기’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닥터브로너스는 일찌기 GMO 원료의 유해성에 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스스로 

GMO원료를 배제하였다. 미국에서 2000년 ‘Non GMO Project’가 시작되자 즉시 자사 제

          .  https://blog.naver.com/
campsis/

 https://blog.naver.com/cam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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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인증 기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브로너스의 액티비즘은 자사 제품을 통한 실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림91> NON GMO마크 획득을 기본적 인증에 추가한 DR BRONNER’S  69

미국에서는 주마다 GMO 성분의 라벨 표기를 두고 치열한 투표전을 펼쳤는데 닥터브

로너스는 2013년, 많이 팔리는 여러 제품의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발의안 522호 찬성

(YES on 522)”, “유전자 조작 식품에 라벨을 붙여라.”, “11월 5일 워싱턴 주 투표에 찬성표

를 던져라.”, “중요한 GMO 라벨”이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시민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로고 아래쪽으로는 투표 안건과 관련된 세부 주장을 제품 용기에 인쇄

하였다. 

 

<그림92> 발의안 522호 찬성을 촉구하는 닥터브로너스 제품의 패키지 (2013) 

  

실제로 미 전역에서 펼쳐진 두번의 투표에서 찬성 48.9%, 반  51.1%로 GMO 성분

의 라벨표기 법안은 무산되었다. 생명공학기업 몬산토를 비롯하여 듀퐁, 펩시, 크래프트, 바

 https://blog.naver.com/campsis/

108



이엘, 코카콜라, 제너럴 스, 켈로그, 델몬트, 하인즈, 허쉬, 카길, 돌 등에 이어 심지어는 

ESG 기업을 자처하는 네슬레와 유니레버마저도 거액을 기부하며 GMO 표기에 반 했다. 

그러나 닥터브로너스는 투표 패배 이후에도 지금까지 GMO 표기에 한 다양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림93> 몬산토 반 행진 참가(2015, 샌디애고), GMO 표시제 촉구 시위(2016, 버몬트)  70

  

5.3.5 행동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사례 분석 소결 

지금까지 행동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으로 러쉬,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닥터브로너

스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분석되는 사례 연구에 한 소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세 사례는 모두 같은 ‘환경’ 영역에서 출발하였지만 브랜드의 고유한 커뮤

니케이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러쉬의 퍼포먼스, 벤앤제리와 닥터

브로너스의 패키지 사례는 브랜드 액티비즘의 고유성(Originality)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를 강화하고 이를 브랜드 자산으로 축적하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위 사례들을 통해서 브랜드 액티비즘의 확장 과정을 알 수 있다. 제품의 생

산과 관련된 내부적 액티비즘이 사회 전반에 관련 이슈에 해 액션을 취하는 외부적 액티

비즘으로 발전하고 그 진정성과 일체성으로 인해 다양한 진보적 이슈에 폭넓게 확 되면서 

다른 액티비즘 영역을 넘나들게 된다. 그래서 액티비즘은 때로는 비즈니스 안과 밖의 경계

를 넘어, 합법과 불법을 드나들면서, 환경경영과 환경운동의 경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https://blog.naver.com/cam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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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4> 브랜드 액티비즘의 확장과정 (연구자) 

세 번째는 액티비즘이 러쉬의 되살림농법을 위한 펀드 조성, 벤앤제리의 팔레스타인 

판매 금지, 닥터브로너스의 입법 운동처럼 이윤 추구나 광고 효과를 넘어서 액티비즘만의 

실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동으로 강화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액티비즘은 언제나 ‘이것

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며 ‘최선’을 위한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5.4. 행동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요건 

지금까지 5장에서 연구한 브랜드 액티비즘 커뮤니케이션의 분석 결과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진정성(sincerity)과 일체성(congurence), 그리고 고유성(originality)을 추출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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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5>  브랜드 액티비즘 커뮤니케이션의 3요소 (연구자) 

첫 번째, 진정성 (sincerity)는 단기적인 마케팅 결과와 이윤 추구를 벗어난 가치와 신

념의 추구를 의미한다. 흉내만을 내는 Washing 마케팅은 연결의 시 (connected society)에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다. 앞의 5.1.4 챕터에서 언급했듯이 마케팅과 기업 경영의 울타리에

서 벗어난 진정한 가치 주도에 액 티비즘의 본질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완벽한 투명

성 전제로 하여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업의 활동이 공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

야 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일체성 (congurence)’은 ‘혼연일체’라는 의미로 동일한 것이 반복되어 나타

나는 ‘일관성(consistency)’보다 전체론적인(holistic) 개념이라고 하겠다. 신념, 가치관, 기술 

등이 완전히 자신과 라포를 이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 완전한 일체성을 가지

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창업자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구성원 전체가 가치관과 신념을 공

유하여 브랜드 내외부의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루어야만 소비자와 사회에 영감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동주의 브랜드들은 환경으로 시작

했더라도 인권, 다양성, 평화, 거버넌스, 고용, 정의 등 다양한 이슈에 해서도 목소리를 냄

으로써 6가지 액티비즘의 영역(domain)을 넘나들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행동주의 브랜드는 진정성과 일체성만으로 부족하다. 그러한 가치를 어떻게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액티비즘에는 같은 이슈에 

