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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현상

마케팅 현상은 소비행동이 유발되는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행동이 반드

시 마케팅 활동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마케팅 활동이 없는 제품일 수도 있으며, 기

업이 의도한 마케팅 활동에 소비자가 의식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의식적 소비행동에서 마케팅 현상을 들어내어 구별하면 간결(parsimony)해진

다. 따라서 소비행동에 드리워진 마케팅 명암의 밝은 부문만 구분하여 분석하는 접근

법이 필요하다.1

마케팅 주체
＝기업 : 마케팅 활동 

소비 주체`
＝`소비자 : 소비가치

마케팅 현상
＝현실 초점
＝소비행동 기저의 역동성

소비행동

마케팅 용어 사용에도 표준어와 사투리가 있다. 마케팅을 소비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고객에 초점을 두는 활동이라 하자. 이렇게 최소한의 마케팅 기능만 허용하는 

조건에서도, 기업은 수많은 퍼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요즘에는 제품기획부터 시작하

여 홍보활동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소비자 참여 마케팅이 대두되고 있다. 고객은 주주

명부에 없는 주주이다. 그러나 고객과 이익을 다툰다. 고객에게 명예만 줄 수는 없다. 

마케팅은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그림에서 나타난다. 

Kk-1

마케팅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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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행동 

정규시장에서의 소비행동은 의식적 소비행동이다. 의식적 소비행동은 시장교환조건

(상품화와 시장거래)하에서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교환한 결실이라고 푼다.2 소

비행동을 얻기 위하여, 제품가치를 높이며 소비자 욕구만족을 고려하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제품화 이전 단계부터 당연히 개입되어 있다.3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는 제품소

비에 대한 관여 정도가 다르다. 소비가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도 다르다. 더구나 제품 

사용 상황은 소비가치를 제약한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동 이면에는 매우 복

잡한 이력이 엮여 있다.4

의식적 소비행동에서 나타나는 마케팅 현상, 즉 소비행동 기저의 역동성을 밝혀내

는 첫 단계로서 소비행동이 유발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소비자나 기업 관

점보다 소비행동 관점으로 마케팅 현상을 풀고자 출발하는 것은 의식적 소비행동에 마

케팅 역동성이 언제나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결

정되었는가,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피고, 어떠한 마케팅 활동이 효과적이었는가를 

평가하면, 앞으로는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플래닝할 수 있다. 이러한 행

동분석방법론은 마케팅 주체인 기업이나 소비 주체인 소비자를 간과하지 않는다. 기존

의 마케팅에 대한 정의나 마케팅수단(4P Mix) 분류 추세와 상충되지 않는다. 다만, 기

존의 마케팅 이론처럼 인지적 개념을 행동결정 요인으로 전개시키거나 소비행동 의사

결정 과정에 미시적으로 치중하는 것은 배제하고자 한다. 

행동 유발 원인 요인 탐색 마케팅 활동 효과 평가

소비행동에서의 마케팅 현상

향후 마케팅 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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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해결 : 이슈(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logic tree이다. what/why/how 관점에서 논리

적으로 연쇄 분류하는 것이다. 

what? 
이슈(문제)

why? so how? 

  이슈(문제) 해결 방안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사실(fact)을 정리 → 분류 → 요약 → 인

과관계들을 살피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실 발견(fact finding)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종합화 과정(Synthesize Findings)이다. 논리적 집단 사고방식으로도 가능하며, 계

량적 분석방법에 의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합화 과정을 거치면, 최종 사실

(결론, what)과 근거(why)와 근거 도출 과정(how)이라는 세 가지 요소만 남는다. 이 세 요

소의 순서를 바꾸면서, 연역적 또는 귀납적 방식으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why 

연역적 결론
(deductive)

what how fact

귀납적 결론
(inductive)

fact fact

보편적 원리로부터 특수한 현상이나 사실관계를 
추론하는 방식

(what/why/how) … (what/why/how)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원칙을 도
출하는 방식

 출처 : 사이토 요시노리. 『맥킨지식 사고와 기술』. 서한섭 옮김. 기획출판. 2007.

