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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media marketing has gained attention from marketers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social media 

users. Marketers around the globe have a serious concern over how to utilize social media as a successful 

marketing tool. Many of them show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feature of social media and 

effective social media marketing strategies, which brings about a higher chance of social media marketing 

failures. Analyzing the failure cases of social media marketing is vital because it provides rich insights for 

marketing experts who have difficulty in developing effective social media marketing strategie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case studies by selecting five failure cases of social media marketing which 

we defined as paradigmatic social media marketing failures which happened in the last five years in South 

Korea. From the case studies, we derived five successful social media marketing strategies. This study has 

a theoretical implication because it is the first to suggest effective social media marketing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n social media marketing failure cases. It also has a practical implication since it proposes 

specific social media marketing strategies which can help facilitate successful social media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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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셜미디어 (Social Media)는 사용자들 간 의견이

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기반의 미디어로, 최근 이

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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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 세계의 기업들도 

영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소셜미디어를 효

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 있는 2800여 명의 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

로 2014년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약 97%는 소셜미디어를 해당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

로 활용하고 있고, 약 92%는 소셜미디어가 그들 비즈

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Stelzner, 2014).

이러한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의 소셜미디어 활

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에도 적용되는 매우 친숙한 현상이다. 기업에게 효과

적인 소셜미디어 분석 기법을 제공해주는 유명 사이

트 중 하나인 소셜베이커스 (Socialbakers)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중 페이스북 (Facebook)을 마케팅 채

널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015년 1월 중순 기준 총 

812개로, 3,010,474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Samsung)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1,351,136만 명

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G마켓, 1,339,201만 명의 팬

을 보유하고 있는 CJ ONE 카드가 2위, 3위를 차지했

다 (Socialbakers, 2015년 1월 중순 접속 기준). 트위

터 (Twitter)의 경우, 국내 기업 178개가 마케팅 채널

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삼성

이 1,075,039만 명의 팔로워 (Follower)를 보유함에 

따라 1위를 기록했고, 340,08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

한 아시아나 항공과 210,34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K텔레콤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Socialbakers, 

2015년 1월 중순 접속 기준).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팬 수와 

트위터의 팔로워 수만 보면, 그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동이 상당히 효과적으

로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다소 직관적인 판단이 가

능하다. 그러나 기업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성공 여

부를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높은 팬 수나 팔로워 수

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효과

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712명의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소

셜미디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때 직면하게 되

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소셜미디어 활

동의 효과성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67%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소셜

미디어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응답과 소셜미디어

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

하기가 어렵다는 응답, 직원들에게 소셜미디어 활용

과 관련하여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62%, 61%, 59%의 응답률로 2위부터 4위를 차지하였

다 (eMarketer, 2014.11.13).

이와 같은 미국의 기업 사정은 우리나라에도 적용

될 수 있다. 국내 120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

셜미디어 채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

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30.4%의 응답률을 보임에 따

라 소셜미디어 마케팅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과 

소셜미디어 활동의 성과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세우는 

것이 각각 28.7%와 16.5%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각각 

2위, 3위에 해당되는 고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

선, 2014.05.14). 종합하면, 소셜미디어를 마케팅 채널

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이라면 누구나 소셜미디어를 마케팅 목적으

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그 효과

성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보

유한 기업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을 수 있

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적절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의 부재는 소

셜미디어 마케팅 활용과 관련한 실패사례를 양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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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국내 기업 중에서도 소셜미디

어에 대한 몰이해와 구체적인 전략 부재로 인해 실패

를 겪게 된 기업의 사례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될 수 

있다. 일례로, C 커피전문점은 지난 2011년 말에 북한

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

해 전해진 후 트위터 공식 계정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죽음을 애도하는 문장을 올렸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롭

기 때문에 한 기업이 범한 찰나의 실수는 순식간에 온

라인상의 악성 댓글 혹은 악플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해당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해한 정보나 악성 루머의 확산을 야

기할 수도 있다. 기존에 주로 개인을 타깃으로 삼아 발

생하던 사이버 폭력과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현

상이 기업을 타깃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위해서는 그 실패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그 성공사례를 벤치마

킹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패

학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 소셜미디어 마케

팅의 성공을 목표로 이미 드러나 있거나 숨겨져 있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패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를 분석

하는 작업은 성공의 기반을 닦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심형석 외, 2014).

그러나 기존에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관련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 효과성 측

정에 관한 실증 연구 (Swani et al., 2013; Pletikosa 

Cvijikj et al., 2013; Baruh, 2010; Kim et al., 2012; 

Diffley et al., 2011; de Vries et al., 2012), 소셜미디

어 마케팅에 관한 사례연구 (Lin and Huang, 2006; 

Harris et al., 2009; Syed-Ahmad et al., 2010; 

Phan et al., 2011; Chan et al., 2011; Kvarnström and 
Mårtensson, 2012; Koroma, 2012; Fallon, 2012), 소

셜미디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 제안에 

관한 연구 (Meadows-Klue, 2007; Ramsay, 2010; 

Neti, 2011; Weinberg et al., 2011; Castronovo et 

al., 2012)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분야 중에

서 본 연구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관한 사례연구와 전략 제안과 관련된 것인

데, 이들 중에서도 특히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실패사

례들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업 중에서 소셜미

디어 마케팅 활용에 실패한 사례들을 분석 및 평가하

여 교훈을 도출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앞서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패사례 중 

하나로 언급한 “C 커피전문점”을 비롯하여, 총 다섯 

개의 실패사례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용과 관

련하여 그 실패사례들에 초점을 두고 교훈 및 전략을 

도출한 첫 번째 연구로서 학술적 시사점을 지니며,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위한 

전략은 오늘날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효과성이나 그 구

체적인 방법론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케팅 담

당자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

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2. 소셜미디어 마케팅 관련 선행 연구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그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

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Kaplan 

et al., 2010; Kietzmann et al., 2011; Hanna et al., 

2011).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서로 이미 친분이 있거

나 흥미나 취미가 비슷한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미디어보다 더 많은 신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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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나 광

