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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채널을 넘어  

혁신의 도구로 진화하는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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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셜미디어를 혁신의 도구로 활용한 T-모바일과 샤오미 

II. [T-모바일]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 Uncarrier의 혁신을 직접 주도하다 

III. [샤오미] 열성팬을 샤오미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으로 불러들이다 

IV. 소셜미디어 기반의 혁신은 고객의 소리를 적극 수용하는 유연함에서 시작 

현재 소셜미디어는 열린 소통 채널에서 새로운 마케팅 플랫폼으로 거듭나며 기업 경영의 필수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상품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일방향적 채널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T-모바일과 샤오미의 사례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기업 혁신의 기반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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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혁신의 도구로 활용한 T-모바일과 샤오미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춘추전국시대처럼 치열했던 ICT 시장 내 경쟁이 안정화 되는 가운데, 현재는 

선발사업자들 중심의 시장고착화가 진행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우세가 계속되며 좀처럼 

시장의 판도가 바뀌지 않는 경쟁 환경 속에서도, 시장고착화를 깨고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혁신적인 

후발사업자들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미국의 이동통신사업자 ‘T-모바일’과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T-모바일과 샤오미가 약진하게 된 배경으로 두 사업자의 서비스·제품 혁신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타 사업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또 다른 혁신’이 존재한다. T-모바일과 

샤오미는 소셜미디어의 주 사용층인 2030 세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를 소통 채널에서 

혁신의 도구로 발전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86%가 자사 페이스북을 운영 중이고, 41%가 2015년 소셜미디어 예산을 전년대비 

확대1)하는 등 소셜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소통 채널을 넘어 기업 혁신의 첨병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비즈니스에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홍원균, KT 경제경영연구소(wonkyun.hong@kt.com)

소통 채널을 넘어 혁신의 도구로 진화하는 소셜미디어

현재 소셜미디어는 열린 소통 채널에서 새로운 마케팅 플랫폼으로 거듭나며 기업 경영의 필수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상품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일방향적 채널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T-모바일과 

샤오미의 사례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기업 혁신의 기반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EY MESSAGE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 무선 가입자 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출처:카날리스, 월스트리트저널. ’15.9
출처:각사 IR자료, ’15.3

1) KPR소셜커뮤니케이션연구소, ’15.7



[T-모바일]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 Uncarrier의 혁신을 직접 주도하다

VoC를 혁신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소셜미디어 전담조직 T-Force

T-모바일의 약진을 주도하고 있는 원동력은 바로 Uncarrier 전략이다. Uncarrier는 이제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T-모바일의 경영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T-모바일은 Uncarrier 출시와 함께 

2030 세대를 겨냥한 젊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확산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모바일의 이슈 메이킹·확산 활동으로 인해 2030 세대가 주 사용층인 소셜미디어에 Uncarrier 관련 

멘션과 VoC가 집중되기 시작했다. Uncarrier 출시 이전 약 300만명이었던 T-모바일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Uncarrier 출시 이후 510만명으로 58.8% 증가했다. 자연히 소셜미디어로 모이는 2030 

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T-모바일은 Uncarrier 출시 2개월만에 소셜미디어 전담조직인 ‘T-Force’를 신설했다. 전파력이 

높은 2030 고객의 VoC를 소셜미디어 채널로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앱 ‘MyAccount’와 웹 커뮤니티 

‘T-모바일 Support’라는 2개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집중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T-모바일 Support 

내에서는 회원 간의 소통 기능을 강화해 VoC가 커뮤니티 내에서 자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적극적으로 VoC를 해결한 회원들은 ‘Pillars’라는 그룹으로 묶어 특별 관리하고 있다.

T-Force를 통한 VoC 해결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T-모바일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845%, VoC 

해결율은 12% 증가했으며, 고객대기시간은 3분, 전체상담시간은 1분 감소2)하는 등 VoC와 관련된 

지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T-Force가 단순히 VoC 해결만 하는 것은 아니다. T-Force의 또 다른 역할은 VoC 해결과정과 

T-모바일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증가 추이

출처: Forbes Insight, T-모바일 홈페이지, SocialBaker 재구성

(단위:만명)

2) Consumer-Goods Technology, ’14.7



소셜미디어의 주 사용층인 2030을 타겟으로 Uncarrier를 지속 확산

앞서 언급한 대로 T-모바일은 Uncarrier 1.0 공개 이후, ‘반항아’, ‘락스타’ 등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재포지셔닝하며 2030 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기존의 CM, IR 자료, 

소매점 디자인 등을 마젠타 컬러로 대표되는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개선했으며. T-모바일 

컨퍼런스콜을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기존 Telco들이 가지고 있던 고루하고 

딱딱한 이미지를 일소하는데 힘썼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Uncarrier 전략의 확산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 활동은 2030 세대가 주 사용층인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ICT 업계 유명인사 중 가장 많은 트윗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진 T-모바일의 CEO John Legere는 신규 Uncarrier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트윗을 보내 팔로워들의 기대를 자아내기도 한다. 또한, T-모바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은 개성 있는 Uncarrier의 티저 영상을 배포하는 등 소셜미디어 상에 Uncarrier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VoC 사후설문에서 각각 GRE, myVOC라는 이름의 고객데이터를 수집해 상품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T-Force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고위경영진과 사업부서가 고객의 만족도와 Pain Point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Uncarrier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Uncarrier 8.0은 고객 VoC로부터 

