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1

가치 제안의 이해 C H A P T E R  1
마케팅 세계로의 초대 :

가치 창조와 전달

1.1 마케팅과 마케팅 믹스에 대해 설명

하고 마케팅의 적용 범위와 마케팅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 

 마케팅 : 그것은 무엇인가? 

1.2 마케팅 개념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다. 

 마케팅의 시작은 언제인가? 개념의 

변화 

1.3 고객, 생산자, 그리고 사회 관점에서 

본 가치를 이해한다.

 마케팅 가치와 가치 마케팅 

1.4 마케팅 계획의 기본을 설명한다. 

 프로세스로서의 마케팅

제1장 스터디 맵(p.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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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영화를 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춤을 

춘다.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업무 실수는?

회의 진행 중 제가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리 높여 이야기하지 않으려

고 한다. 

현재 읽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 서적은? 

조나 버거 Contagious: Why Things 

Catch On

내 삶을 위한 모토는? 

오랜 관계와 새로운 관계 모두 집중해라. 그

들은 분명 당신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무엇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는가? 

내 방식대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

인터뷰하는 동안 이것은 피했으면…

진짜가 아닌 것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영화 보는 동안 계속 말을 거는 상황

마
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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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마이클 바움올

▼ 트위터 의사결정자 

현재 트위터에서 어카운트 매니저(Account Manager)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라피엣대학교를 졸업하고, 디지

털 미디어와 광고에 초점을 맞추고 경력을 쌓고자 했다. 첫 5년 동안에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키는 광

고 기술 회사에서 일했다. 나스닥이나 이베이 같은 기업들이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다녔던 회사는 광고 입

찰자에게 웹사이트상에서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다뤘다. 젊지만 스타트

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았고, 디지털 광고와 연관된 다양한 경험과 기술들을 자세히 배울 수 있다고 생

각했기에 즐겁게 회사를 다녔다. 또한 업무가 즐거웠고, 구글과 비슷한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계

속해서 성장했고, 결국 주요 광고 대행사 및 ‘트레이딩 데스크’라 불리는 디지털 매체 거래 담당자들을 관리

하게 되었다. 회사는 작지만 동료 직원들이 광고 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동료들이 전문적

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동시에 아이폰 전용 앱으로 밤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바소셜(BarSocial)을 공동 창업했다. 이 앱은 사용자들이 

밖에서 놀 때 최적의 장소를 찾는 친구 혹은 기타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소셜은 앱스토어에서 1년 이상 판매되고 있으

며, Wired.com에 소개되어 있다. 나는 기술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되도록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자 한다. 바소셜을 만든 것은 내가 지금

까지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업무 중에 하나였다. 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당신 자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소셜 미디어를 위한 열정과 함께 저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트위터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트위터는 사용자들의 경험과 관

점을 공유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경력을 토대로 트위터는 개별 종업원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를 구축했다. 트위터에서 내 역할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티브와 매체 에이전시의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트위터 

컨설턴트로서 트위터처럼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컨설팅해주고 광고 솔루션의 힘을 보여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마이클 바움올

▼ 트위터 

현재 트위터에서 어카운트 매니저(Account Manager)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라피엣대학교를 졸업하고,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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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트위터는 많은 사람들이 손쉬운 디바이스를 통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마이크다. 우리의 경

험과 생각들을 하루 중 24시간, 일주일에 내내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트

위터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

했다. 

트위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하게, 트위터 매니지먼트 팀은 팀원들

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 했다. 종업원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가치를 공유했으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상호 연결시키고자 했다. 트위터 초기에 내부 문화

는 창업자들의 비전이 반영되어 있었다. 