해서도 사회에 영감(inspiration)을 줄 수 있는 브랜드만의 고유의 이미지와 디자인, 화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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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비슷한 이야기를 비슷한 방법으로 한다면 단편적인 ‘액티비즘’은 가능하지만 ‘행

동주의(activist brand)’로 소비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다. 이는 근본적으로 ‘브

랜드’가 소비자의 차별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산임을 볼 때 당연한 전제라 하겠

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난제에 해 모든 기업에게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시 에 

가능하고 유효한 ‘브랜딩’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한 답이야 말로 어떻게 브랜드 액티비

즘의 오리지날리티를 확보할 것인가에 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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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작품 연구 (브랜딩 프로젝트)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통합 콘텐츠화 전략’과 ‘브랜드 액티비

즘’에 해 연구하였다. 이는 각각 브랜딩의 방법론과 내용에 관한 것으로 최종 작품으로는 

실제로 이를 적용한 브랜드를 3년간 연구하여 런칭하였으며 런칭 후 약 3개월간 이에 한 

활동을 지속한 뒤 과정과 경과를 정리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을 검증해 보았

다. 프로젝트의 브랜드명은 ‘FRA422’이며 지속가능한 천연 향료로만 제조한 향수, 디퓨저 

및 향 관련 파생상품 등을 제공한다. 통합콘텐츠화 브랜딩 전략을 검증하고 지속가능한 향 

문화를 만드는 것이 브랜딩 프로젝트의 연구 목표이다. 

6.1. FRA422 프로젝트 소개 

6.1.1 향(香) 시장 분석 및 향 브랜드 개발 동기 

향수 시장은 국내 약 6천억원, 세계 340억달러(41조원) 규모이며 매년 국내 6%, 세계 

3.9%씩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마진율이 높은 프리미엄급 향수의 경우 성장률이 두 배 빠르

다. 향수를 포함한 다양한 향 응용제품 등 향 관련 산업의 규모는 국내 2.5조원, 세계 1500조

원 정도이며. 특히 국내 시장은 연 10%가까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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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6> 세계 향수 시장 (GVR, GRAND VIEW RESEARCH) 

현재 인공향료를 사용하는 부분의 향수는 기술 RnD 깊이가 낮고 제조원가가 낮아 

병당 용량이 커질수록,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부가가

치의 산업이다.  

 

<그림97> 향수의 이윤 구조와 시장 특징 

향수 산업은(large perfume) 브랜드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 기업을 중심으

로 하는 명품 패션 브랜드의 인하우스 향수인 중 향수(mass perfume)와 로 구성되어있으

며 소수의 취향을 위한 고급 향수로서 향수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프리미엄 니치 향수(niche 

perfume), 마지막으로 저가 향수(afforbable)로 나뉠 수 있다. 최근에는 수십만원 의, 소수

의 취향을 위해 출시된 프리미엄 니치(premium niche) 향수가 크게 유행을 하면서 패션 및 

뷰티 기업에 활발히 인수, 합병되고 있는데, 기존의 중 향수(mass perfume) 브랜드도 고

가의 프리미엄 향수 출시를 연달아 하면서 고급 향수의 가격 가 점점 높게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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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블라인드 테스트 시 실제로 소비자가 향의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점만 보

아도 향수 가격의 부분은 마케팅에 의한 이미지 비용으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가치에 의해 시장이 재편되는 점을 볼 때 향수 

시장에도 혁신적 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특히 향 브랜드의 개발은 매우 높은 경제적, 문화

적 파급효과를 지니며 K 뷰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포기할 수 없는 시도이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맞춤형 화장품’을 K 뷰티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적극 지원 중인 만큼 이

에 따른 법과 제도의 신설은 향수 브랜드의 개발과 판매의 직접적 동인이 될 수 있다. 

6.1.2 천연 향(香) 시장 분석 및 환경적 문제점 

아로마 테라피(aroma therapy)  시장은 2018년 세계 46억달러(5조7천억원) 규모이71

며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7%다. 천연에센결 오일의 2020년 세계 시장규모는 188억 달러(22

조 5천억)이며 연 8.1%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건강과 환경에 한 관심으로 일반적인 향수 

시장보다 더욱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인다. 

<그림98> 에센셜 오일의 지역별 시장 규모 (단위: USD BILLION) 
출처: POLARIS MARKET RESEARCH ANALYSIS, 2020  72

 (aromatherapy)            
(homeostasis)    (natural therapy)  .        

   ,      .    ( )   ,  
   (essential oil)   .    , , ,  ,    

       . 
[  ] 

 https://www.polarismarketresearch.com/industry-analysis/essential-oil-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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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시장은 ‘아로마테라피’로만 분류된 공인된 통계는 없으며 부분 개인 공방

으로 운영되는 등 성공적인 매스티지 브랜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의 아로마테라피 선진국들은 ‘그린 메디컬

(green medical)’이라 하여 유효 기능을 지닌 허브 오일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성 향 제품

을 출시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민간요법에서 의약품으로까지 널리 활용하고 있는데, 향

수업계에서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인 천연향료를 사용하는 고가 향수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

며 건강, Anti-Pollution 등 기능성 제품에 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건강이나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기능성 천연향수 브랜드를 개척하고 선도할 적기이다. 

