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경험마케팅사례



2. 삼성 디지털플라자도 이 트렌드를 반영, 고객경험을 강화하고자 변화를 시도했다.-제품체험-컨설턴
트-고객참여하지만 경험 마케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험 소비로 이어지지 않음(소비자가 삼성
제품을 사는 것 = 어떠한 삶을 사는 것 이라고 인식하지못함)3. 왜냐하면 사실상 구매를 유도하는 체험
에 국한됨-제품체험 >>둘러보기보다는 구매 전에 검증 단계 느낌 -컨설턴트>> 단순히 구경하러 온 사
람들에게는 부담스러움-고객참여 >>구매력 높은 niche target에게만 진정한 경험 제공이에 따라 구매

의사 및 구매 능력이 확보된 일부 밀레니얼로 방문객이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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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둘러보기’보다는
구매직전‘검증’단계

단순히구경이목적인
소비자에게는

부담스러운응대

구매력이높은타겟에게만
한정된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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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접점

특성을반영 메가트렌드

새로움(NEW)+복고(RETRO)

나를만족시키는작은사치

가격대비마음의만족을추구



심리적부담감낮추기 물리적접근성극복하기

접근성이좋고

매력요소가필요
구매의사가없는

사람도

간섭받지않는언택트마케팅인기

‘나홀로쇼핑＇

‘혼자볼게요’&‘도움이필요해요’

‘혼자볼게요’바구니

구매에대한부담없이
무료로누구든지자유롭게사용

그린라운지

CASE STUDY

새로운소비트렌드주역몰링족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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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애플을써서
감성있는사람이될거야!”

“나도배민처럼
위트있는사람이되고싶어!”

• 애플제품구매인증
• 애플스토어방문인증
• 커뮤니티활성화

• 배민문방구방문후기
• 치믈리에도전인증
• 배민신춘문예인증



삼성이내삶이랑
무슨상관이야?



완전나잖아? 이거봐!

소비자가일상속에서삼성의스토리를느끼고공감하게되면, 자발적으로확산을하게된다.



“구경하러 가자”

“꼭 3층에 있더라”

“저기서 쉬자”

“책이나 읽을까?”
“프사 건지러 가자”

“이 전시 좋대”



밀레니얼에게 이 될 삼성 디지털프라자

그리고, 이기에 가능한 삼성 스토리의 전달



남들과다른 '나만을위한삶'을기준으로살지만
남들과함께 '우리만의세계' 에서살고싶다고?

모순덩어리?



나나랜드에 사는 인싸이더!

특별함을 통해소속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통해특별함을느끼는밀레니얼





#DO WHAT YOU  CAN’T 

삼성빅팬

“개성이뚜렷한”
“삼성=무엇이든가능하게＂

삼성디지털프라자
양방향커뮤니케이션

“네가원하는다름이무엇이든가능하게해줄거야”

삶에녹아든브랜드스토리
선순환



홍대 건물 개요 층별 구성

커뮤니티룸

제품체험존,컨설팅룸,AS

유인책
상호작용

InterativeWindow 

우리디(쇼룸),텐화점,포토존



1층 나의 취향을 만나다

문

남들과다른나의취향을확인하는공간



1층 나의 취향을 만나다

✓

✓



1층 나의 취향을 만나다

✓

✓

✓

✓



2층

취미로색다른가능성을탐색하는공간

너와 취미를 나누다

HOBBY로 풀어내는STORY 
ENJOY로 끌어내는POSSIBILITY 

양방향커뮤니케이션
그이상의가능성 ‘ DO WHAT YOU CAN’T’

이용방법
삼성멤버스앱

SHARING TABLE 



2층

취미로색다른가능성을탐색하는공간

너와 취미를 나누다

프로그램

이벤트

프로그램

이벤트

1인미디어콘텐츠제작에맞춤화된스튜디오! 혼밥이지겨운밀레니얼들의소셜다이닝으로즐기는집밥!

삼성전자제품을마음껏체험해볼수있는환경조성 쉐프가되고식사를즐길기며정보를공유하는커뮤니티조성



3층 우리, 삼성에 빠지다

엘스컬레이터

브랜드스토리에이미관심이있다

삼성의팬덤 스토리를확산

별다른삼성의가치를공유하는공간



3층 우리, 삼성에 빠지다

엘스컬레이터

별다른삼성의가치를공유하는공간



IMC 전략 개요

디프런트, 거기괜츈함?

디프런트, 꿀잼핫플!

디프런트, 백번가세요~

온라인 영상 광고

온라인 프로모션

오프라인 프로모션



인지단계 – 온라인 영상광고

스토리보드

실행 방안 및 기대효과

“우리 갈래?”

하.. 이제할건다했는데,
또뭐하고놀아야하지?

우리, 갈래?

남다른 당신,
디프런트한 공간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디프런트함을 즐겨라!

•

•



경험단계 – 오프라인 프로모션

‘미니 디프런트’ 팝업 스토어

“언제 어디서든 디프런트를 경험하라!”

기대효과

•

•

대학가

회사밀집지
역

인천국제공
항



확산단계 – 온라인 프로모션

동아리방 / 자취방을 Best 카멜레존으로!

“당신의 공간을 ‘디프런트’하게 채워드려요”

기대효과

•

•

인테리어 완전 취향저격ㅠㅠ

내 방도 이랬으면 좋겠드아ㅜ
저 이 방 갖고싶어요!!
#디프런트 #삼성디지털프라자

내가 꿈꿔왔던 자취방ㅠㅠ

#디프런트 #삼성디지털프라자

STEP 1 STEP 2

#디프런트 #삼성디지털프라자 고마워요!

꿈꿔오던 자취방을 선물해준

STEP 3

•



Executive Summary

.

상황분석

컨셉제안

공간구성

홍보전략

트렌드

밀레니얼

Case Study

사회전반적으로확산된경험소비트렌드에따라,삼성디지털프라자역시다양한변화를시도했지만,구매를
유도하는체험만제공하여,그방문객이구매의사및구매능력이확보된일부밀레니얼에한정되었다.

하지만밀레니얼은트렌드세터이기에그들의관심과방문을유도해야하며,이를위해삼성디지털프라자내부의
부담감을낮추고,공간의매력을올려야한다.

애플과배민은스토리를전달함으로서팬덤을만들고,그팬덤이브랜드가치를확산하였지만,삼성은그브랜드
스토리를일방적으로전달만하고,공감시키지못했다.

타겟분석 밀레니얼

저마다다른밀레니얼을위한또다른삼성디지털프라자,[디프런트]

공간인삼성디지털프라자가밀레니얼에공감하면,밀레니얼은자연스럽게삼성의스토리를접하고,
방문–경험–선호-구매의선순환에의해능동적인브랜드팬덤으로진화할것이다.공간의역할

소속감을통해‘나다움’을느끼고,‘나다움’을통해소속감을느끼는밀레니얼은[나나랜드에사는인싸이더]이다.

1층 1 and only. 쇼룸,텐화점,포토존으로이루어진,남들과다른나의취향을확인하는공간.

2층 2gether. 커뮤니티룸으로이루어진,취미로색다른가능성을탐색하는공간.

3층 3sung. 제품체험존,컨설팅룸, AS존으로이루어진,별다른삼성의가치를공유하는공간.

영상광고(인지단계),팝업스토어(경험단계)와SNS확산이벤트(확산단계)를거쳐,삼성디지털프라자로의방문을유도한다.

.E.O.D.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