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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MFORCE SNS Monthly Report 는엠포스마케팅사이언스서비스 Data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Report 에 쓰인 SNS data/ Bigdata/ Target data 등은엠포스솔루션을통해산출된엠포스고유의자산입니다.

이는 실제 업종 간 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무단 사용 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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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케팅현황
온라인 패션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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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의류업종 온라인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인터넷 쇼핑(PC)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모바일 쇼핑은 연간 30%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업종 1위 LF몰은 연 매출 20% 이상이 통합몰에서 발생, SSF샵과 코오롱몰은 각 매출액 1,000억원 돌파

온라인 패션시장 모바일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

패션의류업종 온라인 시장 동향 국내 패션몰 빅3 온라인몰 매출 현황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출처 : KTB투자증권/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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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950 3,791,098 
3,456,075 3,210,784 

4,610,009 

6,440,533 

8,583,071 

10,789,55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예상)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합계

12조
391억

10조
2,316억

8조
4,609억

14조

2017년 2018년 2019(예상) 

LF몰 코오롱몰 SSF몰

3,056억

4,600억
5,001억

1,500억 1,700억

651억

1,100억
1,450억

6조
4,406억

8조
5,831억

10조
7,900억

3조
8,509억

3조
7,910억

3조
4,560억

3조
2,100억

*단위: 원*단위: 원

ONLINE FASHION MALL SNS MARKETING

4조
6,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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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패션몰, 모바일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

LF몰 온라인 마케팅 예산 SSF샵 온라인 마케팅 예산코오롱몰 온라인 마케팅 예산

• 주요 패션몰의 마케팅 예산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광고비 증가세

• LF몰은 전체 온라인 광고비의 90% 이상을 모바일에 집중하며 패션 온라인몰 중 가장 큰 마케팅 비용 투여

• 코오롱몰은 2017년까지 PC 광고비 비중이 높았으나 2018년 이후 모바일 비중 큰 폭 확대, SSF샵은 2019년 이후 모바일 중심의 광고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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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서치 애드(최근 3년간) / 2019.05

2017 2018 2019

PC 모바일

2017 2018 2019

PC 모바일

2017 2018 2019

PC 모바일

56억

92%

13억

8억

6억

1.4억

93%

95%

63%
84%

41%

80%

53억

37%
16%86%

1.1억

0.4억

59% 20%

ONLINE FASHION MALL SNS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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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광고 급증 추세에 따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 또한 성장 중

• 온라인 설문 결과 인플루언서의 브랜드 콘텐츠 경험자 중 34%가 실제 제품 구매로 연결되었음

• 온라인 패션몰도 브랜드 제품의 모델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까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진행 중

SNS 콘텐츠 : ‘인플루언서’ 시장 성장 및 다양한 마케팅 집행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 및 효과 분석 패션몰별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 현황

*출처 : Mediakix *2019-2020년도는 추정치

0.5 

2.5 

4.4 

6.3 

8.2 

1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
*단위 : 10억 달러

브랜드 콘텐츠를 시청한 339명 중
115명(34%)이 제품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

브랜디드
콘텐츠 경험자

58.7%

브랜드
구매 경험

34.0%

인플루언서 브랜드 콘텐츠와 구매 경험 상관관계

코오롱몰 LF몰 SSF샵

스포츠웨어 착용 후
라이브 골프 방송

패션화보 및 스타일링과
함께 할인 쿠폰 제공

인플루언서 멘토 중심으로
일반인 패션 모델선발

ONLINE FASHION MALL SNS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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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포스 SNS 솔루션 Data : 약 850여개 브랜드 기준 분석

• 플랫폼의 변화 : 패션몰은 젊은 연령층의 사용 비중이 높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SNS 운영

• 소재 유형의 변화 :  인스타그램에서 고객 참여가 우수한 ‘영상’ 소재 활용도가 증가

SNS 광고 : ‘인스타그램/ 영상’ 에 대한 활용도 증가

SNS플랫폼 별 소재 노출 비중(%) 변화 Creative 유형 별 노출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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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년~2019년 엠포스 SNS Team Solution