그러나 여기서 천연향의 폭발적 성장력 만큼이나 천연향이 갖고 있는 환경적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천연의 향기’는 ‘천연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에서 얻어진다. 에

센셜 오일은 식물이 스스로의 번식, 방어, 생존, 의사소통 등을 위해 태양과 물을 이용해 합

성한 물질을 꽃, 잎, 줄기, 뿌리, 씨앗, 열매 등 스스로의 곳곳에 미세한 주머니를 만들어 보

관하면서 분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한방울의 향기를 위해 엄청난 양의 식물이 필요하다. 

작은 10ml 에센셜 오일 한 병을 얻기 위해서는 장미꽃잎 50만개의 장미꽃잎이, 1.5kg의 라

벤더가, 66개의 레몬이 쓰여야 한다. 때로 식물은 깊숙한 곳에 향기를 숨겨두거나 찾기 어렵

게 해 놓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식물 전체가 희생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흔히 ‘샹탈’이

라고 하는 고급향수에 들어가는 샌달우드는 인도산 백단나무 중 30년 이상 된 것을 뿌리째 

쓰러뜨려야 얻어진다. 침향나무는 ‘아가우드’, ‘오우드’라는, 유창목은 ‘가이악’이라는 이름

으로 향수의 트렌드가 되었고 지구에서는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 유향나무의 온몸을 상처내

면 이를 치유하기 위해 나뭇진이 나오는데 이 ‘프랑킨센스 오일’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수많

은 유향나무가 과도한 인위 상해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모두 IUCN  Red List73 74

의 멸종 위기 우려종 이상의 등급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향 문화를 만드는 

행동주의 브랜드를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의 소재로 삼게 된 것이다.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ʻ    ’    
      1948   .       
      ,         

   .  IUCN           . (
 )

   '     ' ,  .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2∼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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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FRA422의 브랜딩 전략 

FRA422는 브랜딩의 방법론으로는 ‘통합 콘텐츠화’ 전략을, 내용적으로는 브랜드 액

티비즘을 취한다. 통합 콘텐츠화 전략의 카테고리상으로는 집객과 브랜드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측면에서 광고와 콘텐츠PPL형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공급자 중

심의 콘텐츠이지만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수요자 참여를 유도하

는 면이 있다. 이를 통합 콘텐츠화 전략 맵에 포지셔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99> FRA422프로젝트의 통합 콘텐츠화 포지셔닝 맵 

브랜드 액티비즘의 측면에서 보면, 태도상으로는 PROGRESSIVE (진보적) 액티비즘

을 취하고 있으며 메인 도메인은 환경 액티비즘이다. 그러나 환경 도메인에서 비교적 10점 

정도의 소극적 스코어링을 설정하였는데 (-50~+50만점) 그 이유는 ‘향’ 제품이라는 업의 

특성상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진보적인 액티비즘을 전개할 경우 제품 자체를 쓰

지 않는 것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역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

면 여타 사회적 영역, 비지니스 및 경제적 영역에서는 최고수준의 진보적 액티비즘을 통해 

브랜드 액티비즘 자체가 빈약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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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0> FRA422프로젝트의 액티비즘 스코어 보드 

6.1.4 FRA422의 철학 (misson & vision) 

본 브랜드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하는 ‘환경 액티비즘’을 그 미션과 비전으로 하며 

의도적으로는 진보적 액티비즘을 취하고 있다. 프라포투투의 액티비즘에 한 핵심 강령은 

브랜드가 지켜야할 지속가능성을 정의한 ‘422 WAYS’에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였다. 

또한 추후 인권, 다양성, 정의 등에 관한 이슈에도 진보적 액티비즘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422�WAYS�

지속가능성.�그것은�신념을�넘어선�당위이며�

우리의�루틴을�지배하는�룰입니다�

브랜드�내부�깊숙이�들어와�영감을�주며�전략을�지휘하고�

우리의�성장을�정의합니다�

BUYING�422�

- 지속가능한�야생�채취�비율,�10%미만�채취를�지키는�ETHICALLY�WILD�FORAGED�오일

을�구매합니다�

- IUCN�과�CITES의�Red�List를�분기별로�확인합니다��샌달우드,�로즈우드,�시더우드,�스파

이크나드,�아가우드,�오우드,�프랑킨센스를�비롯한�NT(NEAR-THREATENED)�등급�이상의�

멸종위기,�멸종�우려�오일을�사용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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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가�지속가능한�채취나�재배�가능�지역일�때만�사용합니다�

