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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미디어와 브랜드 마케팅 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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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 미디어 시대, 플랫폼의 변화
□ 소셜미디어는 컨텐츠와 소셜 특성에 따라, 코어 소셜미디어와
파생 소셜미디어로 나뉨.
코어 소셜미디어는 유저간의 쌍방향 정보교류를 통해 실시간
소통, 소셜 네트워킹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미디어임
파생 소셜미디어는 유저가 인플루언서(KOL), 대중 미디어, 채
널을 통해 단방향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미디어임. 음악영상,
뉴스, 커머스 등이 대표적인 분류임.
(1) 코어 소셜미디어
□ (위챗) 가장 오래된 소셜미디어는 아니지만, 수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가장 많은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
2011년 1월, 모바일에서 실시간소통이 가능한 최초버전 App
을 출시. 같은 해 5월, 음성 메시지 기능을 추가하여 노인 유
저층에 대한 어필 시작.
2013년, 각 분야별 인플루언서(KOL)들이 위챗 공식계정(

号)을 오픈하기 시작했으며, 유저들에게 전문적인 PGC 컨텐
츠를 제공하기 시작함.
2014년 7월, 2015년 1월 광고주 및 모멘트 광고 서비스를 런
칭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브랜드들이

위챗

홍보

시작

□ (웨이보) 초창기 유명스타의 힘을 빌려 유저수가 급속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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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최근에는 트렌드에 맞추어 지속적인 변화 도모
2009년 “짧은 컨텐츠(短内容)”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 웨이
보 출시
2016년부터, 영상컨텐츠 위주로 운영함과 동시에 각 분야별
인플루언서(KOL) 및 컨텐츠제작기관(MCN)에 지원을 통해 새
로운 발전 전략 추구

<2018년, 웨이보는 “지금 즉시 촬영” 영상 컨텐츠 대회를 개최해 스타들을 통해 대량의 팔로
어를 배출>

(2) 파생 소셜미디어
□ (도우인/抖 ) 2016년 9월 서비스 시작. 영상 컨텐츠 위주로 유
저가 깊은 사고 없이 엔터테인먼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 획득의 체감 효과도 가능
유저들은 댓글, 좋아요, 공유 등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며, 다
양한 배경음악, 레이아웃 설정 등을 통해 대량의 신규 유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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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를 자체 생성하도록 유도
2018년부터 정식으로 브랜드 계정을 오픈했으며, 다양한 배너
광고를 통해 브랜드 마케팅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성장

<월드컵기간동안 하얼빈맥주는 도우인의 앱오프닝 광고 등을 시행>

□ (쯔후/知乎) 2010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다양한 업계의
인플루언서 (KOL), 전문가가 제공한 지식과 Q&A의 교류 플랫폼
2014년 오프라인 서비스시작, 인플루언서(KOL)와의 팬미팅
‘소금클럽’, 전시회, 팝업 스토어 등을 기획·운영.
2016년 “쯔후 공식 계정”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8000개
브랜드가 입점하여 공식계정을 운영 중이며 유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 중. 같은 해 쯔후 e-book 및 쯔후 LIVE 등
을 통한 유료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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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으며, 브랜드는
브랜드에 대한 질의 발표, 쯔후와의 연합 프로모션 진행 등으
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브랜드 이미지 수립

<아우디와 벤츠 브랜드의 쯔후 브랜드 마케팅 예시 >

□ (샤오훙슈/小 书) 소셜 커머스의 대표 주자로,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 유저수를 플랫폼 매출로 전환하여 브랜드 입점과 다른
이윤 창출 방식을 실현
일반 유저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생성·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인플루언서(KOL)의 우수 컨텐츠를 관리하여 플랫폼 내 컨텐
츠의 다양성을 실현함.
링크, 캡쳐 등의 다양한 전달방식으로 기타 파생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2차 공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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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컨텐츠가 비유저들에게 공유되자, 다량의 비유저들이
샤오홍슈로 유입되었고 제품 구매로 이어짐.
플랫폼에 후기 내용, 사진과 태그를 예비 설정하여 유저들이 구매
후기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

<판빙빙이 샤오홍슈에 작성한 추천화장품 후기, 다량의 팬 팔로우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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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소셜미디어의 특징
□ 컨텐츠 형식: 글, 사진, 음성으로부터 영상, 라이브 방송까지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누구나 참여 가능
□ 컨텐츠 길이: 컨텐츠 길이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며, 스트레
스가 많은 현대 유저들은 점점 집약적인 쾌감을 필요로 하며,
짧은 컨텐츠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즐김
□ 스타 영향력 활용: 전통 미디어나 최신 미디어 플랫폼이나 상
관없이 스타의 영향력은 항상 막강 (그러나 최종적인 효과는
여전히 컨텐츠에 의해 결정됨)
□ 코어와 파생 소셜미디어 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으며, 양자
가 서로 융합하면서 발전하고 있음
코어 소셜미디어는 점점 인플루언서(KOL) 컨텐츠 생성에 집중하
고 있으며, 파생 소셜미디어는 SNS(코어 소셜미디어)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어, 컨텐츠+SNS가 향후 강력한 플랫폼 발전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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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 미디어 시대 유저들의 습관과 소셜 네트워킹 경향 변화
(1) 일반유저1)의 니즈와 실현방식의 변화
□ 일반 유저의 니즈 실현방식은 크게 5가지로 구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유저의 생리적 니즈를 해결
( 了么, 大众点