73%

48%
33%

27%

52%
67%

2017년 2018년 2019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2018년도부터 패션업종은인스타그램중심으로광고노출비중이높음

ONLINE FASHION MALL SNS MARKETING

55% 53%
42%

45% 47%
58%

2017년 2018년 2019년

이미지 영상

• 연간, 영상을활용한SNS 광고노출비중이상승
• 특히,  2019년도들어서는스토리영역의다양한변화로, 영상노출비중60% 까지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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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포스 SNS 솔루션 Data : 약 850여개 브랜드 기준 분석

• 영상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 와 ‘컬렉션 프로덕트’ 고객 참여도가 매우 우수

• 고객 참여도 지표는 광고 효율성에 있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패션몰은 고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덕트를 시도하고 있음

SNS 광고 : ‘고객참여’ 를 유도하는 ‘스토리/컬렉션’ 의 시도

프로덕트 별 고객 참여도 비교 고객참여도에 따른 광고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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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년~2019년 엠포스 SNS Team Solution/IAG Research, 2009/인게이지먼트 광고 효과

ONLINE FASHION MALL SNS MARKETING

Single image multi image Story- Video Collection(Video+image)

• 이미지(싱글/멀티) 대비, 영상을활용하는프로덕트가고객참여도3배이상우수

스토리/ 컬렉션 참여도 우수

7

3

21

24

브랜드 상기도 메시지 상기도

낮음 높음

• 고객참여가높을수록,  브랜드& 메시지상기도최소3배~8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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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폴 아웃도어 : 영상 몰입도가 높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하여, 영상 반응도와 제품 구매유도 성과 개선

• 스타일쉐어 : 타겟팅 기법과 다양한 광고형태 Mix 를 통해, 소재 반응도 제고 및 구매 전환 극대화

→ 패션 업종들은 SNS 매체의 인터렉션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덕트에 집중하는 추이를 보임

SNS 마케팅 사례 : ‘고객참여/ 영상 몰입도’ 극대화

빈폴 아웃도어 –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타일쉐어 – 컬렉션 (광고형태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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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페이스북 비즈니스

ONLINE FASHION MALL SNS MARKETING

• 목표 : 몰입도 높은 동영상으로 제품 구매 유도
• 사용 상품 : 인스타그램 스토리

• 소재 전략
→ 5초짜리 영상으로. 유명인이 만든 스토리 컨셉
→ 타겟 몰입도 극대화를 위한 풀 사이즈 영상
→ 전환 유도를 위한 행동 유도버튼

• 결과
→ 영상 조회율은 2배/ 전환은 1.4배 상승
→ 영상 시청자 리 타겟 진행

• 목표 : 신규 앱 설치 획득과 구매 전환 극대화
• 사용 상품 : 페이스북 컬렉션

• 소재 전략
→ 신규 타겟 : 시즌 주력 상품 이미지 광고
→ 리 타겟 : 카탈로그 기반의 컬렉션 광고

*영상과 제품을 동시 노출

• 결과
→ 활성 이용자 20% 증가
→ ROAS 15배/ 클릭률 6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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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CREATIVE 분석
온라인 패션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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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경우 PC를 통한 유입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모바일을 통한 유입이 76%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 모바일 쇼핑의 경우, [여성] 비중이 70% 이상인 업종 & 플랫폼 특성을 그대로 반영 됨

• 남성은 PC를 통한 2030대의 유입이 높았고, 여성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높은 유입을 보이며 코어타겟으로 분석됨

①. LF몰 : 플랫폼 별 타겟 분석

성별 PC/모바일 검색 비중 연령별 PC/모바일 검색 비중

55%

45%

24%

76%

남성 여성

PC 모바일

47% 50%

29%
16%

53% 50%

71%
84%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87%
77%

54%

30%

13%
23%

46%

70%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PC 모바일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 출처 : 브랜드K 플랫폼과 성별 비중(%) 비교/ 네이버 광고시스템(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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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F몰 : SNS Creative 분석