- 목재�생산시�발생하는�자투리�우드,�식품�생산시�발생하는�시트러스류의�껍질�등�업사이클

링�원료를�우선�사용합니다�

- 재배�오일의�경우�유기농을�사용합니다�

- 친환경�용매로�추출한�GREEN�SOLVENT�EXTRACTED�오일을�사용합니다�

- 원료의�재배,�채취,�수확,�추출의�환경�임팩트를�추적하고�네거티브�원료를�배제합니다�

MANUFACTURING�422�

- 수요에�맞는�적정�생산�원칙을�고수합니다�

- 생산의�전�과정에�에너지�소모를�최소화합니다�

- 지역사회와�지속가능한�고용을�실천하며�사회적�다양성에�지원합니다�

- 지속가능의�가치를�공유할�수�있는�파트너와�협업합니다�

PACKAGING�422�

- 지류는�FSC인증을�받은�삼림인증지를�사용하며�친환경�인쇄�프로세스를�따릅니다�

- 방수�기능이�필요한�최소한의�라벨을�제외하고�지류를�코팅하지�않습니다�

- 친환경�완충제를�사용하고�고객의�최소�포장�선택을�유도합니다�

SELLING�422�

- 판매�목표를�정하고�가격�할인을�통해�OUTLET�하지�않습니다�

- 필요한�소비자가�필요한만큼�소비하도록�마케팅합니다�

THROWING�422�

- 프라포투투로�보내면�전문적�과정을�거쳐�재활용됩니다��소비자는�원제품�가격의�10%를�

422머니로�제공받습니다�

- 고순도�고농도의�100%�천연�에센셜�오일만을�사용하는�프라포투투는�용기가�재활용되지

않는것이�환경에�이롭습니다��천연에센셜�오일은�기능성�유효성분이�농축되어�있어�토양

이나�하수에�흘러들어가면�동식물에�의도치�않은�영향을�미치게�되고�배출시�인화성�성분

이�작용하여�발화할�위험도�있습니다�

- 남아있는�내용물이�없는�경우�소각용�쓰레기에�버릴�수�있으나�남아있는�내용물이�있는�경

우,�빈�용기라도�천연에센셜오일�원액인�경우에는�“의약품�폐기물”�수거�방침에�따라야�합

니다.�가까운�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수거�요청을�할�수�있습니다�

INVESTING�422�

- 연간�발생�탄소�발자국만큼�나무를�심습니다�

- 1%의�지구세를�지불하고�매출의�5%를�산림회복�연구에�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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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FRA422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6.2.1 네이밍 및 로고 

브랜드의 네이밍은 “FRA422”로 ‘프라포투투’로 발음하며 여기에서 ‘FRA’는 

‘FRAGRANCE’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탈리아어로 ‘~사이에 (between)’를 의미한다. ‘422’

는 4월 22일 지구의 날로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향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로고는 Tw Cen MT Condensed 서체를 변형하여 디자인하였으며 Tw 

Cen MT Condensed를 메인 영문 서체로 활용하였고 문자(Upper Case)만 활용한다. 로

고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니멀한 워드마크타입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향

기”라는 후각에 집중하는 의미로 블랙 앤 화이트의 그레이스케일(greyscale)을 기본적인 브

랜드 컬러로 정하였다. 

 

<그림101> FRA422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6.2.2 422CODE 디자인 

FRA422의 환경 액티비즘 커뮤니케이션은 422CODE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핵심적 차별 요인이다. 프라포투투는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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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향’의 원칙을 제안하는데, 이 원칙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향원 (Palette to be used) 75

멸종의 우려가 있는 NT(Near Threatened) 이상 등급의 모든 식물을 향료에서 완전히 배제

하고 LC(Least Concern) 등급도 분기별로 발표되는 개체수의 변화에 주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림101> IUCN REDLIST 등급 

쥬스 생산에서 발생하는 시트러스류의 껍질, 가구 생산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시더우

드 등 업사이클링 향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야생 채취의 경우 생태계가 복원할 수 있는 

10% 미만의 수확량을 지키는 와일드 포리지(‘Wild Foraged’ (‘Ethically Wild Harvested’)) 

오일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프라포투투는 식물성 향료에 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임팩

트를 기준으로 다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Desirable : Upcycling Extracts, By-Product Extracts, Hydrosol, Ethically Wild-

Harvested 

2. Sustainable : Organic Farmed, Permanent Farmed 

3. Need Improvement : Farmed 

4. Negative(사용금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Red List NT등급 이상, CITES(멸

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교역금지종, 윤리수확 원칙을 지키지 

않는 Wild-Harvested, Wild-Crafted  

그리고 1,2 등급의 지속가능한 향원만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한 생산원칙으로 삼았다. 

뿐만아니라 친환경적인 용매를 활용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공정으로 추출하여야하며 수확, 

저장, 보관, 이동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한다. 이렇게 내추럴 팔렛

 ,  ,   ʻpalette’  .   Natural Palet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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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오일, 앱솔루트 등 식물에서 얻어지는 향의 원료)에 한 환경 임팩트를 바탕으로 76

지속가능한 팔렛에 상징적 코드를 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422 CODE

다. 422 CODE는 상형문자처럼 하나의 에센셜 오일(학명 기준)에 기하학적 심벌을 부여하

여 후에 다양한 디자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벌은 식물의 형상 일부나 식

물의 효능, 식물에 얽힌 스토리 등을 모티브로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였다. 

 

<그림102> 422 CODE DESIGN 예시, ‘ROSE’ 

              (Solvent Extraction)  
  (Absolut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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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3> 지속가능한 향원을 표현한 422 CODE DESIGN 

<그림104> 422 CODE의 의미를 담은 매니페스토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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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5> 422CODE를 활용, 지속가능한 향원 패키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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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속가능한 향원은 30%의 부향율로 방향제 (디퓨저) 제

작이 가능하다. 아래는 휴 용이나 탁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싱글오일을 활용한 미니 디

퓨저 상품이다. 

