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PRACTICES

빈폴의 가슴 속 자전거 세상 밖으로 나오다
- 폐자전거 업사이클링 캠페인 “바이크 위 라이크(Bike we Like)”
박 소 영 _ 삼성물산 패션부문 마케팅3팀장 / 부장

1. 추진배경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대표 브랜드인 ‘빈폴’은 지난 1989년 브랜드 론칭 이후 “그
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라는 카피와 함께 브랜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아이템을 선보이는 ‘빈폴’은 브랜드의 철학 ‘지속
가능성’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폐자전거를 업사이클링하여 대한민국의 필요
로 하는 곳에 기부하는 캠페인인 “바이크 위 라이크 (Bike we Like)” 캠페인을 기
획하게 되었다.

[사진 1] 전남 신안갯벌센터에서 진행된 자전거 전달식

시간이 지나도 변함 없는 가치, ‘지속가능성’을 전달하기 위해 빈폴은 고객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전거’라는 브랜드 상징을 활용하여 국민 대표 패션 브
랜드로서 “지속되는 것을 만든다”는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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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폰트의 저작권자는 네이버(주) (재)네이버문화재단이고,
나눔글꼴모음 사이트(https://hangeul.naver.com/2017/nanum)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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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빈폴의 브랜드 상징이기도 한 ‘자전거’가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
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찾는 사람이 늘어나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는 어느덧
1,300만명에 달하는데, 방치 자전거도 그만큼 늘고 있는 상황이다. 버려지는 자전거
의 수는 서울시에서만 연간 12만대에 달하며, 대부분 재사용되지 않고 폐기처분 되
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빈폴은 버려진 자전거를 재생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두바퀴 희망자전거’와 손잡고 도시에 버려진 폐자전거를 수거하여 폐자전거의
부품을 재생, 업사이클링된 자전거 100대를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기부하였다.

[사진 2]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자전거 도로

증도는 섬 전체가 평지에 가깝고 8㎞ 내에 주요 관광지가 밀집돼 있어 자전거를
타고 관광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한국 관광 100선,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서 매년 8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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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폴이 자전거를 기부하기 전에도 신안군에서는 증도에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해왔
지만, 관리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관광객의 자전거 대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
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빈폴은 자전거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의 원활한
관리 및 관광객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신규 조성하였고 신안 군청
과 협의해 유지, 보수까지 지원하여 지속적인 활성화를 기대한다. 또한 해안도로와
연계한 40km 자전거 일주 프로그램을 구성, 주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슬로우
트레블’ 공공 자전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내일’에 함께 하자는 취지로, 캠페인 티셔츠와 에코백 등으로
구성된 ‘바이크 위 라이크’ 캠페인 컬렉션 라인을 출시하였고, 판매 수익금 일부는
자전거 기부 재원으로 활용 되었다.

3. 맺음말
빈폴의 브랜드 철학인 ‘지속가능성’을 진정성 있게 소구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바
이크 위 라이크’ 캠페인은 내년 또 다른 장소에서 두 번째 시즌이 진행될 예정이다.
빈폴의 가슴 속 자전거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행보에 많은 응원을 기대하며, 힘차게 페달을 밟아 더욱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
한 노력을 전개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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