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레니얼 집객 강화를 위한
삼성 디지털 프라자의 매장 콘텐츠 전략 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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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가전유통 매장은 양적 확대를 추진해 오프라인 매장은 포화 상태
최근엔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고객이 빠져나가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었고
위기를 느낀 가전유통 오프라인 매장은 변화에 나섬

양적 확대 대신 질적인 확대를 모색하기 시작

‘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로 프리미엄 매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전 유통업계 시장 ’

Market Analysis 가전유통업계 현황



이에 경쟁사들도
컨셉화, 프리미엄을 앞세운 대형화 경쟁 중

비진열 상품을 매장에서 검색.구매할 수 있는 ‘옴니존’과
프리미엄 가전을 함께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

다양한 체험 공간, 전문관을 설치해
프리미엄 가전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음

[롯데하이마트옴니스토어 ]

기존 전자랜드 매장 대비 면적을 대폭 넓히고,
체험 공간을 확대한 것이 특징

가상현실(VR), 드론, 건강가전 등 첨단 제품존 마련,
쇼핑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 확충

[ 전자랜드파워센터 ]

주요 지역 매장을 체험형 명품관으로 변화
초프리미엄 가전을 체험할 수 있는

'LG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쇼룸' 운영

[ LG 베스트샵체험형명품관 ]

Market Analysis 가전유통업계 경쟁사 현황



삼성전자 역시 대형화와 프리미엄을 앞세운 메가스토어 런칭

Market Analysis 자사 현황

메가스토어 제품 전시공간을 각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공간처럼 꾸미고
1200평 규모, 넓은 전시공간과 휴식공간, 모바일, PC, 키즈존, VR409존 등

다양한 체험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의,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존을 구성함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메가스토어



삼성 디지털프라자의 매장에 도달한 타겟의 자발적 참여가 더디고
오픈행사 이래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포털사이트블로그검색
‘삼성메가스토어’-521건

주내용:오픈행사, 방문후기, 홍보성

#삼성디지털프라자–4,617개
(국내밀레니얼인구수약14.9백만명)
형성되는연관해시태그수–45개
(대부분이지점형태의해시태그)

포털사이트블로그검색
‘삼성디지털프라자’ –61,246건

주내용:오픈행사, 방문후기, 홍보성

밀레니얼세대의이슈성을
확인할수있는인스타그램
#메가스토어–40개, 
관련해시태그–4개

Market Analysis 가전유통업계 현황



Market Analysis 타겟 현황

18세~38세로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
새로운 경험에 합류하는 것, SNS를 즐겨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경향
기업의 미래는 밀레니얼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전략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음

이제 더 이상 밀레니얼에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흥행은 어려움
이를 밀레니얼세대의 인사이트 가운데
낯설렘(낯선 설레임)이라고 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며 전에 없던 새로운 감각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실감세대’라고 부름

그들의 또 다른 이름, 실감세대
밀레니얼 세대란?  

우리의 타겟인 밀레니얼 세대는 미래의 핵심 구매층이자,
소유보다 전에 없던 경험을 원하는 세대였기 때문



[ BMW 드라이빙 센터 ]
독일의 BMW는 영종도에

아시아 최초의 드라이빙 센터를 설립

[ 젠틀몬스터 쇼룸 ]
제품뿐만 아니라 공간 디자인도
브랜드 체험을 강화해
명품브랜드처럼 예술적인 공간조성[ 스타벅스 ]

매장 프리미엄화

또, 소유보다 전에 없던 경험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매장의 프리미엄화는 이미 전에 있던 경험

Market Analysis 매장 이상향의 일관성

경쟁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오프라인 매장 이상향의 획일성이 느껴짐
이러한 프리미엄화된 매장은 이미 소비자로 하여금 신기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Problem

< 이미 소비자에게 특별하지 않은 매장전략 >

이와 같은 동일한 프리미엄 매장의 진화는 차별성이 없고,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기에는 부족

즉,
현재 자사의 매장 역시 ‘어떤’ 경험을 주었을지라도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경험

컨셉 별 제품 진열

휴식공간 조성

실제 사용상황과 같은 환경 조성

제품 체험 공간 위주의 확대

매장 크기의 확대
The Same
Strategy



Goal setting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어야 할까요?