 

<그림106> 미니 디퓨저 디자인 

6.2.3 퍼퓸 캐릭터 (perfume character) 디자인 

프라포투투는 조향(造香, formulation, perfuming)을 ‘향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수

단’이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향원은 향수의 전제조건이며 거기서부터 트렌드

와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향료들이 조화되어 하나의 살아있는 향수 

포뮬레이션으로 탄생하는 것을 표현한 디자인이 ‘퍼퓸 캐릭터’다. 무절제한 향 산업이 해친 

자연과 인간을 중재하며 공존케하는 ‘수호신’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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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7> 퍼퓸 캐릭터 ‘SEME’ ( 지속가능한 향원들로 하나의 조향이 탄생하는 것을 살아있는 향의 캐릭터로 
표현) 

그리고 최종적으로 향수 5종을 제조하였다. (TRONCO, SEME, FOGLIA, FRUTTA, 

FIORE) 각각 이탈리아어로 ‘우드’, ‘씨앗’, ‘잎', ‘열매’, ‘꽃’이라는 뜻으로 각 테마를 주제로 

조향되었으며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식물을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한다. 브랜드 스토리에 

이탈리아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연구자 본인이 장기간 이탈리아에 거주했던 경험때문

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  향수의 시작은 프랑스가 아닌 이탈리아다. 다양한 증류법과 조향 

기술이 발달했는데 메디치가의 딸이 프랑스 왕과 결혼하면서 조향사 L. 비앙코를 데려갔고 

파리에 최초의 향수 전문점이 열렸다. 사실 프랑스 귀족은 치유와 성스러움을 간직한 향수

의 의미에 관심이 없었다. 향수의 과장된 패션성을 상징하는 ’프랑스’에서 향수의 근본 의미

를 간직한 초기 이탈리아 조향사에게 향수의 오리지날리티를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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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8> 지속가능한 내추럴 팔렛으로 제작된 향수 5종 (TRONCO, SEME, FOGLIA, FRUTTA, FIORE) 

 

<그림109> 향수 패키지 

지속가능한 향원 및 422 CODE, 지속가능한 향원의 스토리는 브로슈어로 제작하여 

제품과 함께 패키지에 담았다. 특히 향수 및 미니 디퓨저의 한쪽면은 퍼퓸캐릭터 및 422 

CODE만 프린트하여 그래픽 포스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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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0> 브로슈어 (앞면,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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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1> 브로슈어 (향수, 내용) 

 

<그림112> 브로슈어 (향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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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3> 브로슈어 (향수, 내용) 

6.3. FRA422의 UX 

6.3.1 웹사이트 / 모바일 사이트 개발 

기본적인 브랜드 스토리와 인공지능 향 추천 서비스, 쇼핑 기능이 포함된 웹사이트 및 

이에 따른 반응형 모바일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디자인은 어도비 XD프로그램을, 코딩은 워

드프레스를 활용하였다. 

메인화면은 텍스트가 없이 이미지와 제품만으로 심플하게 디자인하였으며 세부메뉴

를 클릭하면 브랜드의 메니페스토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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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4 > 웹사이트 메인화면 

 

<그림115 > 메뉴 클릭시 노출되는 브랜드 메니페스토 

메니페스토 카피 
“식물을 문법, 코드 그리고 우주론으로 이해한 내추럴리즘은  

모든 시 와 장소에서 인류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소울컬처였으며 프라포투투에 내재된 영감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을 개인의 선택으로 차단할 수 없는 시 에  

현 인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내추럴리즘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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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6> 웹사이트 422 STORY >> BRAND 

브랜드 스토리 카피 
“FRA는 FRAGRANCE이기도 하지만 이탈리아어로 ‘~사이에’ 라는 

의미입니다. 422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이지요. 

현 의 향문화는 절제력을 잃은 시장논리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좋은 향이 당신의 건강에 해롭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정당할 수 없고 

천연 향이라도 정교하게 아름답지 않다면 당신의 향일 수 없습니다. 

프라포투투는 향산업의 침묵이 멸종시키고 있는 식물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얻어진 향원을 진실되고 아름답게 조향하여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향 문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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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7> 웹사이트 422 STORY >> INGREDIENTS (422CODE 소개) 

<그림118> 웹사이트 422 STORY >> CHARACTERS (퍼퓸 캐릭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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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9> 웹사이트 422 STORY >> CHARACTERS >> SEME (개별 퍼퓸 캐릭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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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0> 웹사이트 422 STORY >> 422 WAYS (6.1.4 FRA422의 MISSION & VISION 참조) 

 

<그림121> 웹사이트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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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2> 웹사이트 SHOP >> SEME (제품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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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3> 웹사이트 CONSULTING (향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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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4> 웹사이트 422 PROJECT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소개) 

 

<그림125> 웹사이트 422 PROJECT >>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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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5> 웹사이트 422 PROJECT >>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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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인공지능 향 추천 솔루션 개발 

본 연구자는 어렵고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천연 아로마 제품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위

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향 추천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이는 2020년 ‘데이터바우처사업’에 선

정되어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개발되었으며 이의 개발을 위

해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기업인 JLK인스펙션과 구 한의 학교 향 산업학과 박찬익 교수

팀과 협업하였다. 