등)

개인 맞춤화 기능을 통해 네트워킹에 대한 니즈를 해결
(웨이씬(위챗), QQ 등)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심미에 대한 니즈를 해결
(

,

易云

乐 등）

맞춤형 컨텐츠를 통해 지식 습득에 대한 니즈 해결

(知乎, 今日头条)

‘스마트’한 방식으로 자아실현에 대한 니즈 해결

(支付宝

森林, 水滴众

)

□ 실현방식의 변화
특히 유저들의 자아실현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가 현재 각 플랫폼 및 브랜드들이 집중해야 할 문제이며, 우
수한 컨텐츠에 대한 유저들의 수요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
1) 미디어의 발전으로 누구나 발언권과 영향력이 생김, 그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일반유
저와 인플루언서(KOL)로 나누어짐. 소셜미디어를 통해 흥미분야에 대한 정보획득, 자
유롭게 의견 표시, 일반적으로 영향력 비교적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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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구경꾼’에서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며, 독창적인
컨텐츠를 공유함으로써 인정받는 느낌과 만족감을 얻고 있음.
<좋아요>, <공유>, <투표> 등의 방식으로 직접 컨텐츠 및 브
랜드의 노출량을 결정함.
“채널이 왕도”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컨텐츠가 왕도,
소셜 네트워크 변화”의 시대가 이미 온 것임.
(2) 인플루언서(KOL)2)의 의존도와 가치의 변화
□ 인플루언서(KOL)의 발전과정
인플루언서(KOL)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각 플랫폼마다 컨텐
츠 원제작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사 플랫폼에 제일
먼저 게재하도록 하기 위한 경쟁 시작
인위적으로 유입량을 확보해 주는 정책에서 심지어는 현금을 지
급하는 정책까지 실행하여 장려하고 있으며, 주요 브랜드들
도 인플루언서(KOL)들의 바이럴마케팅을 통해‘마케팅’의
효과를 누리고 있음
인플루언서(KOL)의 진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코

어와 파생 소셜미디어가 모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특
정 플랫폼에서 성공한 인플루언서(KOL)가 유저의 플랫폼 이
동에 따라서 기타 플랫폼의 인플루언서(KOL)로 이동할 수 도
있으므로, 신규 플레이어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음

2)

전문분야의 지식, 오프라인영향력(유명인 또는 매체), 인맥 또는 플랫폼 인플루언서등
많은 사람들이 팔로잉하고, 온라인 상 영향력과 발언권을 가진 SNS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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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1) 브랜드 마케팅 발전 단계
□ 제1단계: 소셜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노출 확대
브랜드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브랜드의 노출을 확대하고
유저의 관심과 클릭을 유도
∙ 사례 : 2006년 1월 코카콜라는 ‘QQ’플랫폼에서
콜라 테마의 스킨을 이용한 광고를 진행,
4월까지 코카콜라 스킨 다운로드 수가
430만회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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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저와 소통
브랜드가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어 개성 있는 컨텐츠를 구성하여
유저와 브랜드 간의 소통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플루언서(KOL) 또는
스타를 내세운 홍보를 통해 브랜드의 인터넷 마케팅 시행
∙ 사례 : 2014년 M&M 초콜렛은 웨이보를 통해 브랜드 캐릭터화에 성공하면서
“붉은콩”,”노란콩” 두 계정을 출시. 광고 모델로 천이쉰( 奕迅)을 내세
워 4만여건이 넘는 공유 횟수 달성

□ 제3단계: 직·간접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을 통해 노출 확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갈수록 발전함에 따라 브랜드들은 오
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행사, 미디어 광고, PPL, 온라인 판매
및 소셜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브랜드 노출을 확
대하고 있음

(2) 브랜드 마케팅 주요 전략 및 사례
□ 오프라인 매장: 색다른 체험을 통해 고객의 과시 욕구를 만족
시킴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판매 개념을 넘어서는 “체험”제공
∙ 사례: 한국화장품 이니스프리의 “그린 카페”, 녹색식물의 테마와 달콤한 디저
트로 젊은이들을 사로잡아 자사의 청정 자연, 친환경적이고 천연적인 피부 이미
지 심기에 성공,