밀레니얼고객에게전에없던경험을줄수있는
차별화된컨셉과전략을내세워야한다

단순히 경쟁사들과 차별성 없는 체험을 하는 매장에 머무른다면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특별하게 남지 않을 것



Case Study : Theory

돈을 주지 않아도 향하게 되는 매장과 이슈에는
새롭다는 이유가 있고, 자발적 추동자들이 있다

> 매크로 밸류 마케팅 (Macro Value)
: 고객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초감동’의 가치

이미 고객은 기대하고 있고
이미 경쟁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순간의 영역이기 때문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찾아야 함

매크로 밸류 마케팅의 첫째 과제는‘진실의 순간’을 찾는 것
제조사 관점의 스펙과 가격 얘기가 아닌
소비자 관점 활용의 이야기 이것이 첫번째 진실의 순간이 될 것

즉, 시장 변화에 맞춰 브랜드의 전략을 변화하기 보다는
소비자 관점의 변화를 파악해야 함



소비자들에게 전에 없던 특별한 경험을 주었던 사례

Bohemian Rhapsody

예상을 깬 흥행 ‘보헤미안 랩소디’
그 중심에는밀레니얼세대가 있었기 때문

밀레니얼 세대는브랜드 성공의 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보헤미안 랩소디에 열광했는가?

12월25일
12월19일

12월12일
12월5일

11월28일

11월21일

335만7360명

511만5149명

636만8788명

730만4685명

815만1875명
876만5942명

출처: 영화진흥위위원회/ 정리·디자인:최예린기자

<보헤미안 랩소디> 누적 관객 수 추이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고 생각해서
싱어롱에서 미친듯이 즐겼어요

특히 사람들이 프레디 머큐리처럼 꾸미고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상원(29/ 남)

“영화보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 추고 박수치고,
마치 페스티벌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겼어요”

-최혜진(23/ 여)

Target insight



>  이 영화가 가지는 ‘밴드’‘음악’‘그룹’ 이라는 상징성을
몸소 느끼게 해주고, 보고 듣기만 하는 단순한 체험에서 벗어나

직접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실감나는경험을주었기때문

이처럼 퀸 세대가 아닌 밀레니얼 세대가 퀸에 푹 빠지게 된 성공 요인은

[ 보헤미안 랩소디 덕분에 20대 극장으로 유턴 ]

11월 극장가를 강타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도
20대 관람객이 대부분, CGV에 따르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는 수입 당시 ‘퀸＇과 ‘프레디 머큐리＇를 기억하는
4050세대가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측
하지만, 영화관에서노래를 부르는 ‘때창’과
영화를 콘서트 라이브처럼 즐기는 2030세대가
영화관에 몰리면서 영화 흥행을 주도

출처: IT조선/2018

2030세대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누적 관객수 993명 기록
싱어롱 상영관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함께 ‘떼창’을 하며
콘서트 라이브 처럼 즐기는
새로운 관람형태로 젊은 세대의 오감을 저격

출처: 시사워크/ 2019.3

[ 싱어롱(Sins-Along)상영관 ]

Target Insight



-이재흔대학내일 20대연구소선임연구원

“실감 세대는낯섦에서오는설렘인
‘낯설렘’을 추구하고있다.
MZ세대를단순히시각과청각만으론
만족시키기힘들어진만큼
더생생한콘텐츠가각광받을것”

/

Target Insight



퀸 세대가 아닌 그들이
보헤미안 랩소디에 열광했던 것처럼

>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된 그들에게는
단순한 시 청각적인 경험이 아닌 경험해보지 않은
색다르고 낯선 캠페인이 필요

우리는 이것을 신기성 효과라고 부른다

신기성 효과
(Novelty Effect)

: 처음 접하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
호기심을 느끼고 집중하는 경향

Concept leading



퀸 세대가 아닌 그들이
보헤미안 랩소디에 열광했던 것처럼

>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된 그들에게는
단순한 시 청각적인 경험이 아닌 경험해보지 않은
색다르고 낯선 캠페인이 필요

우리는 이것을 신기성 효과라고 부른다

신기성 효과
(Novelty Effect)

: 처음 접하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
호기심을 느끼고 집중하는 경향

Concept leading

삼성 디지털 프라자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낯선 설레임, 신기하고 전에 없던 특별한 경험



‘ 삼성 인-파서블 ’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삼성 디지털프라자 안에서의 특별한 캠페인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그것이 바로 라이프 혁신 스튜디오로서의 삼성 디지털 프라자

[ Concept ]



[ 아바타, 심즈, 퍼피레드, 아바타 소개팅, 싸이월드 미니룸 ]

밀레니얼이 10대일 때 흥행한 콘텐츠들은
내가 창조한 나로 내가 만들어가는 세계

또 다른 내가 되어 내가 즐기고 싶었던 삶을 사는 것
혹은, 단순하게 그냥 실제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창조 욕구

지금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한번 씩은 꿈 꾸었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꿈이 있음

Support The Concept



현실에서 안나는 불가능 했던 꿈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는 그녀의 꿈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한 경험을 삼성디지털프라자 안에서는 가능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코인노래방에 만족하네요 (웃음)”
- 평범한 회사원 안나