고주 입장에서도 기존의 미디어에 들이는 비용에 비

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목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그 동안 소셜미디어 마케팅

을 주제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다음 <

표 1>은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관련 선행 연구를 크게 

세 가지 - 소셜미디어 마케팅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Swani et al., 2013; Pletikosa Cvijikj et al., 2013; 

[표 1]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 분류 연구 연구 내용

소셜미디어 
마케팅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Swani et al. (2013)

B2B 기업의 경우 페이스북 메시지에 해당 브랜드명을 포함하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입소문 마케팅, 즉 높은 “좋아요 (Likes)” 수를 도모할 수 있음. 
B2B/B2C 기업 모두 소비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표현을 쓸 때 해당 메시지가 더 많은 “좋아요”를 
획득할 수 있음

Pletikosa Cvijikj et al. 
(2013)

내용 유형 (오락, 정보, 보상), 미디어 유형 (생동감, 상호작용성), 포스팅 시간 (근무 시간, 피크 
시간)에 따라 페이스북 인게이지먼트 (“좋아요” 수, 댓글 수, 공유 수, 상호작용 시간)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밝힘

de Vries et al. (2012)

페이스북에서 매우 생동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들이 적절한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면 “좋아요” 수를 증대시킬 수 있음. 페이지 상단에 오래 머물고 있는 
게시물일수록 많은 “좋아요”를 받을 수 있음. 고객에 의해 공유된 긍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은 다시 
“좋아요” 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관한 

사례연구

Phan et al. (2011)
패션 명품 브랜드 Burberry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성공사례에 대해 조명한 연구임. Burberry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특히 젊은 소비자들을 브랜드의 지지자로 끌어들이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이로써 Burberry는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로서 재평가 받게 됨을 밝힘

Chan et al. (2011)
홍콩에 있는 67개 호텔들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사례분석 결과, 기업 
입장에서는 소셜미디어를 고객들과 상호작용하고 친밀히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Fallon (2012)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유명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하는 홍보 자체는 효과적이나,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외 다른 마케팅 관련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Ramsay (2010)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더 공공연하게 알려진 현실에 주목하고, 
일반적인 소셜미디어 활용 에티켓을 제안하고자 한 연구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링크드인 
등 네 가지의 소셜미디어 각각에 부합하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인지하고, 고객과 진정한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음을 밝힘

Neti (2011)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 1) 남들이 
소셜미디어를 마케팅 용도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 2)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즉각적인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 3) 소셜미디어에만 
의존하여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임을 밝힘

Weinberg et al. (2011)
소셜미디어는 전통적인 광고 수단에 대한 완벽한 대체물이 아니며, 소셜미디어 마케팅만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모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주장함.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 각각에 대해 
이해하고,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함

Castronovo et al. (2012)
입소문 마케팅 등 전통적인 마케팅 개념들을 소셜미디어 채널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고객에 대한 
관계 중심의 마케팅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든 기존의 마케팅 
개념들을 통합하여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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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h, 2010; Kim et al., 2012; Diffley et al., 2011; 

de Vries et al., 2012),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관한 사

례연구 (Lin and Huang, 2006; Harris et al., 2009; 

Syed-Ahmad et al., 2010; Phan et al., 2011; Chan 

et al., 2011; Kvarnström and Mårtensson, 2012; 

Koroma, 2012; Fallon, 2012), 소셜미디어의 특징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Meadows-Klue, 

2007; Ramsay, 2010; Neti, 2011; Weinberg et al., 

2011; Castronovo et al., 2012) - 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의 일부를 보여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패사례를 분석

하여 마케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기업체에게 있어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실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관한 소셜미디어 마

케팅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관한 사례연구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한 기업 혹은 복수 개의 기업들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성공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도모할 수 있었는지 살

펴보는 데 그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과 관련한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실패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서술하고 있는 연구가 발견되기는 하나 (Ramsay, 

2010), 해당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교훈

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제

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특별히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패사례

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위한 전

략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는 효과

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매우 실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방법론

3.1 사례연구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실패사례들을 총

체적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

례연구는 현상에 대한 풍부하고 의미 있는 해석을 도

출해내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자료, 예컨대 관찰, 면

접, 문서,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다 (Padgett, 2008; 

Creswell, 2007). 본 연구는 Creswell (2007)이 제시

한 하나 이상의 사례를 연구하는 집합적 사례연구를 

따른다. 즉, 여러 사례를 선정한 뒤 먼저 각 사례의 세

부적인 기술과 그 사례 내의 주제들을 제시하고 (사

례 내 분석), 사례들에 걸쳐 있는 공통적이거나 일반적

인 주제를 분석하며 (사례 간 분석), 사례들의 의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훈 및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Yin, 2003; Creswell, 2007; 이건창, 2010).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지식 및 연구자들 간의 합의를 바

탕으로 최근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소셜미디어 마

케팅 실패사례들 중 다섯 개 – A 피자, B 구두전문점, 

C 커피전문점, D 게임 개발 회사, E 자동차 – 를 대표 

사례들로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사

례 선정 시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간한 보고

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실패 및 극복사례 연구 (2012

년 7월)>와 각종 언론보도 자료가 주요한 기준으로 활

용되었다. 본래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사례연구 대상의 

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이론 개

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4개에서 10개 사

이의 사례들이 적절하다 (Eisenhardt, 1989; 백서인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다섯 개의 사례들을 선정한 것은 연구의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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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연구 대상 기업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에 

필명을 부여했다 (Yin, 2003).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사례연구 

방법론에 따라,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검색 가능한 웹 문서, 신문기사, 동영상 등의 2차 자

료 (secondary data)를 통해 각 사례들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였다. 특히, 소셜미디어 마케팅 차원에서 논

란이 점화된 당시의 게시물이나 댓글 반응 등의 기록

들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사례들 (A 피자, C 

커피전문점, D 게임 개발 회사, E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들 각각의 소셜미디어 채널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수행되었다. 이는 논란 당시의 소비자 반응과 여론을 