Core 타겟 전략: 40대 이상 여성 셀럽 연계Young 타겟 : 인기 브랜드 할인

• 코어 타겟 : 40대 고 연령층 여성을 타겟팅하여, 고 단가의 뷰티/ 잡화 중심으로 소재 기획 → 가격적인 메리트를 강조하여 구매 유도

• 영 타겟 전략 1. 인기 브랜드 할인 – 헤지스/ 질 스튜어트

• 영 타겟 전략 2. 인기 셀럽 연계 이벤트 진행

13

• 인기브랜드(설화수등) 와고단가명품라인할인

→기간제혜택, 1+1 상품혜택등비교적비싼상품을
저렴하게구매할수있는혜택을강조

• 시즈널할인
• 헤지스/ 질스튜어트할인등인기브랜드할인노출

• 닥스/ 질스튜어트등인기브랜드와
인기셀럽을연계한이벤트진행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출처 : 2017년~2019년 엠포스 SNS Team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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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유형 : LF몰은 단일 이미지 광고의 제작 비중이 85%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메시지 : 특정 브랜드의 상품, 기획전보다는 상품 카테고리별(ex.명품, 화장품) 기획전/ 할인쿠폰과 이벤트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비중이 지난 3년간 7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40대 코어타겟의 반응도를 높이기 위해, 고 단가 상품/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컷 이미지] 중심으로 SNS 마케팅 주력

①. LF몰 : 연도별 SNS 마케팅 변화

광고유형 별 노출비중(%) 변화 메시지 별 노출비중(%) 비교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85% 88% 86%

13% 9% 12%

2017 2018 2019

단컷 슬라이드 영상

12% 9% 13%

18% 20% 14%

70% 71% 73%

2017 2018 2019

단일 브랜드 복수 브랜드 전사 이벤트/할인

*출처 : 2017년~2019년 엠포스 SNS Creative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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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녀 타겟 반응도가 높은 [tngt], [비욘드클로젯] 브랜드의 확산도가 매우 높음

• 또한, 젊은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브랜드 확산도 역시 우수한 편.

→ Young 타겟을 겨냥한 콘텐츠 확산에 주력

①. LF몰 : SNS 확산 콘텐츠 분석

SNS 연관 키워드 분석 SNS Engagement 우수 콘텐츠

• 출처 : 엠포스 Bigdata Team(2019.06.21)/기준 : 최근 12개월 간

15

상품 count 브랜드 count 속성 count 해시태그 count

셔츠 860 tngt 1799 모델 1350 #LF몰 2227

티셔츠 728 티엔지티 1719 광고 1111 #LFmall 1680

가방 482 비욘드클로젯 765 입지 1075 #박티엔 580

여행가방 237 비욘드 743 컬러 848 #박보검트렌치 561

캐리어 237 질스튜어트 463 캐주얼 697 #TNGT박보검 530

액세서리 215 인스타그램 343 프로필 632 #박보검자켓 521

크로스백 161 리그램 292 시즌 533 #박코트 521

코트 161 헤지스 275 스타일 496 #박보검셔츠 520

지갑 156 캐리어 237 아이템 488 #lf몰 494

패딩 127 라푸마 210 브랜드 478 #티엔지티 338

신발 90 라인 133 추첨 394 #tngt 303

원피스 88 질바이질스튜어트 133 제품 391 #내일뭐입지 272

의류 76 twitter 128 경품 387 #beyondcloset 239

할인쿠폰 76 hazzys 121 캠페인 384 #박보검패션 238

• 20대남녀반응도가높은브랜드[tngt], [비욘드클로젯] Word 확산도높음

• 해시태그의경우, 브랜드명과tngt모델인박보검관련해시태그확산도높음
→ tngt브랜드에서인플루언서를활용한마케팅을적극적으로활용

• Daks/ 뷰티/ Tngt등에서인플루언서를활용한콘텐츠확산도가매우높은편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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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몰의 경우 패션몰 3사 중 브랜드K 쿼리량이 가장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유입량 또한 타사 대비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 18년 8월을 기점으로 유입량이 하락하는 양상과 동일 시점 SNS 버즈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유입량이 하락하는 시점에 맞춰 SNS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

