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E11조선일보 제29599호 2016년 3월 9일수요일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001년 개교이래 2만
5202명의졸업생을배출한명문사이버대학이
다. 인터넷과스마트폰을통해언제어디서나
강의수강, 과제제출, 시험응시까지가능하다. 
수업료는 1학점당 6만원으로 일반 대학의

30% 수준이며, 사이버대학중에서도가장저
렴한편이다. 
서울디지털대는학생들에게보다많은교육

기회를제공하기위해연간 90억원규모의다
양한장학제도를운 하고있다.
등록금은저렴하지만강의콘텐츠품질은최

상의 수준이다. 연간 960여 개의 수업 콘텐츠
를 제작하는 서울디지털대의 강의는
2011~2012년고등교육기관이러닝(E-learn-
ing) 콘텐츠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2년
연속수상했다. 2014~2015년에는‘이러닝품
질인증’을 획득하며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6년 연속‘소비자

품질 만족 대상’을 수상했다. 이중 학적도 허
용하고있어타대학에학적을두고있어도입
학이가능하다. 
서울디지털대는사이버대학중최다규모의

학과를보유하고있다. 사이버대학최초로설
립된상담심리학과를비롯해자격증취득에유
리한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는물론 어, 중

국어, 일본어등어학관련학과들도운 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열학과인회화과, 패션학과,
실용음악학과와시각디자인전공, 생활환경디
자인전공,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등
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서울디지털대는
고교 성적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전적 대
학의 성적과 상관없이 학업 계획서와 온라인
적성검사만으로신₩편입생을선발한다. 
차별화된시스템과대학경쟁력은우수한졸

업생을배출하는성과를이뤄내는원동력이됐
다. 졸업생 2만5202명 가운데 2806명이 중국
베이징대, 미국뉴욕시립대, 일본가큐슈인대
와오사카시립대, 국내연세대, 고려대등국내
외명문대학원에진학했다.

안재만조선비즈기자

피죤의친환경살균세정제‘무균무때’
는 북한에서 독일로 망명한 천재 과학자
궁리환 박사와 피죤이 공동 연구해 탄생
한제품이다. 
제품 개발에만 무려 1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피죤의 경 진과 연구원의 노력
끝에 1999년 5월 무균무때의 전신인‘무
균지대’가 출시됐다. 피죤은 무균무때를
완성하기위해수백억원의연구비를투자
했다. 무균무때는균을죽일때우리몸에
이로운 균까지 모두 죽이는 타 살균제품
과는달리인체에유해한균만골라서제
거하는제품이다. 
특수분해성분이식중독, 설사및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O-157균, 살모넬라
균, 대장균, 이질균, 비브리오균, 폐렴균
등각종인체유해세균99.9%를3분이내
에박멸시킨다고회사측은밝혔다. 

무균무때는또주방싱크대와가스렌지,
렌지후드 기름때, 욕실 물때, 거실 및 베
란다 바닥, 창틀 묵은 때를 제거한다. 티
트리오일성분으로살균기능은대폭강
화됐고, 은은한 백합향으로 냄새까지 제
거해준다.
또 고객 입장에서 사용하기 간편한 용

기디자인을적용한것이특징이다. 무균
무때는 기존 주방 기름때에 특화된 주방

용, 욕실 물때에 특화된 욕
실용등살균세정용도별로
다양한제품구성을가지고
있다.
살균세정성분을강화한

‘무균무때 프리미엄’은 물
때, 기름때등각종찌든때
를 한번에 세정할 수 있는
세정제다. 울트라스티킹검
(Ultra Sticking Gum) 성
분의거품이찌든때를제거
한다.
무균무때 프리미엄만의

코팅효과를통해안전하고
윤기나는실내공간청소가가능하다. 살
균세정제를 용도에 구애 받지 않고 범용
으로사용할수있는편의성을강조했다.
살균력, 피부자극 테스트를 거친 무균

무때는 2005년 웰빙 인증을 획득했고 신
기술으뜸상친환경부문에서대상을받았
다. 2007년에는한국능률협회경 인증원
에서‘웰빙인증마크’를획득했다.