살펴보고, 그때 당시 사례들의 이슈화 정도와 심각성

을 추론하는 데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

[표 2] 2차 자료의 출처 및 인터뷰 정보 요약

사례 2차 자료의 출처 및 인터뷰 정보

A 피자

- A 피자 공식 홈페이지, http://www.d******.co.kr/index.do
- 트위터 마케팅 실패사례 A 피자 ‘피자의 난’, http://blog.naver.com/hubis/50185087041
- A 피자, 트위터 이벤트로 파란을 일으키다, http://comdozer.com/268
- [SNS 마케팅] 트위터 마케팅 실패사례_A 피자, http://rcboard.tistory.com/134

B 구두전문점 - B 구두전문점 사장, 총 2회, 약 1시간씩 인터뷰 진행

C 커피전문점

- C 커피전문점 공식 홈페이지, http://www.t*******.com/ci/ceo_info.php
- C 커피전문점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t*******_coffee
- C 커피전문점을 보면서 진정성 있는 기업 트위터 위기 대응을 배워라, http://ebizstory.com/696
- [김정일 사망] “위원장님 명복을 빕니다”…C 커피전문점 불매운동 확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220_0010044334&cID=10201&pID=10200 

D 게임 개발 회사

- D 게임 개발 회사의 페이스북 페이지 실패사례 분석, http://differea.blog.me/80162041356
- D Entertainment Forced To Give Koreans Refunds Of Diablo 3, 
   http://www.cinemablend.com/games/Blizzard-Forced-Give-Koreans-Refunds-Diablo-3-43844.html
- D Entertainment Faces A Class-Action Lawsuit In Korea Over ‘Diablo III’, 
  http://www.forbes.com/sites/erikkain/2012/06/13/blizzard-faces-a-class-action-lawsuit-in-korea-over-diablo-iii/

E 자동차

- E 자동차 마케팅 담당자, 총 1회, 약 30분 인터뷰 진행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 자동차
- 실시간 소통 못하면 끝장…SNS 전담팀 확 늘리는 기업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653581
- E 자동차, 페이스북에 돈 들이고 ‘비난 여론만 일파만파’, http://www.motorgraph.com/news/
   articleView.html?idxno=593



972015. 06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연구

일부 사례들 (B 구두전문점, E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의 마케팅 담당자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각

각 총 2시간, 30분씩 실시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가능하게 했다. 인터뷰는 해당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사건 당시 기업이 어떻게 문제

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등의 질문들에 초점을 두고 편

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2차 자료의 출처 및 

인터뷰 정보는 위의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4.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패사례 분석

본 연구는 최근 5년 간 국내에서 크고 작게 이슈화

된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패사례로 A 피자, B 

구두전문점, C 커피전문점, D 게임 개발 회사, E 자동

차를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구

체적인 교훈 및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 기업들

의 규모는 다양하며, 그들 각각이 실패를 겪거나 실수

를 범했던 소셜미디어 채널도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KakaoStory), 페이스북 등 세 가지로 비교적 다양한 

편이므로, 그 사례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상

호 비교하는 것은 오늘날 국내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들이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시

의적절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다

섯 가지 사례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사례 기업명, 

해당 기업이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동 수행 시 활용한 

소셜미디어 채널, 해당 사례가 논란이 된 시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음 절부터는 “A 피자”를 시작

으로 각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이다.

4.1 A 피자

A 피자는 전 세계적으로 체인점을 다수 가지고 있

는 인지도 높은 피자 회사이다. 그 중에서 한국 A 피

자는 1989년에 설립된 회사로, 2010년부터 다양한 소

셜미디어 마케팅 채널을 활용해 왔다. 2010년 5월에

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열었고, 2011년 1월에는 외식 

및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페이스북 기업 팬 페이지

를 열기도 했다. 2012년 11월에는 업계 최초로 핀터레

스트(Pinterest) 기업 페이지를 열었고, 같은 해 12월

에는 기업 부문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을 수상하

기도 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 부문에서 늘 “업계 최초”를 자부

하고 있는 한국 A 피자 역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활

용하는 데 미숙함을 보여서 고객들의 외면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시행 예정

이었던 “A 피자 해피 트위터 페스티벌” 이벤트의 사례

를 보면, A 피자라고 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늘 성

공적이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이벤트는 해당 

기간 내에 트위터 팔로워 수만큼 피자 가격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였다. 참여자는 팔로워 수 100명당 천 원

을 할인 받는 꼴이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팔로워 수가 

1901명을 넘어갈 시에는 웬만한 피자 한판 가격인 2

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이벤트 소식

이 알려지면서 일부 트위터 사용자들이 트위터 팔로잉

(Following) 대란, 타임라인 도배 등의 문제를 일으키

기 시작했다. 이들 대부분은 건전한 트위터 사용자라

기 보다는 이벤트 때문에 트위터에 가입을 하고, 이벤

트가 끝나면 활동을 종료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문제의 심각성을 야기한 부분이었다. 이 사태는 “피

자 테러” 혹은 “피자의 난”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결국 7월 초에 이벤트를 시작한 뒤 얼마 안 된 같은 달 

12일에 A 피자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당사 이벤트에 

대한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 시점부터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A 피자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 피자 값을 할인 받

으려는 트위터 사용자들은 여전히 팔로잉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A 피자 구입 시 최고 



조은영 · 박진원 · 김희웅

98 지식경영연구 제16권 제2호

할인가인 2만원을 할인 받기 위해서 개설된 한 카페는 

오히려 회원 수가 늘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A 피자가 

사과문까지 공지한 탓에 팔로잉을 할 기간이 촉박해

졌으니 더 서둘러서 서로 팔로잉을 해주자며 그 세부

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트위터상의 

무분별한 팔로잉 활동은 나중에 함께 할인 받은 피자

를 먹은 뒤에 사이트 (해당 카페)를 폭파시키자는 약

속을 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로써 A 피자

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단순히 양적 측면에만 치우쳐

서 팔로워 수만큼 할인을 제공하다 보니, 트위터를 ‘도

배’ 그 자체로 더럽힌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A 피자가 트위터를 활용해 마케팅을 실시한 목적은 