2 전인수. 『새로 쓰는 마케팅』. 2012. 학현사. 제1장 마케팅 : IDCD 프로세스. 

  마케팅은 무엇이며, 어디에 마케팅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가치가 마케팅의 핵

심임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3  제품/기술×시장/소비자 4분면 : 소비행동 및 제품화 과정은 기존 시장/제품을 기반으로 하

여 제품과 시장 중에서 어느 하나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마케팅 전략이 시너지가 있다. 제품

 참고문헌 및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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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장이 모두 새로운 1사분면에서는 소비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제품화 과

정이 기존과 상이하다.

라인업, 파생 제품 탐험적 개발
(exploratory development)
•제품/시장개발
–역모기지론, 대리운전

기존 제품 고성능·다기능 
•시장침투

블록버스터 신제품
(exploratory)
•다각화
–인터넷, PC

차세대 제품(next generation)
•시장연구(market research)
–디지털 TV, 스마트폰

시장/욕구

새로운 시장/욕구

제품 콘셉트
기존 제품 혁신 제품

기존 시장/욕구

4  소비와 구매 : 최종고객이 개인이면 소비자이다. 제품 사용 측면에서는 소비이며, 교환 측면

에서는 구매이다. 소비와 구매는 시간과 장소가 다르게 일어난다. 서비스 제품은 소비현장

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 일반 제품은 대부분 구매 후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소비하게 

된다. 사용하는 소비자와 구매하는 구매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소비와 구매는 일어나

는 상황과 행동 유발 메커니즘이 분명히 다르다. 이 책에서는 소비는 순수 사용상황을, 구매

는 소매점에서의 쇼핑상황의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고객과 소비자 : customer는 고객으로 번역한다. 이는 시장교환의 상대편을 지칭하는 표현

이며 서비스 대상을 의미한다. consumer는 소비자로 번역한다. 이는 불특정 소비행위 주체

를 지칭하며, 부정형 집단적 개념으로도 사용한다. 이 책에서는 고객과 소비자를 문맥에 따

라 교환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이러한 소비와 구매에 대한 해설은 『새로 쓰는 마케팅』(전인수, 2012, 학현사)의 제5장 소비

자욕구와 고객가치의 용어 설명을 참조하였으며 저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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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소비행동

마케팅 활동은 무엇을 목표로 움직이는가? 마케팅 활동의 지향점은 매출과 시장점유

율이다. 매출은 고객규모, 시장점유율은 고객규모 경쟁과 같은 의미이다. 브랜드 성장

의 바로미터는 고객규모 성장이다. 회원제 업종이 아닌 한 고객은 소비행동빈도로 전

환된다. 전술적 수준의 성과 지표(KPI)는 모두 소비행동(빈도)을 유발하기 위한 마케

팅 활동에 관련된다.

마케팅 활동과 마케팅 목표(매출) 그리고 마케팅 대상(고객)과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

(소비행동)의 두 관계에서 마케팅 공통분모를 인수분해하면 매출(마케팅 활동 목표)과 

소비행동(마케팅 활동 결과물)이 동일한 차원[마케팅 활동 목표(매출＝소비행동)]임이 

들어난다.  

• 마케팅 목표＝매출 ↔ ̀마케팅 결과＝소비행동

• 마케팅 목표(매출＝소비행동)

그러나 마케팅 목표가 매출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의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

은 소비행동 유발보다는 다른 결과물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기업광고, 사회봉사활

동, 메세나(mecenat) 등은 마케팅 활동영역에 포함되지만 매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 if 마케팅 목표 ≠ 매출, 마케팅 결과 ≠ 소비행동

경영 목표와 심리 파워

마케팅 목표는 시장에서 브랜드가 도달해야 하는 포지션(position)으로 구체화된다.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은 그해 브랜드의 생존 목표이다.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소

Kk-2

마케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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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동 유발을 마케팅 목표로 삼게 된다. 