트위터 내부적으로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메일 체인, 디스커션 보드, 그리고 워터쿨러 컨버세이션(water 

cooler conversation), 피드백 폼과 같이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종업원들

은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다양한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 다양한 아

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선택의 어려움과 (b) 누구의 아이디

어를 공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세일즈 팀의 멤버로서 나는 클라이언트의 근원적 욕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트위터 팀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

다. 또한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트위터 커뮤

니티 멤버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다. 우리는 어

떻게 하면 트위터 테두리 안에서 혁신을 지속하고 종업원들, 고객, 그리고 

마케터에게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

면 이를 추적할 수 있을까? 

 마이클이 고려하는 세 가지 선택   1·2·3

트위터 안에서 아이디어와 혁신을 공유할 수 있는 주간 미팅

을 갖는다. 이는 팀 멤버들이 그들의 의견, 관점, 그리고 아

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종업원들은 

스스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

다. 그리고 직접 면대면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팀과의 상호

교류가 많아지고 결국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종업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제안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또한 미팅 참여로 인해 개인 업무 시간은 줄어들고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힘들 수 있다.  

종업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축하고 측정할 수 있는 내

부 온라인 툴을 만든다(트위터 안의 또 다른 트위터). 트위터

처럼 어떤 팀 멤버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아이디어 혹

은 제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다른 동료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종업원들은 제품 혹은 아이디어 선정을 위한 투표도 할 

수 있다. 또한 포스트, 추적, 그리고 코멘트 등을 추적할 수 있는 플랫폼

도 만들 것이다. 하지만 몇몇 종업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든 싫든 투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룹에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또한 

트위터 안에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한 특별한 메리트를 인식하

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상에서 공유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트위터 팀과 공유

한다. 이는 트위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 외부 커뮤니티를 활용

하는 방식이다. 잠재 고객들로부터 실시간으로 피드백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그들을 다룰 것

이다. 하지만 트위터 종업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민감한 이

슈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확보한 다양한 관점(혹은 아이디어)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사업과 관련된 충분

한 경험과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마이클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인물, 실제 선택

나의 문제 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이유는?

 선택 1      선택 2      선택 3

당신의 선택

선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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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부 | 가치 제안의 이해 

마케팅 : 그것은 무엇인가? 

마케팅. 사람들은 마케팅을 좋아하던지 혹은 싫어한다. 이것은 단순히 마케

팅을 사랑한다 혹은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마케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에서 크리스 코넬의 콘서

트를 관람하기 위해 일리노이의 피오리아에서 온 수 많은 극성 팬들이 호주 

팬들과 함께 열광의 도가니를 펼치며 환호성을 질렀던 것을 마케팅으로 볼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인 것이 마

케팅일까? 혹은 아마존사에서 당신에게 수천 통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혹

하는 것이 마케팅일까?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마케팅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이미 마케팅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어쩌면 당신의 일상생활 깊숙이 마케팅

이 자리매김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consumer)들 중에 하나인 당신은 제품 

혹은 서비스 사용자다. 당신은 자가용을 구매하고, 의류를 선택하며, 점심식사(당신이 채식주

의라 하더라도)를 하고, 영화를 관람하며, 미용을 한다. 당신은 마케팅 프로세스의 일부다. 이 

책에서는 왜 당신이 마케팅 프로세스의 일부인지, 그리고 당신이 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

는지 알려줄 것이다. 

실제로 당신과 같은 소비자들은(당신 스스로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마케팅 

활동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케터들은 소비자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개

인차원이 아닌 기업, 정부, 여성회, 기부단체와 같은 조직 차원에서도 정의를 한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무엇보다도 마케팅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가 왕(혹은 여왕)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윤 창출, 거래 유지, 그리고 

고품질을 유지하려는 판매자의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품은 소비자와 마케터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마케팅(marketing)의 정의를 물어본다면 수많은 대답을 들을 것이

다. 어떤 사람들은 “뻔뻔한 영업사원이 제가 원하지도 않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영업하는 것이 

마케팅이에요.”라고 답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간단해요. TV광고죠!”라고 답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제가 경영학 학위를 받기 전에 이수해야 할 과목이요.” 이

러한 각각의 대답들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마케팅 학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서는 2013년에 마케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정의했다. 