직접적인 요청을 받아 출시된 서비스임을 CEO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T-모바일의 VoC 해결 및 고객데이터 수집을 통한 혁신 프로세스

T-모바일의 IR 자료 디자인 변화 자유로운 분위기의 T-모바일 컨콜

Uncarrier 이후Uncarrier 이전



[샤오미] 열성팬을 샤오미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으로 불러들이다

Mi Fan, 소셜미디어를 통해 샤오미의 제품 혁신에 참여

‘중국의 애플’이라 불리는 샤오미는 2010년 설립되어 불과 5년만에 기업가치 460억 달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샤오미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애플 제품에 대한 벤치마킹, 저가전략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Mi Fan’을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 기반의 팬 문화 형성 역시 샤오미의 핵심적인 

성공 전략이다. 샤오미는 홈페이지에서도 ‘Just for Fan’이 그들의 슬로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Mi Fan은 샤오미에 열광하는 열성팬들을 지칭하며 규모는 약 7천만명 수준이다. Mi Fan들은 단순히 

샤오미 제품의 열혈 구매자를 넘어 제품의 연구개발, 마케팅, 홍보 등에 직접 참여하여 샤오미라는 

브랜드 확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샤오미는 소셜미디어의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차용한 

포럼사이트 ‘Mi Forum’을 구축해 공개적으로 고객의 VoC와 기술적 조언들을 수용하고 있다. Mi 

Forum에 등록된 내용은 샤오미의 주력 플랫폼인 MIUI 개선에 즉각 반영되며, ‘Orange Friday’로 명명된 

매주 금요일마다 MIUI 업데이트 버전 출시로 이어진다.

T-모바일은 2030 세대가 느끼는 통신서비스의 불편함에 주목해 ①새로운 Unca r r i e r 

발굴(Concern)→②미국 젊은이의 Cool 문화를 반영한 이슈메이킹(Culture)→③2030 세대가 주력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버즈워드(Communication)하는 3단계 과정으로 Uncarrier를 2030 세대에게 

확산하고 있다.

MIUI 업데이트 안내와 Mi Forum 사이트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Uncarrier 이슈 확산 과정

약정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공략한
T-모바일의 광고 문구

미국 젊은이들의 Cool 문화가 반영된
Verizon을 향한 도전장

Twitter를 통해
새로운 Uncarrier 출시 소식 전파

출처: 샤오미 홈페이지 



Mi Forum, Orange Friday 등 샤오미의 팬 문화 활동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샤오미의 웨이보 팔로워는 1,070만명(CEO 레이쥔의 웨이보 팔로워는 1,200만명), 트위터 팔로워는 

5만9천명 수준3)이다. 현재 샤오미는 소셜미디어 채널의 집중 관리를 위해 100명 규모의 별도 

소셜미디어 전담반을 구축해 팬들과 소통 중이다.

소셜미디어 중심 마케팅은 샤오미 저가 전략의 원동력

샤오미에게 소셜미디어는 팬들과의 소통 채널일 뿐 아니라, 비용 최적화를 통해 샤오미 비즈니스 

전략을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이다. 샤오미는 설립 초기부터 ‘인터넷 휴대폰 업체’로 포지셔닝하며 

온라인 채널,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홍보, 유통에 집중해 왔다.

현재 샤오미는 오직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제품 출시, 이벤트 소식 등을 알리고 있다. 샤오미 설립 

초기, 공동설립자 ‘리완창’은 후발사업자의 부족한 자금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TV 채널은 포기하고,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충성고객을 양성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현재 샤오미의 광고비는 전체 매출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는 샤오미의 광고비 뿐 아니라 유통비 절감에도 기여했다. 샤오미는 고객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에 제품 생산을 하는 델컴퓨터의 ‘주문생산(Build to Order)’ 방식과 소셜미디어를 융합한 

새로운 제품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신제품 판매 계획 멘션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도를 분석해 생산량을 미리 예측하고, 예약 판매일 이후 7일동안 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방식은 

부품과 단말에 대한 재고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4).

출처:샤오미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계획을 홍보하는 샤오미

3) 월스트리트저널, ’15.4

4) 김현중, 「짝퉁 애플 '샤오미'의 청출어람 성곡전략, Digi Eco ’14.5



팬 문화와 소셜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은 연구개발(Mi Fan의 Mi Forum 활동), 홍보, 마케팅, 유통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샤오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 ‘저가 전략’을 가능케 하는 발판이 

된다. 

소셜미디어 기반의 혁신은 고객의 소리를 적극 수용하는 유연함에서 시작

국내 기업들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등장 초기 모습인 소통 채널로서의 활용 

단계를 지나 수익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단계에 진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의 78%가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 중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T-모바일과 샤오미 사례의 공통점은 아직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보 제공과 같은 일방향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쌍방향 소통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사의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혁신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두 기업 모두 ‘①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입되는 고객의 소리 

흡수→②고객의 소리 기반의 혁신 서비스·제품 출시→③전체 고객의 충성도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혁신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소셜미디어가 비즈니스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들과의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객과의 관계 형성은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근시안적 관점으로는 이뤄내기 어려운 성과이며, 따라서 

전사적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향후, 국내 사업자들의 다양한 도전을 통해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의 성공 사례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KPR소셜커뮤니케이션연구소, ’15.7

국내 기업·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