카페 앞 가게에서 유저들의 구매까지 이어짐. 소셜미디어를

통한“인증샷”공유를 통해 상하이에서 ‘왕홍(온라인인기)’ 커피숍으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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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행사: 직접 참가하는 체험 제공
예술전시회, 음악회, 길거리공연, 팝업스토어등을 통해 직접
체험. 브랜드 포지션 강화에 효과가 있음.
그중 특히 팝업스토어의 경우, 지금 사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조급함을 유발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체험을 유도하고, 단시간
내에 브랜드 노출을 확대시킴
• 사례: 高端冰淇淋(까오돤빙치린/브랜드 명)의 팝업
스토어 Pleasure Store: 찡티엔(景甜)과 씨멍야오
(奚梦瑶) 등의 연예인을 초청한 후, 웨이보에 팝업
스토어를 체험하는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함. 소셜
미디어 빅스타와 협업해 팬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뉴스를 공유케 함. 사진을 찍어 위챗 모먼트나 웨
이보에 올리면 제품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회
를 제공.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소셜미디어)로 이어
지는 마케팅에 성공했고 고객 관리도 용이해짐.
현재 ‘#梦 pleasurestore#’ 웨이보 태그는 5.3억의
조회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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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판매: “전용상품”을 활용한 소셜 가치 제고 가능
온라인 전용상품과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젊은 소비자의 개성 추구
심리를 만족시키며, 그들의 소셜미디어 상 제품 노출을 통해 또래집단
의 구매욕을 유도함
• 사례: 핸드폰 브랜드 VIVO는 타오바오와 파트너십을 통해 타오바오 전용 신제품
인 X9S를 출시. “셀카프로모션” H5페이지를 통해 젊은이들간에 출시소식 공유
및 상품 소개 유도. T몰(天猫) 플래그십 스토어 판매량을 주도.

□ 미디어 광고: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저를 상품으로 유도
노골적으로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는 대신, 유저들이 수요에 따라 선
택적으로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유저가 온·오프라
인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유도
• 사례: 캉시푸(康师傅)는 아이치이(爱奇艺视 )의 광고에 활동을 추가: 유저가 광
고를 보면서 세 개의 이모티콘 팩을 모으면 12% 할인 쿠폰을 얻을 수 있음. 할
인 쿠폰을 얻을 때 찡동 캉시푸 상품 웹페이지로 넘어감. 이런 방법은 유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브랜드의 이모티콘을 사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온라
인에서 점포로 유도하여 소비로도 이어지도록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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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L 광고
PPL 광고를 통해 제품 사용 사례를 소개하고, 컨텐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노출해 유저들이 반감 없이 브랜드 관련 즐거
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사례: 나이키는 MAU(Monthly Active User)3)가 최
대 3.1억인 ‘티야오이티야오(跳一跳)’ 게임에 PPL
제공. 게임 과정 중에 나이키박스를 설치하고, 플
레이어가 박스를 뛰어넘으면 로고가 노출되면서,
보너스 점수를 획득. 로고가 보너스로 연결되면
서 유저들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

(3) 소셜 마케팅: 차별화 전략
□ 코어 소셜미디어
코어 소셜미디어의 특징인 사용자간‘강력한 관계’와 창의적
인 컨텐츠를 통해 고객의 니즈와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를 파악
하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
• 사례: 스타벅스의 ‘용씽슈오(用星 )’: 스타벅스는 위챗
과 협력하여 온라인 선물 쿠폰 ‘용씽슈오’를 출
시해,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친구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쿠폰을 간편하게 선물. 유저가
친구들과 교감하고 싶은 니즈를 만족시키고,
브랜드의 판매전략도 확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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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소셜미디어
컨텐츠에 강한 특성을 활용하여, 플랫폼과 부합하는 창의적
컨텐츠 마케팅이 가능하며 유저들간 토론 및 공유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음
인플루언서(KOL)의 영향력을 활용, PPL 등을 통해 브랜드 노
출 확대 가능. 플랫폼의 유입량이 브랜드 노출로 이어짐
• 사례: 매스티지 브랜드 마이클코어스
(Michael Kors)는 도우인에서 ‘도시의
무대, 지지말고 도전하라’라는 제목의
단편 영상 제작 대회 개최. 브랜드광고
를 테마로 한 스킨을 이용해 유저가
직접 영상을 만드는 대회로, 참가자가
영상을 만들면서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고, 주간 집계 대회참가 유저수 3만
명, 영상 조회수 2억 회, 좋아요 850만
개를 기록하는 등 전체 유저를 대상으
로 한 브랜드 노출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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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소셜미디어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채널로 정착 중
소셜미디어는 브랜드 체험 사이클(品牌体

圈)의 모든 단계에 스

며들어 있으며, 브랜드 마케팅의 모든 단계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추세는 ‘창의적 컨텐츠 마케팅’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매스미디어 광고 대신 재미있고 공감할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로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함
□ 플랫폼, 유저, 브랜드 모두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결국은‘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컨텐츠로 승부하라’
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음
뉴미디어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유행을 파악하고 변화에 적
응하며 자사 브랜드에 최적화된 마케팅 플랫폼을 선정하고 전
략을 수립하는 브랜드만이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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