마케팅은 큰 범위에서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사회를 위해 가치(value)가 반영된 제

공물(offerings)을 창조, 소통, 전달, 그리고 교환하는 일련의 활동이자 제도이며 그 과정이다.1

이러한 정의는 마케팅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

로 갖고 있다. 지금까지 서두가 너무 길었다. 이제부터 마케팅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

해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를 하나하나 나누어 확인해보자. 

“마케팅은 일련의 활동이자 제도이며 그 과정이다.” 

이 책을 통해서 다루겠지만 마케팅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대기업의 CMO(chief 

marketing officer : 최고마케팅책임자)가 결정하는 마케팅 계획에서부터 당신이 재학 중인 대학

1.1
목표

마케팅과 마케팅 믹스에 

대해 설명하고 마케팅의 

적용 범위와 마케팅 가

치에 대해 이해한다.

제1장

소비자 제품이나 서비스의 궁극적 소

비자

마케팅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조, 소

통, 전달하고 조직과 이해 당사자들에

게 이득이 되도록 고객과의 관계를 관

리하는 조직의 기능 및 일체의 과정2

솔로몬마케팅 9판, 1~7장.indd   4 2019. 2. 22.   오후 1:41



제1장 | 마케팅 세계로의 초대 : 가치 창조와 전달   5

교의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은 다양하다. 많은 조직들은 마케팅의 중요성

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의 임원들은 마케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

으며(실제로 상당수의 최고 경영자들은 마케팅 경력을 갖추고 있다), 또 어떤 기업들은 마케팅

을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 포춘지의 100대 기업 CEO 중 약 10%, 영국의 FTC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100대 CEO 중 약 21%, 그리고 소비재와 헬스케어 산업의 약 40% CEO 

들은 마케팅 경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3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케팅 활동들을 다룰 것이다. 

 ● 마케팅 조사를 통한 고객 욕구의 이해 

 ●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시장 내에서 사람 혹은 조직을 선택하는 활동 

 ● 제품 개발

 ● 제품 가격 결정 

 ●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행위 

또한 우리는 기업이 보다 나은 마케팅 프로그램을 위해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관에 대해서도 

학습할 것이다. 

 ● 전통적인 광고를 비롯해 새로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품 촉진, 그리고 마케팅 조사 수

행과 같은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창출하고 전달해주는 광고 대행사 

 ● 성공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자료를 제공하는 닐

슨과 같은 마케팅 조사 업체 

 ● 전통 매체

 ●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 공정하고 윤리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규정하는 정부기관 

 ● 제품을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물류업체

 ●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유통업체 

우리는 마케터가 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 이러한 

기관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P&G과 같은 대기업이든 혹은 에스키모 조와 같은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마케터의 의사결

정은 기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케팅 관리자는 이윤, 마케팅 예산,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협업이 필요한 재무 및 회계부서 관리자와의 관계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

다. 또한 마케팅 관리자는 애플스토어 앞에서 신제품을 기다리는 아이폰 열성 팬들을 위해 제

시간에 제품이 생산되고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부서와도 협업이 요구된다. 또한 마케터

는 고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R&D와의 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창조, 소통, 전달, 그리고 교환하는… : 마케팅 믹스”

우리가 논의했듯이, 마케팅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마케터는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는 마케터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 사전에 규정된 소비

자들에게 이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전략적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

한 도구는 제품, 제품 가격, 촉진 활동(광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할 수 있

마케팅 믹스 제품 자체와 제품의 가격, 제

품을 획득 가능하게 하는 장소, 그리고 사

전에 정의된 소비자들로부터 원하는 반응

을 창출하도록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

는 활동들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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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절한 장소 선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러한 

마케팅 믹스를 제품(product), 가격(price), 촉진(promotion), 

그리고 유통(place)으로 간주하고 이를 4P(Four Ps)로 간주

한다. 