출시된 피자를 홍보하기 위함이었으나, 결국 트위터 

팔로잉 수의 양적 증대에만 집착한 결과 팔로잉 대란

까지 일으키게 된 바람직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용 사례가 되었다. 트위터라는 소셜미디어의 본질적

인 특징을 간파하여 이를 통한 참여와 소통에 집중하

기보다는, 팔로워 수를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모

든 이야기가 피자 이야기로 도배됨에 따라 정작 가장 

중요하게 활성화되어야 할 소통이 방해를 받고 전체

적인 트위터 에티켓도 변질시킨 꼴이 되어 버렸다. 뿐

만 아니라, A 피자에 대해 호감과 지지를 가지고 있었

던 기존 소비자들도 트위터에서 벌어진 “피자의 난”을 

보고 거부감을 보였다. 그 이벤트로 인해 다른 건전한 

트위터 사용자들이 피해를 그대로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 피자 측이 그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큰 질타를 받는 부분이

었다.

한편, 기업에서 공지한 기간 동안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이벤트를 중간에 함부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

도 고객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신용을 잃게 한 잘못

된 방식이었다. A 피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최상

위권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을 진행할 때, 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

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셜미디어상에

서의 정보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혹시나 자사에 불만을 품고 있는 부정적인 

고객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대응 및 관리에 보다 정성

을 쏟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당 이벤트를 통해 발급된 쿠폰 수는 약 6

천 개로, 비용 측면에서 보면 총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벤트 종료 후 참여자들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 트윗 수가 10개 미만인 허수 사용

자의 수가 무려 343명에 달하였고, 이들이 발급 받은 

쿠폰은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이들 343명의 허수 사용자들은 오직 피자 가격을 할

인 받기 위해 팔로잉 기능에만 집착한 것이다. A 피자

는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금전적 부분에서의 손실

까지 입은 격이다. 게다가 이벤트 조기 마감으로 소비

자의 반감까지 얻은 최악의 상황을 겪은 셈이다. A 피

자는 제품 홍보 및 소비자 만족을 위해 내놓은 할인 

이벤트가 소통 이외의 것에 초점을 두게 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4.2 B 구두전문점

지난 2011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아파트 외곽 상가 내 2층에 개업한 B 구두전문점은 주

변에 많은 잡화점이 있어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환

경에 놓여 있었다. 총 직원 수는 사장을 포함해서 총 

두 명으로, 한 달 평균 매출액은 대략 500만 원선이었

다. 그러나 가게 임대료 및 지출 비용이 커지면서 매출

을 올리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소

셜미디어 전문가로부터 소규모 창업자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 중 카카오스토리가 비용 절

감 차원에서 적합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는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11년 8월부터 본

격적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신상품 구두에서부터 시작

하여 제품 전체를 찍어서 올리는 등 소셜미디어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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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또한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서는 ‘오픈 이벤트’라는 명목 하에 20% 할인 행사를 

열었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에도 공지

하였다.

이러한 카카오스토리 마케팅은 초반에 사람들의 이

목을 끄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았으나, 거기까지였다.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실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매장에 간 고객들이 실제 매장에서는 다

른 맥락에서 20% 할인 행사가 실시되는 것을 알고 혼

란을 겪기 시작했다. 예컨대, 매장에서 15만원에 판매

하는 구두는 카카오스토리에서 정가가 17만원에 소개

되고 20% 할인해서 13만 6천원에 판매된다고 공지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장에 가보면 15만원

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고객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또한 매장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여성들이 주요한 고객층이었는데, 그들과 친구 사이인 

경우 누구는 할인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의 경

계가 애매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이 항의를 하자, 매장 주인은 기존 

마케팅 방침을 급격히 바꾸었다. 카카오스토리 마케

팅 활용 이후 두 달 만의 일이었다.

새로운 마케팅 방침으로 내세운 것은 일명 제품 차

별화 방식이었다. 이제 할인 등의 가격 혜택은 제공하

지 않고, 제품을 더 좋고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서 가

격 차별화에서 제품 차별화 방식으로 매장 판매 전략

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새 제품을 계속 선보였다. 그러나 고객들은 카카오스

토리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업데

이트되는 구두 홍보 사진 때문에 사적인 친구나 지인

들의 최신 게시물을 확인 못하는 경우 등이 생기고 매

장 주인이 고객들의 카카오스토리에 홍보물을 올리

고 파도를 타고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

는 탓에 매장 주인과 카카오스토리 친구를 끊는 경우

가 많아졌다. 원래 카카오스토리 최대 친구 500명을 

달성하고도 부족함을 느꼈던 B 구두전문점은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친구 300여 명으로부터 친구 끊기를 당

하였고, 계속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더니 매

장 오픈 5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

B 구두전문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간 연계 및 통합을 통

해 일관된 할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데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이 항의했을 당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

기 보다는 자사의 마케팅 방침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

리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삼은 것 역시 B 구두전문점

의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

해 경청하고, 최대한 빨리 그에 대해 피드백을 했었더

라면 B 구두전문점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4.3 C 커피전문점

C 커피전문점은 국내 커피전문점 문화가 태동하

던 2001년 초 서울 압구정동에 첫 매장을 설립한 뒤 

2015년 1월 중순 기준으로 총 440개의 국내 매장과 

총 38개의 해외 매장을 보유하게 된 전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다. C 커피전문점은 지난 2010

년 10월에 공식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본격적인 트위

터 마케팅에 돌입하였는데, 이후 1년여 만에 트위터 

마케팅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사건의 발

단은 C 커피전문점의 트위터 계정을 담당하고 있던 

한 내부 직원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

에 대한 애도 표현이 담긴 글을 트위터에 올린 데 있

다 (최창우 외, 2012). 해당 트윗의 정확한 내용을 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그의 죽음에 혹자는 기뻐하고 혹

자는 두려워하는 걸 보니 참 씁쓸하네요. 김정일 위

원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트윗은 2011

년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경에 올려졌고, C 커피전

문점 측은 약 20분만에 해당 트윗을 삭제함과 동시

에 1차적으로 사죄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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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이라는 시간은 소셜미디어상에서의 급격한 정

보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시간이었다. C 커피전문

점이 1차적으로 사과문 트윗을 올렸을 때에는 이미 정

치적 발언을 담고 있었던 해당 트윗이 인터넷상에 수

없이 리트윗(retweet)된 이후였다. 이로 인해 심지어 C 

커피전문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

위 상위에 기록되기도 했다. 정치적 논란을 담은 트윗

이 올려진 지 약 5시간 만에 언론사에서는 C 커피전

문점의 트위터 마케팅 논란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내

기에 이르렀다.