→ 브랜드 검색량 상승폭 낮으나, SNS 콘텐츠 확산을 통한 버즈량과 유입량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이를 보임

①. LF몰 : 월별 검색량/ 버즈량 추이

월별 브랜드 쿼리/ 유입량 추이 월별 SNS 버즈량 추이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 SNS 버즈량 : 엠포스 빅데이터 팀 – 대표브랜드K 가 SNS 플랫폼 내 확산된 콘텐츠 수• 브랜드K 쿼리량 :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월별 검색량
• 유입량 : 네이버 데이터 랩 - 브랜드 별 네이버 쇼핑 섹션 유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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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몰 SNS 운영분석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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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경우 PC를 통한 유입 비중이 56%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모바일을 통한 유입이 70%로 PC 대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여성은 모바일 20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이는 ‘에잇세컨즈’, ‘빈폴레이디’ 등과 같은 젊은 여성들이 선호도 높은 제품군의 영향이 반영됨

②. SSF샵 : 플랫폼 별 타겟 분석

성별 PC/모바일 검색 비중 연령별 PC/모바일 검색 비중

PC 모바일

56%

44%

30%

70%

남성 여성

PC 모바일

85%
75%

40%

25%

15%
25%

60%

75%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16%

42%

15%
23%

84%

58%

85%
77%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18

• 출처 : 브랜드K 플랫폼과 성별 비중(%) 비교/ 네이버 광고시스템(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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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F샵은 ‘빈폴’ 브랜드를 전면으로 전 타겟군에게 노출시키는 전략을 구사

• 주로 이미지 좌측 하단에 제품군별 세일 정보와 최대 할인율을 카피를 넣어, 슬라이드 형태의 광고를 진행

• 노출 브랜드 역시, 20대~30대 초반의 반응도가 높은 캐쥬얼과 스포츠 브랜드 광고가 다수를 차지

②. SSF샵 : SNS Creative 분석

Young 타겟 - 남성 Young 타겟 - 여성

19

• 빈폴스포츠웨어(패딩) 상품을 중심으로남성타겟겨냥
• 모델촬영컷image 와할인율을강조하여, 구매반응도제고

• 빈폴액세서리카테고리중심으로가방/ 잡화상품노출
• 좌측하단에할인율기재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출처 : 2017년~2019년 엠포스 SNS Team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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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F샵은 슬라이드 광고의 제작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광고 소구점의 경우 지난 3년간 단일 브랜드를 소구하는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였으며,

빈폴 브랜드의 캐쥬얼 및 잡화 상품을 슬라이드 광고 형태를 사용하여 주로 소구하는 것으로 확인됨

②. SSF샵 : 연도별 SNS 마케팅 변화

광고유형 별 노출비중(%) 변화 메시지 별 노출비중(%) 비교

10% 9% 8%

90% 91% 92%

2017 2018 2019

단컷 슬라이드

72%
77% 73%

28%
23% 27%

2017 2018 2019

단일 브랜드 복수 브랜드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출처 : 2017년~2019년 엠포스 SNS Creative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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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F샵의 주력 브랜드인 [빈폴], [에잇세컨즈] – 2개의 확산도가 우수