그녀는 쉬는 날에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함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수에 대한 꿈이 남아있기 때문

Concept Outline



How to?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삼성전자 제품을
활용한 각각의 프로젝트 존을 통해

제품의 스펙이나 활용법을 제안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평소에 이루지 못했던

경험을 선사하는 것에 중점

Strategy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완성되는 곳



MUSICAL PROJECT
하만청음실의 오디오/헤드셋/스피커 활용

갤럭시 마이크로 녹음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음
직접 작곡한 노래를 간단하게 녹음도 가능

주요 키워드 #가수 #노래 #DJ #휴식

IN THE PUB
이벤트용 칵테일 및 맥주 제공

바텐더 체험, 직접 제조해보는 시그니처 칵테일
주요 키워드 #바텐더 #칵테일 #맥주

SAMSUNG LIVE
라이브 무대 형식으로

이벤트 기간 내 가수 초청 및 북콘서트 진행
고객도 이용 가능한 무대로 신청 시

춤/노래/연주/마술… 관객 앞의 자신을 나타냄
주요키워드 #무대 #관객

제품 각각의 용도에 맞게 PROJECT ZONE 구성
총 10개의 PROJECT ZONE 구성

CAFÉ PROJECT
로스팅 및 바리스타 기기 활용, 기존 카페 존 할용
바리스타 체험, 시그니처 음료 제조
주요 키워드 #힐링 #여유 #자신만의 시간 #휴식

INCREDIBLE PROJECT 01
VR기기(VR,4D기기) 활용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 한 비주얼을 체험
주요 키워드 #버킷리스트 #여행 #번지점프

COOKING PROJECT
조리기기(냉장고, 에어프라이어,오븐, 인덕션) 활용
쿠킹클래스, 자신만의 메뉴판 제조
10분 안에 시연한 요리로 삼성의 셰프 선정
이벤트 기간 동안 해당 메뉴를 매장 내에
레시피와 레시피 시연 연상을 소개
주요키워드 #요리 #셰프 #푸드스타일리스트

Strategy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완성되는 곳



INCREDIBLE PROJECT 02
시간대를 정해 아카데미 룸을

‘OH MY AURORA!’로 형성
(암막, vr, jbl스피커, 가습기, 온도조절…)

MISS U PROJECT
현재 내 곁에 없지만 곁에 있으면 하는 모든 대상

(연예인, 가족, 애완동물…)의 사진을 지참 후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합성하여 제공. 현재 함께 있지는 않지만

사진 속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음
주요키워드 #보고싶다 #가족 #연예인

AR selfie
휴대폰,탭,노트북존활용

이모지나 제페토 같이 자신을 대신하는
가상의 AR아바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주요키워드 #아바타 #또다른 나

FILM PROJECT
TV, 카메라, 캠코더와 같은 촬영 기기 및 TV 활용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혹은 그림을
TV를 이용해 전시 ‘필름 디렉터 OOO’
일회성으로 직접 매장에서 찍은 사진,영상
혹은 삼성제품으로 그린 그림 및 사진을 전시
주요키워드 #영화감독 #예술가 #그림

STYLING PROJECT 
뷰티 케어, 스팀다리미, 에어드레서
스타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
포토존을 활용해 오늘의 베스트 스타일 선정
퍼스널컬러 진단
주요키워드 #OOTD #DAILY LOOK #BEAUTY

제품 각각의 용도에 맞게 PROJECT ZONE 구성
총 10개의 PROJECT ZONE 구성

Strategy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완성되는 곳



[ 전략의 구체성과 원할한 전달을 위한 타겟 구성 ]

대 표 타 겟
SAMSUNG IN-POSSIBLE 매장 콘텐츠 전략의 대표 이미지가 될 타겟

매장으로 타겟 스스로가 타겟 유입을 유도

매장 콘텐츠의 드라마틱함을 위해
목표 타겟 가운데 대표 타겟을 선정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로
SAMSUNG IN-POSSIBLE 매장 콘텐츠를 밀착하여 접촉

이로 하여금 재생산된 자발적 공유 콘텐츠가 확산되어
제2의, 제3의 목표 타겟의 매장 유도가 가능

모 든 타 겟
삼성 디지털 프라자, SAMSUNG IN-POSSIBLE을 찾는
모든 밀레니얼 타겟

IN-POSSIBLE SAMSUNG에 흥미를 느낀
타겟들이 매장에서 준비된 매장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타겟

Strategy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완성되는 곳



2. 인스타그램에 현실의 나는 불가능했지만
하고 싶었던 것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삼성디지털프라자’ 계정을 태그,
필수 해시태그 후 업로드

3. 내부 회의를 통해 10명의 대표 타겟 선정
(타겟 적합성, 게시글 신뢰도, 계정 활동성, 게시글 호응도 등)