C 커피전문점의 트위터 마케팅 논란에 대해 트위터 

사용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트위터 사용자

는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군인

들을 죽인 김정일을 옹호하는 기업은 필요 없다”는 내

용의 트윗을 작성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김정일 위원장님’이라니 

제정신이 아니”라며 앞으로 C 커피전문점의 상품을 

불매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트위터 사용자도 있었다. 

이렇게 C 커피전문점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가한 트

윗들 말고도, “C 커피전문점이 북한산 원두를 쓴다는 

게 사실인가보다”라며 C 커피전문점을 조롱하는 사용

자들도 많았다. 한편, C 커피전문점에 대해 무조건적

인 비판과 조롱을 표출하기 보다는, C 커피전문점을 

다소 옹호해주려는 반응들도 있었다. “운영자라고 해

봐야 말단사원이거나 대행사 직원일 것”이기 때문에 

한 직원이 눈치 없이 올린 정치적 트윗에 너무 민감하

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C 커피전문점은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트위

터를 통해 1차적으로 사죄한 뒤 약 6시간 만에 블로그

를 통해 2차적인 사과문을 다시 발표할 수밖에 없었

다. 두 번째로 발표된 사과문은 C 커피전문점의 마케

팅기획본부 팀장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 때 화제가 

된 점은 바로 사과문뿐만 아니라, 팀장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면서 고객들의 용서를 구하는 사진이 함께 

올라온 것이었다 (최창우 외, 2012). 이렇게 C 커피전

문점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총 책임자가 비교적 발 빠

르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한 덕분에 C 커피전문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조금은 잦아들었을지 모르겠지

만, 이미 일파만파로 퍼진 트윗으로 인해 C 커피전문

점에 대한 비난이 아예 해소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C 커피전문점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은 크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오늘날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셜미디어 전담 부서를 배

치하고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직원 교육

을 할 필요성이 있다. C 커피전문점의 마케팅 총 책임

자는 2차 사과문에서 논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현재 C 커피전문점 트위

터는 실시간으로 고객님들과 만나고 또한 비교적 젊은 

층들이 주로 활용하시는 SNS의 특성상, 저희는 두세 

명의 젊고 어린 직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댓글 관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 커피전문점은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문 인력 및 부서를 배치하여 혹시 모

를 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했다. 다음으로, 앞

서 살펴본 A 피자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입장

을 지닌 고객들에 대한 관리 및 대응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A 피자 사례에서는 팔로잉 관련 

트윗으로 뉴스피드 (newsfeed)를 도배 당한 다른 건

전한 트위터 사용자들이 A 피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

식을 갖게 된 바 있다. C 커피전문점 사례에서도 정치

적 트윗에 분개한 고객들이 많이 생겨난 바 있다.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 이외에 이러한 불만족 고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여 체

계적인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4 D 게임 개발 회사

1994년에 설립된 B 엔터테인먼트는 지금까지 많은 

대중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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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 개발 회사이다. D 게임 개발 회사는 B 엔

터테인먼트 계열의 회사로서 주로 B 계열의 제품을 대

한민국에서 유통하는 것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특히, 

D 게임 개발 회사의 페이스북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중 거의 최상위에 속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적으

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당사의 페이스북에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이 흔히 그러하듯, 서버(server) 등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그에 따른 불만이 있을 때 고객들이 그

것을 토로하거나 항의하는 글들이 많았다. 그러나 D 

게임 개발 회사는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

다. 계속적으로 게임의 서버 문제에 대한 고객들의 항

의가 쏟아진 후 결국 뒤늦게 사태가 확대되고 나서야 

기업에서는 사과문 및 일부 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무

상 교체를 해주겠다는 글을 서너 차례 공지하였다. 공

식적인 사과를 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고객들의 

질문에 D 게임 개발 회사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

고, 심지어 일부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무단 삭제

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새로 출시된 제품

에 대해 홍보하는 상업적인 콘텐츠만 계속 올렸다. 고

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냐면서 거센 항

의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해당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

서 “좋아요”를 클릭한 수가 두 달 사이에 급감하였다. 

팬 수는 약 2만 명,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는 182명

이나 감소하게 되었다.

해당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고객들

의 의견에 대해 최대한 빨리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이

다. 이는 앞서 언급한 B 구두전문점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B 구두전문점은 자사의 일관성 

없는 할인 정책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에 정성껏 대응

하지 않고, 곧바로 마케팅 전략 자체를 바꾼 바 있다. 

고객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 및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이 본질적으로 꾀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Chang et al., 

2015; Ashley et al., 2015).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고객 

상담 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를 하는 것보다도 고

객들의 불평이나 불만을 가감 없이 표출하기 쉬운 통

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소셜미디

어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은 고객들의 댓글 하나하나

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D 게임 개발 회사처럼 고객들의 의견을 아예 무

시해버리고 임의로 삭제까지 해버릴 시에는 고객들로

부터 더욱 더 극심한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음

을 기억해야 한다.

4.5 E 자동차

E 자동차는 1967년에 설립된 E 자동차그룹 계열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업체로, 2013년 기준으로 세계에

서 8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이자 시가 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2위를 달리고 있는 대기업이다. E 자동차는 최

근 매우 활발하게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는 온라

인 이슈 대응을 위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 자동차

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YouTube), 인스타그램 

(Instagram), 다음 블로그 (Daum Blog) 등 국내 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10개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 소통 강화 계획”을 운영 중에 있

기도 하다.