소비자는 웹사이트 > RECOMMEND 메뉴에 접속하여 생년월일(나이), 성별, 직업 

노동의 유형 (육체노동형, 감정노동형, 지식노동형)을 입력하고 15개의 설문에 답을 하면 최

적의 천연향을 추천 받을 수 있다. 본 기능은 후에 보완, 발전시켜 인공지능이 개개인에 최적

화된 맞춤 조향을 제공하는 형태로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림126> 인공지능 향 추천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127> 인공지능 향 추천 서비스 사용자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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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8> 인공지능 향 추천 서비스 결과 도출 과정 

 

<그림129> 인공지능 향 추천 서비스 결과 도출 화면 

 

<그림130> 개인별 안면 인식 후 퍼퓸 캐릭터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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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1> 웹사이트 RECOMMEND (인공지능 솔루션 첫 화면) 

 

<그림132> 웹사이트 RECOMMEND >> 시작하기  >> STEP2 (사용자 정보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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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3> 웹사이트 RECOMMEND >> 시작하기 >> STEP3  (향취 질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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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4> 웹사이트 RECOMMEND >> 시작하기 >> STEP3  (향취 질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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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5> 웹사이트 RECOMMEND >> 시작하기 >> SUBMIT  (결과 도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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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브랜드 액티비즘 

본격적인 액티비즘의 전개를 위해 본 연구자는 사전 쇼케이스를 통해 관객의 참여를 

확보라고 이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한 집객을 확보하였다.  

6.4.1 전시와 환경 기부 프로그램 

사전전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이루어졌으며 2021년 9월 1일~10월 31일까지 

60일간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향 문화에 해 알리고 기부 프로그램을 실천하

기 위한 1만장의 퍼퓸 캐릭터를 확보하였다. 우선 전시를 통해서 향 산업이 파괴하고 있는 

식물 생태계에 해 고발하였다. 입구의 영상과 그래픽을 통해 단 1g의 싱글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기 위해 10,000g의 장미꽃잎이, 250g의 라벤더가, 3.3개의 레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장미목, 백단나무, 유창목, 감송이 멸종 위기종이 되었는지, 왜 유향나무는 상

처 투성이어가 되어 죽어가는지도 이야기하였다.  

 

<그림136> 프리 쇼케이스 런칭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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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언급한 422CODE의 기준에 따라 향수와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모든 식

물을 멸종위기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쓸수 있는것과 기억하고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했

다. 

 

 

<그림137> 쓸 수 있는 향원(422CODE)과 없는 향원 (멸종위기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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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향으로만 조향된 5가지 향수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벽면에 

작은 수납장을 내장하여 향을 맡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내부의 빈 공간의 벽면 뒤쪽으로 

디퓨저를 내장하여 보기에는 흰 공간이지만 은은한 조명과 함께 향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이는 ‘문을 여는 행위’를 통해 지속가능한 향의 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을 체험토록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림138> 5가지 향기 체험 (문을 열면 발향이 되어 향을 체험할 수 있음,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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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의 중앙부에는 지속가능한 향원인 422CODE를 도장으로 만들어 관객이 직

접 퍼퓸 캐릭터를 만들어보도록 유도하였고 만들기 종이 뒷면에는 멸종위기종 식물을 인쇄

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60일간의 전시동안 총 1만장의 퍼퓸 캐릭터가 수집되었다. 

 

<그림139> 422 CODE STAMP 

 

<그림140> 퍼퓸캐릭터 만들기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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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인스타그램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종료 후 1만장 기부 프로젝트를 위해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본

격적인 SNS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선 기본적인 브랜드의 소개를 위한 피드를 업로드한 뒤, 

비엔날레 시 수집된 1만장의 퍼퓸 캐릭터 중에 캐릭터가 조형적으로 개성있게 표현된 것들

을 골라 그 표정에 따라 “울상”, “만화에서 뛰어나왔상”, “말 드럽게 안들상” 등 ‘상’의 중의

를 활용한 재미있는 상을 만들어 이벤트로 미니 디퓨저를 배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스타그램 오픈 후 3달동안 1천 2백여명의 팔로워를 획득하였다. 

 

<그림141> FRA422.OFFICIAL 인스타그램 피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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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2> FRA422.OFFICIAL 인스타그램 피드 브랜드 스토리 부분 (2021) 

<그림143> FRA422.OFFICIAL 인스타그램 피드 퍼퓸 캐릭터 만들기 부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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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학위청구전 

최종적으로 위의 모든 이론적 연구와 FRA422 브랜딩 프로젝트는 학위청구전을 통해 

발표되었다. 학위청구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학교 미술관 (SNUMOA)

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100여명의 관람객이 퍼퓸캐릭터 만들기에 참여하였다. 학

위청구전은 지속가능한 향 문화를 알리고 브랜드를 체험 전시하는 작품 전시  부분과 연구

의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벽면 포스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시 는 1100mm 

전시  6개로 각 6가지 코너의 브랜딩 체험을 마련하였다. 관람 방향 로  

1. 홈페이지 및 브랜드 스토리 브로슈어 

2. FRA422 CODE 소개 및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한 퍼퓸 캐릭터 만들기 체험  

3. 인스타그램 및 관람객들의 퍼퓸 캐릭터 전시 

4. 지속가능한 향원 체험  

5. 5가지 퍼퓸 체험 

6. 브랜드 굿즈 및 그래픽 

를 마련하였다. 