우리는 4P를 소개하면서 각 요소들을 서로 구분했지만 

실제로 제품, 가격, 촉진, 그리고 유통과 연관된 의사결정

은 상호보완적이다. 네 가지 마케팅 믹스 중 단 하나만 의

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요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슈퍼드라이(최근 들어 빠

르게 성장하고 있는 일본 의류 기업)가 기존 의류 제품에 

비해 더 고가인 가죽 바이커 자켓을 도입한다면 어떤 의

사결정을 내려야 할까? 만약 슈퍼드라이사가 고가의 소재

로 재킷을 만들겠다고 결정했다면, 높은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고 고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소

비자들에게 있어 고가격 의류 제품으로 인식될 것이다. 슈

퍼드라이사는 고품질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광고 및 기

타 촉진 전략을 계획해야 하고, 니만 마커스, 버그도프 굿

맨, 그리고 블루밍데일과 같은 고급 소매상들을 통해 판매

해야 고급 가죽 재킷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

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퍼즐의 각 조각을 맞추

듯이 마케팅 믹스는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P는 기타 나머지 세 가지 P와 서로 결합된다. 이는 4P가 적절하게 운

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P들이 나머지 세 가지 P들과 상호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장 뒤편에서 개별 마케팅 믹스(4P)를 자세히 학습할 것이다. 그 전에 4P가 마케팅 

믹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제품 

최근에 당신은 무엇을 위해 돈과 시간을 썼는가? 금요일 저녁에 피자를 먹고, 주말에 콘서트에 

갔으며, 코트에서 친구와 테니스를 하기 위해 라켓을 샀는가? 마케팅 교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멋지다.”고 하는 걸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제품이다. 제품(product)은 거래

를 위해 개인 혹은 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아이디어, 장소, 그리고 개인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 성공을 지속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마케팅 믹스 측면에서 제품은 

제품 속성과 연관된 디자인과 패키지를 포함하며, 무료 배송과 같은 기타 서비스도 포함한다.

제품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데 제품 성공을 위해서는 각 요소들의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당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 교육을 생각해보자(물론 상당히 비싼 제품에 속한다). 기초화학

(혹은 마케팅 수업도 괜찮다) 수업이 지루하겠지만 당신은 이미 이를 구매하고 있는 중이며, 체

육관, 수영장, 그리고 실내 암벽등반에서 운동을 하며 이를 지불하고 있다. 강의실 건물 증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어쩌면 명문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최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1.1  스냅숏 |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는 마케터의 전략적 도구다.

제품 전략 유통 전략

가격 전략 촉진 전략

마케팅 믹스

4P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제품 유형의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또는 

이 모든 것들의 결합체로 교환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 특징, 

기능, 혜택, 쓰임새 등의 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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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에 친숙하지만 촉진(promotion)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을 의미하는데,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과 그 이해 그리고 잠재 고객들이 제

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마케터의 활동들이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인적 판매, 

TV 광고, 상점 내 쿠폰 발행, 빌보드, 잡지 광고, 언론 홍보 활동, 웹페이지,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이트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늘날 마케터들은 모바일 마케팅, 지역 기반 마케팅, 행

동 디지털 마케팅(behavioral digital marketing), 그리고 소셜 미디어 마케팅과 같은 디지털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통

유통(place)은 고객에게 제품을 적재적소에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간주된다. 이 P는 유통경

로관리(channel of distribut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업 혹은 개인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

비자에게로 전달되는 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의류 혹은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전

통 아울렛과 같은 지역 소매상들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올바른 시

간대에 적정 물량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가격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price)이란 피자, 콘서트 티켓, 테니스 라켓 등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

액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가격을 가치 배정 혹은 소비자가 제

공물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거래 총량으로 보고자 한다. 종종 마케터들은 제품에 대한 고객들

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가격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케터들