그러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E 자동차는 페이스북에

서 진행한 한 이벤트로 인해 큰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E 자동차

는 페이스북에 자사 자동차 중 하나인 “제네시스”로 4

행시를 지은 회원 다섯 명에게 스타벅스(Starbucks) 

아메리카노 커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개최

했다. E 자동차는 “만랩포스 물씬 나는 4행시를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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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다섯 분에게 가을 느낌 나오는 스타벅스 아메리

카노를 제공”한다고 공지하였으므로, 해당 이벤트에서

의 당첨자는 “만랩포스 물씬 나는 4행시를 작성한 사

람”이었다. 이 때 “만랩”이라는 표현은 게임에서 플레

이어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제한 레벨까지 올라

간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호한 기준으로 이벤

트 당첨자를 뽑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E 자동차

는 도대체 어떻게 이벤트 참여자들의 “만랩포스”를 평

가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이

벤트 당첨자 기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좋아요” 

수가 높은 4행시가 당첨이 되리라고 생각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응모작 중에서 가장 높은 “좋아요” 수인 36

개를 기록한 것은 E 자동차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식

의 4행시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E 자동차에 대한 부정

적인 내용을 담은 4행시가 대부분이었다는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E 자동차는 부정적인 응모작들에 대해 아

무런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가장 높은 “좋

아요” 수를 획득한 응모작을 포함하여 높은 “좋아요” 

수를 기록한 몇몇 부정적인 응모작들은 임의로 삭제하

[표 3] 사례분석 결과 요약

사례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동 평가 및 교훈

A 피자

트위터의 팔로워 수만큼 할인을 
해주는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한편,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에 이벤트 기간 단축 및 
사과 공지를 함

1. 맹목적으로 팔로잉을 하는 트위터 이용자들 때문에 피해를 받아 해당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불만족 고객 관리에 힘써야 함 

2. 팔로잉 수나 할인 금액과 같은 양적 수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소셜미디어의 본질적인 특징인 ‘고객과의 소통’에 보다 중심을 두고 의미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야 함

B 구두전문점

카카오스토리를 통한 할인 행사 진행 
후 불분명한 할인 정책으로 항의가 
빗발치자 바로 가격이 아닌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펼침

1. 고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업 임의로 할인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최대한 빨리 그에 대해 피드백을 하여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도모했어야 했음 

2. 고객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전 애초에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일관된 할인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음 

3. “오픈 이벤트” 명목 하에 할인 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 이는 너무 단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므로,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좀 더 고객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었음

C 커피전문점

C 커피전문점의 트위터 계정을 
담당하고 있던 한 내부 직원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에 대한 
애도 표현이 담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림으로써 많은 논란을 낳게 됨

1. 해당 기업은 소셜미디어 전담 부서를 배치하고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직원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마케팅 책임자의 ‘큰 절 사진’에도 불구하고, C 커피전문점의 정치적 트윗에 
분개한 고객들이 많았으므로, 온라인상에서 가감 없이 표출되는 그들의 
불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서 마련이 필요함

D 게임 개발 회사

페이스북에서 서버 오류 문제와 
관련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부 부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임의로 삭제까지 하는 한편, 
새로 출시된 제품에 대한 홍보 글은 
계속 올림

고객들의 불만이나 항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응답해주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제공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줌

E 자동차

페이스북에 자사 자동차 중 하나인 
“제네시스”로 4행시를 지은 회원 다섯 
명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예상치 
않게 E 자동차를 비판하는 응모작들을 
많이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가장 
많은 “좋아요”를 획득한 댓글은 임의로 
삭제하기까지 함

1. 고객들의 의견이 자사의 예상과 다르다고 하여 아예 무시하고 임의로 
삭제하기 보다는, 그들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불만족 고객을 관리 및 
통제할 수 있어야 함 

3.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명료한 기준 제시 및 당첨자에 대한 보다 가치 있는 
경품 제공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보다 의미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야 함



1032015. 06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연구

기까지 했다. 결국 스타벅스 커피 다섯 잔은 “좋아요” 

수와 관계 없이 E 자동차에 대해 옹호적인 4행시를 제

시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갔다. 이에 E 자동차 페이스북

에서는 고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냐면서 비난 여

론이 들끓는 한편, 국내 5대 대기업이 이벤트 당첨자

에게 고작 스타벅스 커피 한잔만 제공하는 게 터무니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E 자동차는 그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좀 더 가치 있는 경품을 제안했어야 했다.

해당 사례는 고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부정적

인 의견들은 임의로 삭제까지 했다는 점에서 앞서 살

펴본 B 구두전문점과 D 게임 개발 회사의 사례와 비

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요즘에도 E 자동차가 페이스북

에서 이벤트를 벌일 때면 E 자동차를 비판하거나 조

롱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자동차 페이스북 담당자는 그에 대해 아무런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저 방치할 뿐이다. E 자동

차가 페이스북에서 실시하는 마케팅은 기업 따로, 고

객 따로 운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E 자동차는 이벤

트를 실시하고, 부정적인 여론은 무시하되, 자사의 입

맛에 맞는 고객들에 대해서만 이벤트 당첨을 시켜주

는 꼴인 것이다.

인터뷰 때 이렇게 E 자동차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방

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당사의 마케팅 담당

자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벤트 진행 시 부정적인 반

응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역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댓글에 대해서만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고 답할 뿐이었다. 이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그 본질

적인 특징으로 내세우는 소셜미디어 자체를 이해하

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당 인터뷰

를 올해 초에 실시했음을 감안하면, 과연 E 자동차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하고자 하는 “온라인 소

통 강화 계획”은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남을 뿐이다. 위의 <표 3>은 지금까지 논의한 소셜미

디어 마케팅 실패 사례 다섯 개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5.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제안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패사

례 다섯 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위한 다섯 가지의 전략을 제안하

고자 한다. 다음 <표 4>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다섯 

가지의 전략과 각각의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근거가 된 

사례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공적인 마케팅을 펼치고자 하

는 기업이라면 첫째, 고객들의 의견에 최대한 빨리 반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소셜미디어 채널이 갖는 본질적

인 특징은 다름 아닌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

로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Kaplan et al., 

2010; Kietzmann et al., 2011; Hanna et al., 2011). 