그러면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마케팅 목표가 될 수 있을까? 경영 지표이지만 마

케팅 목표는 아니다.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기업 차원의 경영 목표이다. 마케팅 활동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순수한 고객 접점의 영역이다.

• 마케팅 목표 ⊆ 경영 목표(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없음)

• 마케팅 활동＝순수한 고객 접점 영역 

브랜드 인지도나 호감도, CS, 브랜드 애착도 등과 같이 고객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

는 지표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리서치에 의해서 산출되는 지표이다. CS나 태도가 

곧 매출(이익)과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고객의 마음속에 인지적·정서적 파워를 생성

시키는 것이 마케팅 활동의 목표이자 역할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마케팅 목

표가 될 수 있을까?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는 맞다. 하

지만 이 파워가 소비행동 유발을 설명하는 만큼만 맞다. 소비행동은 심리특성 요인뿐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되고 있다. 심리 파워와 소비행동과의 관계성은 일

정하지 않다.1

• 마케팅 역할＝심리 파워 형성, but 행동 유발 설명력에 의존 

마케팅 목표와 통제 가능성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소비행동 유발의 원인이 된다면 마케팅 관리 지표가 될 수 있을 

까? 앞의 심리 파워 지표 중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안 된다. 

상대적인 척도는 피해야 한다.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복합 지표는 안 된다. 널리 알

려진 BSC 고객관점 지표로서 컴플레인 처리 수, 발생빈도 등은 KPI 조건에 맞는다. 

그러나 BSC 고객관점 지표로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CS는 조작적 정의를 단순화하여 

제품만족도 평가처럼 단일 차원의 지표가 되지 않으면 관리 지표로 삼기 어렵다. 종종 

CS가 태도개념(attitude)과 같이 복합화되어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마케팅 활동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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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복합 지표 CS 평가점수를 평균 80점, 긍정률을 10% 높이고자 마케팅 목

표를 세웠다면, 과연 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달성된다고 하더라고 매출이 비례하여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비례한다면 

총체적인 노력의 공통 결과일 것이다. 

측정모델로 입증되지 못하면, 이론모델로서도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CS 지표를 경

영성과 지표로 간주하는 곳이 있다. 공기업과 같이 독점사업을 하는 곳이다. 공급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봉사)이 경영 목표이다.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공익 홍보 활동은 있으나, 마케팅 활동은 없다.

• 공기업 CS＝고객성과＝경영 목표 ≠ 매출이나 점유율 목표

수단적 목표

브랜드 인지도나 고객만족과 같은 마케팅 목표는 수단적 목표이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게 되면 그에 따라 브랜드 매출이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첫 번째 목표인 브

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면, 제2의 수단인 광고접촉률이나 광고호감도라는 하위 목표가 

또 개입된다. 결과적으로 광고가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매우 많은 선행조건을 거쳐야 

한다.

• 마케팅 목표＝ 1차 수단 목표＝ 2차 수단 목표 

더구나, 심리 파워의 대부분은 수단적 지표가 서로 이어지는 개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형성한다. 인지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구매의

도일 수도, 호감원인일 수도 있다. 원인과 결과의 과정마다 서로 각각의 과정을 형성하

게 된다. 인지주의 접근법인 AIDMA의 프랙탈 현상이다. 

이러한 순환론을 벗어나려면 마케팅 목표인 매출을 소비자행동 언어로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하다. 매출의 구성단위는 곧 소비행동 언어로 전환된다. 매출은 수량과 단위가

격으로 구성된다. 소비행동 언어로 전환하면 수량은 소비자의 총 구매빈도이며, 단위

가격은 비교적 변동성이 없는 상수(constant, 常數)이다. 즉, 매출은 소비행동빈도로 

전환된다. 또 다른 방법은 소비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빈도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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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소비자×소비빈도×가격)＝ (소비상황×소비빈도×가격)

행태주의 접근법은 소비자행동의 언어로 기술되는 마케팅 목표를 가지고 매출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할 때에 적합하다. 소비자에게 직접 행해지는 구매행동을 유발하는 상