<그림144> 학위청구전 (2021, 서울  MOA, 좌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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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5> 학위청구전 (2021, 서울  MOA, 우측면) 

 

<그림146> 학위청구전 벽면 그래픽1_연구 소개 (2021, 서울  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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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7> 학위청구전 벽면 그래픽2_BRAND ACTIVISM SCORING 방법론 (2021, 서울  MOA) 

 

<그림148> 학위청구전 벽면 그래픽3_BRAND ACTIVISM의 3요소 (2021, 서울  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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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9> 학위청구전 벽면 그래픽4_ 통합콘텐츠화 브랜딩 방법론의 3요소 (2022, 서울  MOA) 

 

<그림150> 학위청구전 벽면 그래픽5_ FRA422 브랜드의 VESSEL, VALUE, VITALITY (2022, 서울  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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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1> 학위청구전 벽면 그래픽5,6_ 통합콘텐츠화 브랜딩 방법론 종합 (2022, 서울  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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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7.1. 연구 결론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 방법론은 브랜드의 여러가지 구성요소를 독립적으로 보는 것

이 아니라 VALUE, VESSEL, VITALITY가 하나의 통합 콘텐츠를 이루면서 브랜딩을 이루

어 나가는 과정 중심의 방법론이며 그 내용에 해서는 4장에서 이미 소결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4장의 소결 및 행동주의 브랜드의 브랜딩 프로젝트인 ‘FRA422’의 실

행을 바탕으로 첨언될 내용과 함께그간의 연구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이란 기존의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브랜딩 전문가와의 협

업을 통해 브랜딩을 해나가던 탑다운(top-down) 방식과 달리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

이터, 미디어, 커뮤니티 등 SNS상에서 집객을 할 수 있는 개인 혹은 조직이 브랜딩의 중간 

단계를 모두 뛰어넘고 제품 혹은 서비스의 위탁 생산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광고, 아이덴티티, 브랜디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소비자와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일련의 브랜딩이 되어 통합적 콘텐츠가 곧 브랜딩으로 인식되는 과정

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절된 마케팅 과정을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VALUE, 

VESSEL, VITALITY의 3요소를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서 VALUE는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핵심가치를 VESSEL은 VALUE를 담는 일종의 그릇, 매개체로 적절한 제품, 패키지, 브랜딩, 

매체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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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2> 통합 콘텐츠화 브랜드의 3요소 (VALUE, VESSEL, VITALITY) 

이를 통해 그 가치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어느 수준 이상의 집객이 된다면 

VITALITY를 확보하게 되고 ‘통합 콘텐츠(integrated contents)’로 퍼블리싱(publishing)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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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3> 통합 콘텐츠화 브랜딩 전략 모식도 

161



실제 본 연구의 최종 작품으로 진행했던 행동주의 브랜드 FRA422를 3V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위 방법론에 따라 통합콘텐츠를 위한 유효 VITALITY는 Meta 의 가이77

드에 따라 5천명으로 설정 하였으나 졸업 논문 완료시점까지 1200명이 확보되어 완전히 충

족되지 않은 연구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 외 화제도, 집객의 질 등 여타 VITALITY의 지

표들도 기준에 충족되지는 못하였다. 

 

<그림154> FRA422에 적용된 통합콘텐츠화 3V 방법론 

지금까지의 이론적 연구 및 방법론 개발과 브랜딩 프로젝트를 통한 적용이라는 3년여

에 걸친 연구의 결과로 도출한 통합 콘텐츠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facebook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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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BI, 패키지, 광고 등의 그래픽 혹은 마케팅적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다. 3V를 갖춘 ‘통합 콘텐츠’를 이루는 부분일 뿐이다. 설령 BI나 패키지적 요소 하나만으

로 충분한 VITALITY를 확보한 바이럴에 성공하였더라도 이 역시 ‘통합 콘텐츠’로서 

VALUE와 VESSEL이 유효할 때만이 가능하며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컸을 뿐이

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이를 위한 브랜딩과 마케팅 등 일련의 소비자 경험은 

모두 통합된 콘텐츠로서 유효한 VITALITY를 확보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다. 

둘째, 일정 수준의 VITALITY (역치를 넘는 반응)를 확보하지 않으면 바이럴되지 않는

다.  

셋째, ‘통합 콘텐츠’ 브랜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는 커뮤니티적 성격 (소속감, 관

계)을 갖게 된다. 이는 ‘콘텐츠’가 갖는 본연적인 인성 친화적 특징 때문이며 기존의 Pull

과 Push 마케팅이 주지 못하는 유대감을 형성한다. 

넷째, 브랜드가 제공하는 핵심가치는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진정성이 있어야 하며, 새로

운 콘텐츠와의 경쟁을 지속해야 한다. 