페이스북에서 특정 기업의 팬이 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해당 기업과 일대일로 소통할 수 있기

를 기대하고 팬이 된 것이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마

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모든 기업들은 자사의 소셜미디

어 공식 계정을 생성한 이상, 해당 소셜미디어에 실시

간으로 올라오는 고객들의 의견들에 최대한 빨리 답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사례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B 구두전문점, D 게

임 개발 회사, E 자동차 모두 고객들의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기 보다는, 그에 대해 신속

한 답변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어야 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고객들의 의견을 무시

하고 자사가 마음대로 고객들의 의견을 취사선택하는 

행위는 원래 자사의 팬이었던 고객들의 외면을 받거

나, 이미 자사에 불만을 품고 있는 고객들이 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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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품도록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소셜미디

어 마케팅을 위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의

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고도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부정적인 고객에 대한 통제 및 관리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

면, 부정적인 고객의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원래는 팬이었는데 소셜미디어상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는 등 특정 계기를 통해 부정적

인 고객이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원래

부터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후자에 속하는 부정적인 고객의 경우, 특정 기업에 대

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루머, 악의적인 댓글을 올릴 가

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에서 다룬 A 피자와 

C 커피전문점 사례의 경우, 후자보다는 전자에 속하

는 부정적인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A 피자

의 트위터 마케팅의 경우, 이벤트 참여자들의 무분별

한 팔로잉은 원래 A 피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

고 있었던 고객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C 

커피전문점의 트위터 마케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

치적으로 편향된 트윗의 작성으로 인해 많은 C 커피

전문점 팔로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었다.

그러나 E 자동차 사례의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하는 부정적인 고객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

다. 해당 기업의 이벤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특정 계

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E 자동차에 대한 공격적

[표 4]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전략 근거가 되는 사례 내용

고객의 의견에 최대한 
빨리 반응할 것

• B 구두전문점: 고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업 임의로 할인 정책을 변경하여 고객으로부터 친구 끊기를 당함
• D 게임 개발 회사: 서버 오류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페이스북에 숱하게 항의 글을 올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부 

글에 대해서는 무단 삭제까지 감행함
• E 자동차: 페이스북에서 자사 제품명으로 4행시를 짓는 이벤트에 해당 기업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었으나, 해당 기업은 이를 무시하고 “좋아요” 개수와 상관없이 자사 입맛에 맞는 작품들을 선정해 경품을 
지급함

부정적인 고객 통제 
및 관리에 주의할 것

• A 피자: 이벤트 참여자들의 무분별한 팔로잉은 원래 해당 피자전문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고객들로 
하여금 불만을 품게 만들었음

• C 커피전문점: 기업 계정으로 작성된 정치적으로 편향된 트윗으로 인해 많은 팔로워들이 실망을 하게 되었음
• E 자동차: 가장 많은 “좋아요” 수를 획득한 응모작을 포함한 많은 글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를 취했던 

것을 보면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고객들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은 이들의 상습적인 부정적 
포스팅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었음

소셜미디어 전담 인력 
및 부서를 배치할 것

• C 커피전문점: 마케팅 총 책임자의 고백처럼 소셜미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 없이 “두세 명의 젊고 어린 
직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댓글 관리를 진행”하였으므로, 기업 계정으로 논란이 될 만한 트윗이 올라오는 것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실수였음

온·오프라인을 연계 
및 통합한 마케팅을 

할 것

• B 구두전문점: 개업한지 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일관된 할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고객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임

소통 중심의 의미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것

• A 피자: 트위터를 통해 팔로워 수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가격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소셜미디어의 
본질적인 특성인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굳이 소셜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매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격 중심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여줌

• B 구두전문점: 오픈 기념으로 단순히 가격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쌍방향 소통 내지는 상호작용을 
간과한 가격 중심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 그침

• E 자동차: 페이스북 이벤트로 4행시 응모작들을 받은 것 자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을 살려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무 많은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동시에 무시당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벤트 경품으로 국내 5대 계열사가 고작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씩을 제공한 것 또한 질타를 
받는 부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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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도 악의적인 댓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세 가지 사례 기업 모두 이와 같은 부정적인 

고객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침서나 

매뉴얼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

제로 지난 2014년 초에 미국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50% 

정도의 기업이 소셜미디어상의 부정적인 포스팅에 대

한 대응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에 관한 답변 대응 

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

다 (eMarketer, 2014.03.06). 따라서, 소셜미디어 마

케팅을 실시하는 기업들은 부정적인 고객들을 어떻

게 통제하여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흠이 가지 않도

록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러한 고객들을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마

련해둬야 할 것이다 (최창우 외, 2012).

셋째, 소셜미디어 전담 인력 및 부서를 배치해야 한

다. C 커피전문점의 사례를 보면 해당 기업의 마케팅 

총 책임자가 고백했듯이, 사건 발생 시점인 2011년 말

만 해도 C 커피전문점은 “두세 명의 젊고 어린 직원들

과 함께 실시간으로 댓글 관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들 중 한 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애도하는 

정치적인 트윗을 작성함으로써 논란이 시작된 바 있

다. 이를 보면 소셜미디어 채널의 운영 역시 다른 부서

들만큼 전문적인 인력 배치 및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지난 2012년 The PR과 소셜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

서 국내 기업에서의 소셜미디어 담당 인력에 대해 공

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섯 명 이내의 규모가 전체

에서 96.6%를 차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소셜미

디어 전문 인력 및 부서를 배치하는 것에 전혀 중요

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김태연, 

2012.05.16). 그나마,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셜미

디어상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

하고 소셜미디어 전담 부서를 급격히 증대시킴에 따

라 체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국

내 기업 전반에서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중

이다. 일례로, 지난 2014년 말부터 LG 그룹은 사내 직

원 50명으로 구성된 소셜미디어 운영 및 대응 팀을 신

설함으로써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고객들과 직접 소

통하고 루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100명 정도의 인력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권을 중심으로 소셜미

디어를 통한 고객들의 의견을 챙기는 등 별도 대응 팀

까지 두고 있다 (박수진 외, 2014.11.26). 이는 오늘날 

소셜미디어 채널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전략일 것이다.