• 에잇세컨즈의 공식 채널을 통해 SSF 샵 연관 콘텐츠 & 해시태그 확산이 우수

②. SSF샵 : SNS 확산 콘텐츠 분석

SSF샵 SNS 연관 키워드 분석 SNS Engagement 우수 콘텐츠

• 출처 : 엠포스 Bigdata Team(2019.06.21)/기준 : 최근 12개월 간

21

상품 count 브랜드 count 속성 count 해시태그 count

셔츠 56 삼성물산 289 온라인 246 #패션 300

의류 54 삼성 255 상품 187 #매장 227

에코백 50 빈폴 138 브랜드 161 #패션부문 259

티셔츠 48 에잇세컨즈 77 통합 161 #상품 187

토트백 40 seat 77 디자인 135 #브랜드 161

원피스 39 hera 75 고객 129 #삼성물산패션 152

모자 37 앤더슨벨 66 가격 112 #빈폴 138

액세서리 35 10꼬르소꼬모 36 관심 96 #디자인 135

파우치 35 빈폴키즈 30 스타일 90 #패션위크 83

코트 31 갤럭시 23 구매 89 #무신사 80

남성복 26 프라다 22 컬러 85 #헤라서울패션위크 77

재킷 26 빈폴레이디스 20 소재 84 #서울컬렉션 76

가방 24 더샵 19 티켓 77 #팔로우이벤트 35

패딩 23 캐리어 15 아이템 75 #삼성패션 52

• 삼성계열브랜드인[빈폴] 과[에잇세컨즈] 의Word 확산도우수 • 삼성계열브랜드인[빈폴] 과[에잇세컨즈] 의Word 확산도우수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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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F샵은 시장 후발주자로, 패션몰 경쟁사 대비 브랜드K 쿼리량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

• SSF샵의 경우 18년 8월과 19년 1월을 기점으로 유입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입량이 감소하는 시점 버즈량이 증가

• 버즈량 증가 이 후 유입량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미루어 보아, 버즈량 하락 시점에 맞춰 SNS 이벤트 진행 이 후 버즈량 및 유입량이 순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②. SSF샵 : 월별 검색량/ 버즈량 추이

월별 브랜드 쿼리/ 유입량 추이 월별 SNS 버즈량 추이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 SNS 버즈량 : 엠포스 빅데이터 팀 – 대표브랜드K 가 SNS 플랫폼 내 확산된 콘텐츠 수• 브랜드K 쿼리량 :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월별 검색량
• 유입량 : 네이버 데이터 랩 - 브랜드 별 네이버 쇼핑 섹션 유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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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몰은 스포츠 브랜드 상품을 주요 상품으로 취급하는 특성에 따라, PC는 남성 비중이 높고 모바일은 여성 비중이 높은 편

• 모바일에서는 전 연령층 남성과 여성 비중이 매우 균등함

• PC에서는 모바일 보다, 전 연령층 남성 타겟의 비중 매우 높은 편

③. 코오롱몰 : 플랫폼 별 타겟 분석

성별 PC/모바일 검색 비중 연령별 PC/모바일 검색 비중

PC 모바일

65%

35%34%

66%

남성 여성

PC 모바일

87%
78% 77% 81%

13%
22% 23% 19%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52% 54% 50% 45%

48% 46% 50% 55%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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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브랜드K 플랫폼과 성별 비중(%) 비교/ 네이버 광고시스템(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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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후반부터, 인스타그램 Shop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컬렉션’ 광고 유형을 강조하여 운영 중

• 각 타겟 별 인기도가 높은 브랜드를 선정 > 컬렉션 광고 요소를 활용하여, 세일 메시지와 상품 구매를 동시에 전달

→ 인스타그램 App 자체에서 코오롱몰의 다양한 상품 노출이 가능

③. 코오롱몰 : SNS Creative 분석

Young 타겟 - 여성 Young 타겟 - 남성

25

• 브랜드: 럭키슈에뜨/ 아카이브앱크(슈스스TV 한혜연추천브랜드)
• 광고요소:  할인+다양한상품노출로, 구매유도가편리한컬렉션

• 브랜드: 에피그램/ 시리즈등
• 광고요소:  할인+다양한상품노출로, 구매유도가편리한컬렉션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출처 : 2017년~2019년 엠포스 SNS Team Solution

Young 타겟 - 여성 Young 타겟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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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에는 다양한 상품 노출이 가능한 ‘슬라이드‘ 광고 중심으로 운영