황을 조성하는 과정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한다면, 소비행동의 단위로 매출 목표 달성

의 진척도를 직접 기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준의사행동 정서

정서

인지 지향 행동 지향 정서 지향

인지

인지

행동

마케팅 목표

매출(수량×가격)

매출(소비상황×소비발생빈도)

≒

행태주의 마케팅 목표

소비자 소비행동빈도(명×빈도)

소비상황빈도(소비상황×빈도)

≠ 수단적 목표 지표

AIDMA DAGMAR

Attention, 주의 Awareness, 브랜드를 알고 있다.

Interest, 관심 Comprehension,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Desire, 욕구
Conviction, 구매의향이 있거나 브랜드를 선호한다.

Memory, 기억

Action, 행동 Action, 구매의사행동을 취한다.

광고효과와 성과

DAGMAR(Defining Advertising Goals for Measured Advertising) 이론은 광고

가 달성 가능한 목표로서, 인지(Awareness)̀–이해(Comprehension)–확신(Convic–

tion)–행동(Action)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광고집행의 궁극 목적인 구

매행동, 즉 매출에 대한 광고효과는 논외의 영역으로 남겨 두는 명분을 만들어 놓았

다.2 크리에이티브로서 광고의 품질을 평가하고 상을 수여하는 광고축제산업으로 발

전하였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없다.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광고 

역할과 배치된다.

계층적 광고효과모델인 AIDMA 이론은 DAGMAR ACCA의 맥을 이어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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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효과의 심리계층단계를 가정하고 있다. 이후 심리계층단계는 여러 다양한 개념으

로 발전하고 있다. 반드시 계층적 순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나, 심리단계에는 인지

(cognitive)–정서(affect)–행동(conative, 행동적 의도)이라는 세 가지 공통 요인이 있

는 것으로 정리된다. 

광고효과모델에서의 인지–정서–행동은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구조 요인과 동

일하다. 이로써 광고효과모델은 태도변용(attitude change)이론과 밀접히 관계된다. 

그러나 광고효과모델의 대부분에서는 ‘행동’은 ‘구매행동 직전의 심리 상태인 의도

(intention)’로 정의하여 광고가 구매의도를 촉진하는 것까지를 효과 영역으로 간주한

다. 구매행동, 즉 매출에 대한 광고효과를 담보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광고효과

모델은 그 기제가 정보나 학습, 동기 모두에 걸쳐 있게 되며, 소비자의 심리 상태(이해 

제고, 호감 증진, 의도 촉진)를 목표대상으로 하며, 광고효과를 나타내는 심리 지표로 

사용하게 된다.3

기존의 광고효과모델은 마케팅성과모델이 아니다. 계층효과이론에 기반한 커뮤니

케이션효과모델이다. 광고커뮤니케이션모델 관점에서는 광고비를 투자라고 주장한다. 

S(광고비)–R(매출액)의 관계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 어느 식

으로든지 광고효과가 발생한다는 낙관적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나쁜 광고는 없

다. 다만 효율의 문제만 거론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광고비와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비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광고집행이 많을수록 광

고 측면의 광고접촉률, 광고인지율, 광고호감도가 높아지며 따라서 제품 측면의 제품

호감도, 제품이해도, 제품구매의향도가 높아지는 연상 효과이다. 여기에 크리에이티

브가 높은 광고라면,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더욱 상승한다고 간주한다. 광고 크리에이

티브가 광고효율을 결정한다는 논리이다. 광고물 평가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평가

하는 항목은 눈에 띄는 광고인가, 광고호감도를 높이는 광고인가,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인가, 광고 제품을 구매하고 싶게 하는 광고인가 등이다. 이처럼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광고커뮤니케이션효과는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광고업계에서는 매

출 효과를 가시적으로 발생시키는 광고를 크리에이티브가 있다고 받아들인다. 즉, 광

고에 의한 매출 효과가 가장 중요한 광고 역할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광고의 매출 성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광고 발주자인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