은 보다 높은 품질 혹은 최첨단 기술임을 알리고 싶을 때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기도 한

다. 디자이너 의류나 액세서리 등이 소수의 고객들에게만 판매될 수 있도록 높은 가격에 책정

되는 것이 그 예다. 우리들 대부분은 9,600달러에 이르는 프라다 파이썬 혹은 악어 스트라이프 

프레임 사첼 백, 1,045달러에 판매되는 발렌티노 락스터드 구두를 구매하기에 부담스럽다. 만

약 당신이 구매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수업을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크든 작든 모든 마케팅 활동의 중심은 ‘거래 관계(exchange relationship)’다. 거래

(exchange)는 개인이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구매자는 그들이 원하

는 제품,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를 받고 판매자는 그 가치에 부합하는 어떤 대상을 받을 경우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거래는 제품 혹은 서비스와 현금, 직불 및 신용카드,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통화를 통한 금전 거래로 이루어진다. 또한 다른 형태의 거래도 발견

된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은 공약과 당신의 표를 거래하며, 도시 관리인들은 당신이 재활용할 

경우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보건 관리인들은 당신이 손을 적절하게 씻으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인 혹은 조직이 기꺼이 상호 거래를 맺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

에는 거래 가치에 동의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언

제든지 거래를 지속 혹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강도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며 돈을 ‘거래’하자고 하는 것은 타당한 거래가 될 수 없

다. 반대로 누군가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상점 내 가격이 ‘순 날강도’라고 불평한다 하더라도 제

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일주일 뒤에 그에 대해 불만을 갖더라도 거래가 발생한 것

촉진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마

케팅 관리자들이 수행하는 의사소통의 조

합

유통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의 제품 획득 가능성 

유통경로관리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

에게 제품을 이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개인 

또는 기업 

가격 가치의 할당량, 또는 기업이 제공한 

것을 수령하기 위해 교환해야 할 금액

거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치 이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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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부 | 가치 제안의 이해 

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래라는 개념에 동

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생각해보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블록버스

터 영화가 개봉 전에 길거리 모퉁이에서 고작 몇 달러

에 판매된다면(혹은 토렌토의 다운로드) 이것은 거래

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제공물을…” : 우리가 시장에서 무엇을 제

공할 수 있는가? 

마케터는 시장에서 무엇을 제공물로 제공할 수 있을

까? 마케팅은 단순히 새로운 아이폰을 도입하거나 대

학 입학 전 당신의 어머니가 스모어의 전자레인지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서비스 기업 혹은 그린피스와 같은 비영리단체에서도 최고의 

마케터들이 배출된다. 정치인, 운동선수, 그리고 가수들도 그들의 경쟁우위를 위해 마케팅을 

활용한다(카사디안을 떠올려보자). 정치체제(민주주의 혹은 전체주의)와 같은 이념, 종교(기독

교 혹은 이슬람교), 그리고 예술회화(현실주의, 추상주의) 등도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를 

수용하고 활용한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물리적 형태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재화, 서비스, 개

인, 장소, 그리고 아이디어 등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제품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소비재와 서비스 

소비재(consumer goods)는 개별 소비자들이 개인 혹은 가족이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되는 유형품(tangible products)으로 정의된다. 서비스

(services)는 우리가 지불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무형품(intangible products)

으로 정의된다. 서비스 거래는 미국과 기타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내총생산

(GDP) 중 75% 이상을 차지한다.4 따라서 마케터는 유형품이 아닌 서비스

를 마케팅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

민하기 시작했다.5 소비재와 서비스 모두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제품과 서

비스’라고 지칭하는 것보다 ‘소비재와 서비스’라고 지칭하는 것이 보다 정

확하다. 