• 2019년도부터는 고객참여도가 우수한‘컬렉션’ 노출 비중이 상승 → 다양한 상품 디테일의 노출 강화 전략으로 해석

• 크리에이티브 소구점은 타겟 별 반응도가 우수한 다양한 브랜드 상품 노출 주력

③. 코오롱몰 : 연도별 SNS 마케팅 변화

광고유형 별 노출비중(%) 변화 메시지 별 노출비중(%) 비교

85%

25%

10%

10%

60%

65%

5%
15%

10%

15%

2017 2018 2019

단컷 슬라이드 영상 컬렉션

73%

45%
33%

27%

55%
67%

2017 2018 2019

단일 브랜드 복수 브랜드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출처 : 2017년~2019년 엠포스 SNS Creative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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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터와 관련된 상품과 주요 브랜드인 코오롱스포츠, 헨리코튼 등 상품 카테고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이벤트성 해시태그 우수 > SNS 참여 이벤트를 통한 확산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

→ 참여 이벤트와 기간 한정 세일 강조 콘텐츠로 참여를 유도하는 경향을 보임

③. 코오롱몰 : SNS 확산 콘텐츠 분석

코오롱몰 SNS 연관 키워드 분석 SNS Engagement 우수 콘텐츠

• 출처 : 엠포스 Bigdata Team(2019.06.21)/기준 : 최근 12개월 간

27

상품 count 브랜드 count 속성 count 해시태그 count
패딩 1066 잼라이브 2361 온라인 408 #잼라이브 2271
잼 550 뉴발란스 264 혜택 363 #코오롱몰아우터페스티벌 2172

코트 175 코오롱스포츠 202 겨울 281 #코오롱몰 946
여름가방 46 럭키슈에뜨 99 브랜드 149 #코아페 278

점퍼 23 헨리코튼 45 공식 105 #잼아저씨 259
핸드백 20 슈콤마보니 38 프로모션 96 #추천인코드 243

액세서리 11 휠라 12 품목 58 #뉴발란스 146
캐시미어코트 11 럭키슈에뜨 11 맨투맨 53 #jamlive 140

지갑 10 커스텀멜로우 9 기획전 47 #코오롱 100
파우치 6 에피그램 5 디자인 31 #코오롱아우터페스티벌 68

비치타월 5 조말론 4 라이프스타일 28 #kolonmall 44
숄더백 5 블랑 4 문제 28 #롱패딩 44
숏팬츠 5 코엑스몰 4 할인 28 #코오롱패딩 34
에센스 5 글라스락 4 출시 27 #잼라이브우승 25

• 스포츠브랜드인[뉴발란스], [코오롱스포츠], [럭키슈에뜨] 등주력브랜드와동일한추이를보임
• SNS 참여형이벤트해시태그를통한확산이높은편으로판단

• 코오롱몰공식채널을통한, 해시태그와리그램이벤트를진행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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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몰의 경우 18년 11월을 기점으로 SNS 버즈량 및 브랜드K 쿼리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해당 시점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와 SNS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

• 이는 이벤트 기간 브랜드K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 SNS상 전파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일시적인 상승으로 분석

• 유입량의 경우 버즈량 및 브랜드K 쿼리량 증가 폭 대비 다소 저조한 양상을 보였으며, 주로 버즈량 상승 여부에 따라 그 추세가 후순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

③. 코오롱몰 : 월별 검색량/ 버즈량 추이

월별 브랜드 쿼리/ 유입량 추이 월별 SNS 버즈량 추이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 SNS 버즈량 : 엠포스 빅데이터 팀 – 대표브랜드K 가 SNS 플랫폼 내 확산된 콘텐츠 수• 브랜드K 쿼리량 :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월별 검색량
• 유입량 : 네이버 데이터 랩 - 브랜드 별 네이버 쇼핑 섹션 유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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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몰 SNS 운영분석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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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CREATIVE 분석
편집샵/명품/스포츠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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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포츠 브랜드