1. 자신이 그리던 꿈과는
다른 일상을 담은 이미지를 촬영

대 표 타 겟

Strategy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완성되는 곳



Simulation 01 – 가수가 되고 싶었던 회사원 안나

2. 스타일존에서 에어드레서로9 받은 옷을 입음

Strategy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완성되는 곳 : ‘IN-POSSIBLE PROJECT’ 대표 타겟의 매장콘텐츠 활용

STYLING PROJECT 

5. 삼성라이브존에서 연습한 무대를 보임

SAMSUNG LIVE

1. 스타일존에서 삼성전자의 바비리스 드라이기와
LED마스크로 스타로서의 관리를 받음

STYLING PROJECT 

4. 스타일 존의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STYLING PROJECT 

3. 뮤지컬 존으로 이동해 하만 제품으로 노래 연습

MUSICAL PROJECT

6. 공연을 마친 후 세계최초
무풍시스템에어컨으로 휴식을 취하며

필름존에서 QLED TV로 자신의 공연을 감상

FILM PROJECT



Simulation 02 – 셰프가 되고 싶었던 선생님 제임스

2. 셰프컬렉션 패밀리허브 냉장고에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자유롭게 이용

Strategy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완성되는 곳 : ‘IN-POSSIBLE PROJECT’ 대표 타겟의 매장콘텐츠 활용

COOKING PROJECT 

5.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모두 촬영

SAMSUNG LIVE

1. 제공된 전문 셰프용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

COOKING PROJECT 

4. 요리가 끝난 후 셰프컬렉션 식기세척기를 이용해 정리

COOKING PROJECT 

3. 셰프 컬렉션 오븐과 인덕션을 이용해 요리

COOKING PROJECT 

6. 완성된 메뉴는 레시피와 조리과정을 매장 TV에 상영

FILM PROJECT



Simulation 03 – 누구나 원하는 ZONE 제한 없이 체험 가능

Strategy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완성되는 곳 : ‘IN-POSSIBLE PROJECT’ 모든 타겟의 매장콘텐츠 활용

* 본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IN THE PUB
STYLING

CAFÉ PROJECT

INCREDIBLE COOKING PROJECT

AR SELFIE

MUSICAL

SAMSUNG LIVE

선정된 대표 타겟이 아니더라도
모든 타겟이 즐길 수 있도록 매장 구성

총 10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부족함없이
모든 타겟들은 자신이 원하는 ZONE에서

하고 싶은 체험 가능

많은 밀레니얼 세대의 유입으로
매장에 준비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공유 기대



How to?

삼성 갤럭시 10과 스노우와 같은 AR기반 사진 어플과
연계를 통해 삼성디지털프라자 안에서의 경험을

그저 한 때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물이었음을 증명하게 한다

또, SNS 인증을 통해 꿈을 가진 그들을 모이게 한다

Strategy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완성되는 곳



[ 스노우와 같은 AR기반 어플과 연계 ]
이미 밀레니얼 세대들의 휴대폰 속 자리 하고 있는 어플을 활용하는 것

AR스티커를 활용한 ID카드 이미지의 형태로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촬영

텍스트 입력 창에는 실현된 꿈 관련 내용을 입력
EX) 실현이 된 꿈, 이름, 나이, 좌우명 등

이는 자연스럽게 인증욕구를 불러 일으킴

그들의 현장후기, ID카드 인증을 확인 후,
꿈을 실현하고 매장을 나갈 때 실물로 제공

이는 그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여
팬덤으로의 발전 가능

SAMSUNG-IN-POSSIBLE을 통해
꿈을 실현시키는 현장후기를 SNS에 업로드

#불가능을 가능하게 #SAMSUNG-IN-POSSIBLE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메가스토어

Strategy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완성되는 곳



매장을 활용한 목표 타겟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SNS 공유 및 자발적 콘텐츠 확산의 기대

밀레니얼 타겟이 반응할 만한 관련 해시태그의 형성 기대 및 그들의 자발적 콘텐츠가 확산됨으로 인한 팬덤 형성 기대

매장 경험의 모든 것이 타겟의 오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에 남아 긍정적 이미지 형성 기대

기업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의 제품 활용 이야기로 자사 제품을 통해 살고 싶은 삶을 그리게 함

타 경쟁사 매장이 하지 않았던 전략을 먼저 차지함으로써 타겟의 전자 유통업 매장 TOM 형성 가능

삼성전자의 핵심가치와 목표 타겟의 핵심가치가 맞물려 시너지 효과발생

Benefit



낯선 나를 꿈꾸게 하고 낯선 내가 완성되는 곳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가능한 내가 되는 곳

Than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