B2B 마케팅과 서비스 

B2B 마케팅(business－to－business marketing)은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나타나

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매일 같

이 발생하는 수많은 소비재들의 거래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혹은 조직 간 산업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많은 기업들은 제품 생산 혹은 운영을 위해 산업재(industrial goods)를 구매

한다.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제조를 위해 대량의 철강을 구매

하고 효과적인 생산 관리를 위해 비용 및 기타 정보를 추적하는 컴퓨터 시

스템을 구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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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은 정당한 거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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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팬스 기업은 현금과 개인의 사생활을 거래한다. 

소비재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 중간 판매자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교환되는 무형의 제품

B2B 마케팅 제품/서비스 생산, 재판매, 

또는 사업 운용을 위해 기업이나 조직이 필

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산업재 개인이나 조직이 제조과정을 위해 

구매하거나 또는 그들 고유의 사업영위를 

위해 사용하려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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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주목받는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경우 인

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책, CD, 자동차와 같은 일반 소비재

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 간 산업재 거래에서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비영리 마케팅

앞서 논의했듯이, 비즈니스 관점에만 초점을 맞춰 마케

팅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박물관, 동물원, 교회와 같

은 상당수의 비영리기관(not－for－profit organization 혹은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들도 마케팅 컨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국가 혹은 도시도 지역 비즈

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마케팅 기술을 도입하기도 

한다. 미국의 각 도시(혹은 주)가 마케팅 기술을 도입한 대

표적인 사례로 I♥NY를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켄터키와 오리건 등도 광고 대행사를 통해 브

랜딩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다(현재 오리건에서는 “오리건. 우리는 꿈꾸는 당신을 사랑합니

다(Oregon. We love dreamers.)”가 공식 캠페인 모토다).6 

아이디어, 장소, 그리고 개인 마케팅 

마케팅 원리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도 

한다. 많은 기업들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에게 많은 것들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웃으세요! 당신은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당신의 신화를 

만들어보세요.”와 같은 슬로건으로 특정 장소를 알리는 여행 마케팅(tourism marketing)도 친숙

하다. 

당신은 아마 “별들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이는 실제

로 맞는 말이다. 아델은 뛰어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크리스 데이비스는 뜨거운 타자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팬들이 CD를 구매하고 야구장을 찾는 것

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당신에게 유명인이

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원리가 작동했기 때

문에 그들은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

란다 램버트, 셀레나 고메즈, 그리고 드레이

크와 같은 연예인들은 그들의 음악에 관심 갖

고 흥미를 갖는 잠재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

로 노출시키고 그들의 재능을 적절하게 ‘포장

(package)’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동일한 마케팅 방식으로 우리와 같은 개인

들도 소셜미디어 프로파일을 통해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 마케

팅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웹사이트,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이

제는 누구나 ‘15분이면 유명해질 수’ 있게 되

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페이스북, 플리커, 혹

fa
ith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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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15분이면 유명’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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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케첩 브랜드는 간단한 조미료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상거래 재화와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통상 인터넷을 통해 구매 또는 판매하는 

활동

비영리기관(NGOs) 자선 목적, 교육 목

적, 지역 공동체, 그리고 구성원을 끌어모

으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여타 공공 서비스 목적을 가진 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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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부 | 가치 제안의 이해 

은 트위터를 통해 확실한 수백 명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일반인들이 일시적으로 유명해지는 현

상을 마이크로 셀러브리티(microcelebrity)라고 부른다. ‘Bed Intruder Song’을 부른 사람, Boxxy나 

Gary the Goat, 그리고 ‘Alex from Target’과 Grumpy Cat과 같이 인터넷상에서는 길게 기억되기

는 힘들지만 짧은 시간에 굉장한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고객을 위한 가치…” 

오늘날 가장 성공한 기업들은 마케팅 컨셉(marketing concept)을 적절하게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마케터들은 가장 먼저 고객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제

공하여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마케팅 컨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마케팅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표 1.1에는 근원적 욕구(needs), 구체적 욕구(wants), 혜택(benefit), 수요(demand), 시장