Nike FilaAdidas

• 소재 유형 : 비주얼 강조한 이미지 – Single image + Multi image

• 신규 상품 런칭 시, 상품의 기능 강조/ 상품의 아이덴티티 등을 강조한 비주얼 중심의 소재 활용

31

*출처 : 2019년 엠포스 Creative LIBRARY 통해 수집된 광고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이미지/ 프로덕트 강조 이미지/ 프로덕트 강조 이미지/ 프로덕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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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집샵

W컨셉 29Cm무신사

• 소재 유형 : 베스트/ 시즈널 상품을 다양하게 노출– Multi image

• W 컨셉 : 캠페인 목표를 ‘앱 다운로드’ 로 활용

• 무신사 : 여름 세일 기획전과 이벤트 참여 목적으로 활용 중

32

*출처 : 2019년 엠포스 Creative LIBRARY 통해 수집된 광고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베스트 상품 소재 노출

앱 다운로드 캠페인

시즈널 이벤트 참여
베스트 상품 소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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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 – ‘유니클로’ 가 가장 많은 광고 노출 횟수를 보이며, 할인/ 기간제 시즌 이벤트 등 소재 노출 전략을 구사

• 전문 브랜드몰 :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 중심으로 노출

③. SPA/ 캐주얼 브랜드

유니클로 – SPA 브랜드 라코스테 & 빈폴 – 전문 브랜드몰

33

*출처 : 2019년 엠포스 Creative LIBRARY 통해 수집된 광고

인기상품 할인/기간제 제품 착용/모델 활용 기간제 종합 이벤트

• 쇼핑몰의가장전형적인유형광고
→ 할인이벤트/ 베스트상품가격할인

베스트 상품 – 상품 강조 베스트 상품 – 모델 시즌 이벤트

• 쇼핑몰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유형
→ 할인이벤트/ 베스트상품가격할인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eMFORCE SNS MONTHLY REPORT

• 브랜드 가치/ 감성/ 아이덴티티를 녹일 수 있는 메시지 전달에 주력

→ 대다수 업체에서 Video 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스토리/ 컬렉션 등 인터렉션 요소가 높은 광고 프로덕트를 적극적으로 사용 중

④. 명품 브랜드

구찌 버버리/ 보테가 베네타

34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조

BURBERRY Bottega Veneta

영상
인스타그램 스토리 컬렉션(영상+상품)

ONLINE FASHION MALL SNS CREATIVE TREND

*출처 : 2019년 엠포스 Creative LIBRARY 통해 수집된 광고



eMFORCE SNS MONTHLY REPORT

4

SNS 6월 업데이트

Instagram/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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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의 오가닉 피드 게시물 영역의 콘텐츠 광고 테스트 진행

• 콘텐츠 자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랙션 요소 비 노출 테스트 시작

Instagram –Feed 영역

인스타그램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테스트 시작 인스타그램 피드의 좋아요/ 조회 수 카운트 비 노출 테스트

36

*출처:인스타그램매체제공(2019.06)

▪ 미국 내 제한적 테스트(~6월)
▪ 광고주들이 크리에이터의 오가닉 피드 게시물을

광고로 홍보 가능
▪ Paid partnership with 태그 노출

▪ 브랜디드 콘텐츠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성과 측
정의 한계(도달, 참여만 측정) → 보다 자세하게 성
과 측정 가능, 브랜드 성과 증대/광고 상기도 측정
할 수 있는 테스트 및 학습 활용 가능

▪ 비즈니스의 타겟에 해당 콘텐츠 노출 가능

▪ 공유하는 콘텐츠에 보다 집중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 환경을 만들기 위함

▪ 사용자들에게만 비 노출되며,
인사이트에서는 카운트 확인 가능

INSTAGRAM&FACEBOOK PRODUC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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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맞춤형 광고 상품인 다이나믹 광고의 노출 지면이 스토리까지 확장