7.2. 향후 연구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연결(hyper-connected)의 미디어 환경과 브랜드에게 기업의 이윤 추구

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는 현 시 에 효과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

을 목표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액티비즘과 통합 콘텐츠화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하여 

최종 작품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작품인 브랜딩 프로젝트는 다음 3가지 한계를 가진

다. 

첫째, 실제 제품 출시 및 브랜드 런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데 현실적으로 이에 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회사 설립 및 화장품류의 제

품 출시, 법적 절차 등에 필요한 경비만으로도 예산이 소진되어 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비, 제작비 등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였다. 

둘째, 유의미한 VITALITY를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였다고 보기 어려운 집객 수준으

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콘텐츠의 문제도 있지만 앞서 지적한, 어느정도의 마중물 역할을 할 

매체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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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브랜딩 프로젝트의 주요 아이디어인 퍼퓸 캐릭터 만들기의 경우 캐릭터가 주는 

귀여운 이미지가 다소 선동적일 필요가 있는 액티비즘의 톤앤매너와 미스매치된다는 점이

다.  보다 강력한 메시지 전달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통합 콘텐츠’의 유효한 집객을 확보할 정도의 유의미

한 VITALITY를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야만 본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한 솔루션으로는 환경 운동과 관련성이 깊은 인플루언서나 셀러브리티

와의 협업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방법이나 형태는 지분이나 투자, 이익의 공유 등 유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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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Design of Activist Brand  
through integrated contents branding strategy 

Boram Park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mankind has been living in a market of excess supply, 

and ‘brand’ meant the name of a product or company to identify those excess suppliers 

in the early days of industrialization. However, the target of the brand has expanded 

beyond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such as cities, countries, organizations, 

communities, times, ideas, and cultures beyond goods and services, and its role, 

influence, and potential have all grown soon. In particular, In particular, the era of 

hyper-connectivity, in which consumers who used to be ‘trivial mass' became 

'significant individuals’, rapidly increased the speed of change surrounding brands. It is 

the unit that moves the present of the capitalist economy and has become the subject 

that changes the future.  

This study started with two questions. One is "Who is making the brand now?”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are capable of “gathering followers" _or viewers, 

subscribers, sharer, purchaser etc_ on social media such as influencer, content creators, 

and communities tend to have a very clear trend of owning brands in a bottom-up way 

that directly communicates with consumers through OEM/ODM of products or 

services, unlike the top-down method in which companies with capital and technology 

used to brand through collaboration with separate experts, such as branding, 

advertising, and production. Branding fused with contents is being popular in a way 

that causes consumption attraction by "discovery" through contents such as photos and 

videos targeting the MZ generation, especially in beauty, fashion, consumer goods, and 

food and beverage sectors. This researcher defined this tendency of branding through 

contents mainly on SNS as 'integrated content' and proposed 'integrated contents 

branding methodology' by analyzing the elements of branding as 3V elements of 

VALUE, VESSEL, and VITALITY. 

However, despite the clear tendency of ‘integrated contents branding’, the second 

question was whether such a brand could become a brand that grows together with 

society in a sustainable and desirable direction. Many integrated contents brands are 

failing to increase their asset due to low product quality satisfaction, low entry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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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mpetitors, and substandard designs after short-term attention on SNS. It is an era 

in which long-term growth cannot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way brands stimulate 

purchase by promoting the differentiation of their products. This is because more and 

more consumers feel that they do not simply purchase products but also consume the 

value of the brand, and more social roles such as ESG are being demanded to 

companies. 

Accordingly, I proposed 'Brand Activism' as a way for integrated contents branding to 

go beyond initial attention and lay a foothold for continuous growth. Brand activism is 

a 'corporate-centered social movement' in which a brand actively expresses the 

company's beliefs about social issues and takes action to solve problems, like an activist 

person. It is creating a sensation that it is even called ‘the only possible branding in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First, we analyzed brand activism communication by dividing it into six areas: social, 

economic, political, legal, business, and environmental. And since the entire activism 

communication is positioned by being linked each area with each other, we proposed an 

activism scoreboard that organically manages 6 areas.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ivist brand cases, Sincerity, Consistency, and Originality were extracted as 

three elements necessary for activist brand communication. 

Lastly, the branding project that was actually launched in the market by applying 

‘integrated contents branding’ as the branding methodology and ‘activism’ as the 

content was exhibited as a graduation work. It is a sustainable fragrance brand called 

‘FRA422’, being intended to create a sustainable fragrance culture by using Instagram as 

a target for MZ Generation. It is an ‘advertising type’ of supplier-centered / pre-brand 

and post- gathering followers in terms of integrated contents branding, and in terms of 

activism, it is a progressive activism with environmental activism as the main area. As a 

result, the brand experience part of BI, package, brochure, homepage, app, Instagram 

campaign, etc. and theoretical research part as posters are displayed togeth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it was finished at the level of meaningful VITLAITY 

which is proper for brand publishing. Based on this, it will further be verified the 

validity of this 3V methodology in future study by developing contents that can secure 

VITALITY of 'integrated content'. 

   ……………………………………… 

   keywords: Contents, Brand, Branding, Activist Brand, Brand Activism, Brand  

                    Communication, SNS 

   Student Number: 2016-3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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