(market), 그리고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에 대한 개념들이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자동차가 필요(need)한 상황에서 마쯔다 MX－5 미아타를 갖고 싶어(want) 

할지도 모른다. 미아타는 단순히 이동수단의 개념을 넘어 당신을 보다 멋져 보이게 할 수도 있

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신은 고가의 자동차를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쯔다는 당신을 그들이 

추정하는 수요로 보지 않거나 혹은 그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당

신은 중고차 시장과 같은 다른 마켓플레이스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물론 마켓플레이스는 지속적으로 변한다.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할 제품을 구

매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이러한 변화 중에 하나로 

자동차 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집카와 같은 혁신 스타트업 업체들이 자동차 대출을 받기 위

한 노력 혹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고려해야 할 주차장 사용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롭고 

표 1.1  |  고객을 위한 가치

용어 정의 적용

근원적 욕구 소비자의 실제 상황과 이상적 상황

과의 차이

그 차이가 크다면, 소비자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가 발생한다. 만약 당신이 배고프다면 스낵을 구매할 것

이다. 만약 당신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당신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할 것이다. 

구체적 욕구 근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

체적인 제품에 대한 열망으로 사회 

및 문화적 영향을 받음  

두 학생이 매우 배고픈 상황에서 첫 번째 학생은 한 움큼의 

트레일 믹스를 마음껏 먹는 건강 지향적인 학생인 반면 두 

번째 학생은 기름진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을 먹고 싶어할 수 

있다. 첫 번째 학생은 트레일 믹스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학생은 패스트푸드(그리고 디저트로 제산제도 함께)를 원하

는 것이다.

혜택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제품

을 통해 전달받는 혜택

매출이 하락하고 몇 년이 지난 후 맥도날드는 아침 식사를 

요구하는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기존 

고객을 유인했으며 동시에 점심 메뉴 매출도 올랐다.7 

수요 제품을 획득하기 위한 소비자의 구

매력

멋진 빨간색 BMW 컨버터블에 대한 수요는 그 차를 사거나 

리스할 여유가 없는 소비자를 포함한다.

시장 특정 제품을 통해 만족하고자 하는 

유사한 욕구를 가진 전체 소비자 

집합으로 제품 구매에 대한 자원과 

그 의도를 갖고 있음

장학금, 정부 보조, 그리고 대출의 증가로 점점 많은 대학생

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켓플레이스 실제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오늘날 교환은 면대면, 우편 카탈로그, TV 홈쇼핑, 이베이 

옥션, 그리고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능하다. 

마케팅 컨셉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한 뒤, 

그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제공

하여 기업의 장기적 이윤 창출을 확고히 하

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방침

근원적 욕구 소비자의 실제 상태와 희망하

는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인지

구체적 욕구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근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갈망

혜택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로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촉진

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매력과 자

원을 동반한 소비자의 소비 욕구

시장 특정 상품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어

떤 근원적 욕구를 공유하는 소비자들과 실

제로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원, 의지, 

또는 권력을 갖춘 소비자들을 모두 포함

마켓플레이스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소나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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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도심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렌

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가 나

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

고 있다. 독일 하노버에서는 폭스바겐이 새로운 렌트 서비

스인 퀵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BMW는 유럽과 미국에

서 드라이브나우 전기차 카셰어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

작했다. 

교통수단 마켓플레이스의 두 번째 변화는 라이드 셰어링

(ride－sharing)이다. 우버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

인 기업 중 하나다. 우버 운전자는 자가용을 사용하는데, 본

인이 원할 때 자가용을 공유한다. 고객들은 기존 택시보다 

우버를 더욱 선호하는데, 우버 운전자들은 택시 운전사보다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

에 고객을 보다 편하게 대해 주기 때문이다.8 

최근 들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렌트해주면서 돈을 버는 대여 기업가(rentrepreneurs)

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비큐 그릴에서부터 핼러윈 코스튬을 위한 도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빌려주는데, 프랑스의 지록, 미국의 크레이그리스트 등을 주로 이용한다. 몇

몇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협력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로 간주하기도 한다. 