• CTA 버튼 [경험] 에 대한 테스트 시작 - 스토리 광고에 대한 시청 시간 확대

Instagram –Story 영역

인스타그림 스토리 영역 다이나믹 광고 노출 시작 인스타그림 스토리 CTA 버튼 클릭경험에 대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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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스타그램매체제공(2019.06)

▪ [스토리] 영역에 다이나믹 광고 업데이트

▪ 다이내믹 광고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단일 이미지와 확장형 슬라이드 광고 사용 가능
(최대 10장의 카드)

▪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드용 다이내믹 광고 업로드시
자동 노출위치를 통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노출되도록 설정

▪ 9:16 소재가 아니므로 확장형 스토리 광고로 노출

▪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광고를
더 오래 볼 수 있고, 클릭 후 인앱 브라우저에서
보다 좋은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

▪ CTA 버튼을 탭하거나 swipe-up할 경우, 
상단에는 광고가 노출 유지되고 인앱 브라우저가
화면 하단의 일부에 노출

▪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위로 끌어올리기 가능

INSTAGRAM&FACEBOOK PRODUC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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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쇼핑 콘텐츠의 공유를 위한 @shop 계정 공식 런칭

• 인스타그램 피드에서의 ‘왓츠앱 메시지 보내기’ 광고 런칭

Instagram –etc.

인스타그림 @shop 계정 런칭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왓츠앱 메세지 보내기 광고 런칭

38

*출처:인스타그램매체제공(2019.06)

▪ 인스타그램 내 쇼핑과 관련된
제품/ 브랜드/ 기업/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한 계정

▪ 인스타그램 소유의 공식 계정
▪ 광고 상품이 아니며, 콘텐츠 게재에 대한 신청 불가

→ 쇼핑을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함으로, 커뮤니티 트렌드에 의해서만 게재

▪ 인스타그램 피드에서도 왓츠앱 클릭 광고 도입

▪ 지원하는 캠페인 목표
:    메시지, 트래픽, 웹 사이트 전환, 도달, 

브랜드 인지, 참여, 동영상 조회

▪ 확인 가능한 지표
:  링크 클릭, 메시지 응답,메시지 대화 시작 등

INSTAGRAM&FACEBOOK PRODUC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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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가상화폐사업 ‘리브라 프로젝트‘ 를 진행하기로 공개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SNS 플랫폼을 넘어, ‘비즈니스 플랫폼’ 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Facebook –가상화폐도입으로, 인앱결제활성화예상

39

*출처:페이스북매체제공(2019.06)

▪ 페이스북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가상화폐 사업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
▪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출시하겠다는 것이 핵심
▪ 리브라를 쉽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월렛 ‘칼리브라’ 앱을 함께 출시 예정

[페이스북가상화폐리브라프로젝트]

Step1. 상품 태그 Step2. 제품정보 확인 Step3. 인앱결제

[페이스북가상화폐리브라프로젝트]

▪ 가상화폐 결제시스템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에서 인스타그램 앱 내에서 자체 결제 기능을 테스트 중

INSTAGRAM&FACEBOOK PRODUC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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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FORCE SNS Insight Report
* 클릭하시면 각 업종별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sns-media.co.kr/wp-content/uploads/2018_eMFORCE-annual-report.pdf?cate=sales-report
http://www.sns-media.co.kr/wp-content/uploads/1903_Salesreport.pdf?cate=sales-report
http://www.sns-media.co.kr/wp-content/uploads/1904_Salesreport-1.pdf?cate=sales-report
http://www.sns-media.co.kr/wp-content/uploads/%EC%97%A0%ED%8F%AC%EC%8A%A4Salesreport_%EC%A2%85%ED%95%A9%EC%97%AC%ED%96%89%EC%82%AC_190515%EC%B5%9C%EC%A2%85.pdf?cate=sale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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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SNS광고문의 :  sns_ad@emforce.co.kr

빅데이터문의 :  bigdata@emforce.co.kr

Contact Us

www.sns-media.co.kr

www.facebook.com/snsmedia.manager

www.emforc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