남민우조선비즈기자

인디에프의‘조이너스’는올해로33년째
를맞이한우리나라대표여성복브랜드다.
조이너스가 장기간 여성 고객에게 사랑받
은 비결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고급스러운
소재, 트렌드를선도하는디자인에있다.
브랜드홍보에도적극나서고있다.
지난해11월부터방송중인MBC 일일드

라마‘아름다운 당신’은 조이너스가 제작
및지원하는드라마다. 주고객층이즐겨보
는저녁시간대에패션의류회사가주된배
경으로등장한다. 조이너스는드라마제작
지원을통해여성복브랜드의업무환경을
보여주며 소비자에게 신선한 재미를 주고
있다. 배우강은탁과이소연은드라마에서
절절한 로맨스를 선보여 시청자들을 끌어
모은다.
서울 삼성동 인디에프 본사 세아갤러리

에서드라마촬 이진행돼제품과브랜드
가 효과적으로 노출되면서 브랜드 선호도
가높아지고있다. 

조이너스는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
한온라인마케팅도진행중이다. 현재 2기
가활동중인조이너스스타일서포터즈는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에서조이너스입지를굳건히하는역할을
하고있다. 
조이너스 스타일 서포터즈는 패션에 관

심이 많은 20~40대 여성 블로거를 대상으
로한다. 서포터즈는블로그와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에 시즌 신상품과 월별 주
력상품을홍보하고상품체험기를작성하
는활동을펼친다.
조이너스 관계자는“앞으로도 소비자에

게사랑받을수있는제품으로시장을선도
하겠다”며“대한민국 대표 여성복 브랜드
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인디에프는이같은노력으로‘2015

소비자의선택’에서여성복부문브랜드대
상을 받았다. 손수근 인디에프 사장은“여
성복부문브랜드대상과‘2016 한국의가
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계기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
다. 정해용조선비즈기자

치킨전문브랜드인KFC는맛과서비스로고객들에
게최상의만족도를선사한다는브랜드슬로건을전파
하기위해지속적으로신메뉴를선보이고있다. 
최근에는 KFC만의 자랑인 치킨 필렛을 활용해‘치

짜’와‘징거타코’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
았다.
KFC는소비자들이특별하고실속있게메뉴를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점심시간동안KFC의인기세트메뉴를할인된가격에
제공하는‘알찬런치’와오후2시부터6시까지사이드
메뉴 5가지를 1000원에 즐길 수 있는‘알찬 스낵’등
소비자들이좋은품질의제품을합리적인가격으로부
담없이즐길수있도록프로모션을진행하고있다.
KFC는국제적기준의공급자품질점검제도를적용

해 가장 위생적이고 신선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다.
시간이지난음식물은폐기하고, 가장맛있는온도에서
음식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KFC는서비스다양화를위해본격적으로딜리버리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014년 시범 매장을
통해파일럿서비스를거쳐총42개매장에서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딜리버리전용온라인₩모바일사
이트를 오픈했으며, 최근에는 딜리버리 어플리케이션
도 출시했다. 현재는 총 63개 매장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있다.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자체적인 서비스 관리 시스템도 운 중이다. 청
결, 환대, 주문의정확성, 시설관리, 제품품질, 서비스
의신속성등6가지항목으로구성된표준시스템이다.
서비스평가결과는직원교육에반 된다. 
KFC 관계자는“KFC는1984년서울종로에1호점을

오픈한이후32년간고객의사랑으로성장했다”며“앞
으로도고객들이가장신선하고맛있는치킨을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 조선비즈기자

수업료학점당6만원가장저렴‐연간960개수업콘텐츠알차

국제기준품질점검‐신선한원자재공급받아
궨치짜궩 궨징거타코궩 등신메뉴소비자에큰인기

각종유해균99.9% 3분이내살균‐주방₩욕실등특화

33년째장수브랜드‐스타일서포터즈운 고객과소통

징거버거

치킨버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