넷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실시하는 기업은 소셜

미디어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

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을 연계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여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의 중요성, 즉 소셜미디어

에만 의존한 마케팅을 펼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은 기

존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도 충분히 강조된 바 있다 (Castronovo et al., 2012; 

Weinberg et al., 2011; Neti, 2011). 이는 본 연구에서

는 B 구두전문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B 구두전

문점은 개업한지 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

폼인 카카오스토리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일관된 할

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데 있다. 카카오스토리를 통

해 할인 혜택을 알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

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

고 있음을 알고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와 

같은 온·오프라인 연계 및 통합 마케팅의 중요성은 국

내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

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에 소셜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마케팅 담당자 115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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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10.4%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 PR의 효과적인 연계 활동”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9%는 향후 소

셜미디어 활동의 증가와 함께 오프라인 PR 활동의 중

요성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윤석영, 

2013.03.09). 일례로,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소

셜미디어 팬 수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 지

난 2014년 11월 말에 소셜미디어 이용자 600만 명 돌

파를 기념해 소셜미디어 팬 대상 오프라인 행사인 “셰

이크 데이 (Shake Day)”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이다 (박수진 외, 2014.11.26). 따라서, 오늘날 소셜미

디어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연계 및 통합하는 형태의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보

다 효과적인 고객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는 소통 중심의 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 중에서 소셜미디어를 통

해 이벤트를 진행한 사례들로는 A 피자와 B 구두전문

점, E 자동차 등 세 곳이 있다. A 피자는 트위터를 통

해 팔로워 수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가격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B 구두전문점 역시 이와 비

슷한 맥락에서 오픈 기념으로 가격 할인을 해주는 이

벤트를 실시하였다.

E 자동차의 경우, 앞서 언급한 두 사례에서처럼 단

순히 가격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아니

라, 특별히 4행시 응모작을 받고 당첨된 다섯 명에게 

각각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씩을 주는 이벤트를 진

행한 바 있다. 이상의 사례들 중에서 그나마 E 자동차

가 소셜미디어의 본질적인 가치인 ‘고객과의 상호작

용’에 기반한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hang et al., 2015; Ashley et al., 2015). 그러나 E 

자동차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애초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4행시 이벤트가 조롱거리로 전락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벤트 경품으로 국내 5대 계열사

가 고작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만 준다는 것 또한 

비판 받는 부분이었다.

이들과 달리, 소셜미디어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려서 

소통 중심의 이벤트를 진행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

은 사례로는 현대카드의 소셜 캠페인 사례가 있다. 지

난 2012년 말에 현대카드는 자사의 광고를 토대로 소

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나만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Make your Movie”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현대카드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광고 영상을 선택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를 캐스팅해 사진과 메시지를 삽입하기만 하면 영

화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완성된 영화는 페이스북

이나 트위터 등의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

어 친구들과 함께 감상되었다. 또한, 이벤트 당첨자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입장권 등 화려한 경품을 받을 수 

있었다 (황상욱, 2012.12.13). 이렇게 “소셜 (social)”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품의 질 또한 보장된 이벤트를 진

행하는 것이 오늘날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싶은 기업들이 따라야 할 전략 중의 하나일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최근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패사례들 중 A 피자, B 구두전문점, C 커피

전문점, D 게임 개발 회사, E 자동차 등 다섯 개를 그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한 것을 바탕

으로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본 연구는 1) 고객의 의견에 최대한 빨

리 반응할 것, 2) 부정적인 고객 통제 및 관리에 정성

을 쏟을 것, 3) 소셜미디어 전담 인력 및 부서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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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4) 온·오프라인을 연계 및 통합한 마케팅을 할 

것, 5) 소통 중심의 의미 있는 이벤트를 할 것 등 다섯 

가지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가 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Swani et al., 2013; Pletikosa Cvijikj et 

al., 2013; Baruh, 2010; Kim et al., 2012; Diffley et 

al., 2011; de Vries et al., 2012), 소셜미디어 마케팅

에 관한 사례연구 (Lin and Huang, 2006; Harris 

et al., 2009; Syed-Ahmad et al., 2010; Phan et 

al., 2011; Chan et al., 2011; Koroma, 2012; Fallon, 

2012; Kvarnström and Mårtensson, 2012), 소셜미

디어의 특징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Ramsay 2010; Neti 2011; Meadows-Klue 2007; 

Weinberg et al. 2011; Castronovo et al. 2012)에 국

한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용과 관련하여 그 실패사례들에 초

점을 두고 교훈 및 전략을 도출한 첫 번째 연구로서 

학술적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는 기존에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관한 사례연구와 전

략 연구가 다소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것과 달리, 

그 두 연구 분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마케

팅 전략 제안’을 한 것에 그 학술적 시사점이 있기도 

하다.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성공적

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위한 다섯 가지의 전략은 오

늘날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공적인 마케팅 성과를 얻고자 하는 조직이라

면 우선 소셜미디어의 본질적인 특성인 ‘고객과의 상

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고객의 의견에 최대한 빨리 답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 고객뿐만 아

니라,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고객의 돌발적인 댓글 공

격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위기 관리 매

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젊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하기 보다는, 소셜미디어 전

담 인력 및 부서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

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벤

트를 진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연계 및 

통합한 형태의 마케팅을 운영하도록 한다면 특정 조

직의 소셜미디어 팬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사례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 기업 규모나 브랜드 특

성에 대한 구분 없이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세 가지 소

셜미디어 플랫폼 이외의 소셜미디어를 기반에 둔 마

케팅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의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마케

팅의 실패사례들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한 정성적 

연구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측면

에서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정량적 연구가 실시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가 국내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패사례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훈 및 전략을 도출한 것

은 오늘날 소셜미디어 채널 자체에 대한 몰이해와 관

련 전략의 부재로 막막함을 겪고 있는 많은 마케팅 담

당자들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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