마케팅은 효용을 창출한다

마케팅 거래는 효용(utility)을 창출한다. 효용은 우리가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유용성 혹은 혜택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원하

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케팅 시스템은 사

람들의 삶을 보다 편하게 해준다. 효용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마케팅 프로세스는 고객들에게 몇 가지 효용성을 충족시켜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형태 효용(form utility)은 천연자원에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에

서 제공되는 마케팅 혜택이다. 가령, 의류업체가 실크, 실, 그리고 지

퍼 등으로 신부 들러리를 위한 드레스를 제조하는 것이 그 예다. 

 ● 장소 효용(place utility)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제품을 전달해줌으로 

발생하는 마케팅 혜택이다. 굳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뉴욕에서 가장 

세련된 드레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캔자스에서 드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예다. 

 ● 시간 효용(time utility)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간까지 제품을 보관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마케팅 혜택이다. 어떤 여성들은 웨딩드레스를 구

매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만 빌리기도 하는 것이 그 예다. 

 ● 소유 효용(possession utility)은 고객이 제품을 소유하고, 사용하며, 즐기

면서 발생하는 마케팅 혜택이다. 웨딩드레스 숍에서는 다양한 스타일

과 색채로 구성된 다양한 드레스를 구비하여 신부들의 선택 폭을 넓히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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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기존 교통 시장을 분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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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더런웨이는 두 명의 경영대 학생이 창업한 서비스다. 다이앤 본 

포스텐버그와 같은 유명 디자이너 의류를 1/10 가격에 대여해준다. 

여성들은 4일간 대여할 수 있으며, 넷플릭스 비디오처럼 고객들의 

집까지 의류를 배송해주고 대여 기간이 끝나면 고객들은 의류를 봉

투에 담아 반송하면 된다. 굉장히 유용하다. 

대여 기업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타인에게 대여해주어 수익을 창출하는 기

업가형 소비자 

협력소비 대여 기업가처럼 실행하는 기업 

소비활동 

효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

가 얻게 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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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부 | 가치 제안의 이해 

마케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효용을 제공한다. 이제부

터 고객들은 부가가치를 ‘어떻게 전달받는지’ 구체적으

로 살펴보도록 하자.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를 위한 가치

마케팅은 단순히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해관계

자(stakeholders)는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판매되

는 것에 관여되는 개인 혹은 조직으로 간주되는데 구매

자, 판매자, 기업 투자자,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국가 시

민들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마케팅은 마케팅 프로세

스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다. 

사회를 위한 가치 

마케팅 활동이 지구와 사회 그리고 당신에게 긍정적

인 방향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점 중에 하나인 타깃은 마케팅 활동의 사

회적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타깃은 

2012 사회적 책임활동 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

경 보호와 자원 보존 두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

주었다고 발표했다. 가령 타깃은 상점에서 판매되는 모

든 해산물은 지구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잡

힌 것만을 취급하며, 상점 내에서 판매될 때까지의 모

든 과정이 추적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타깃

은 재활용 쇼핑백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깃은 고객이 재

활용 쇼핑백을 가져온 고객들에게 5센트씩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00만 달러를 고객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타깃 의류 라인의 절반 이상은 ‘찬물 세탁’ 라벨이 

붙어 있는데, 이는 고객들이 세탁할 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해주는 효과로 이어지게 

되었다.9 

마케팅의 시작은 언제인가? 개념의 변화 

지금 우리는 마케팅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하고 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마케팅 프로세스가 ‘과거’에

도 동일하게 작동했을까? 믿기 힘들겠지만 기업이나 조직이 고객의 욕구

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마케팅 원리는 최근 들어 생겨난 개념이다. 1950년

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기업들은 오직 제품을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목

적이었다. 마케팅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1.2에는 마케팅 역사상 중

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다. 

1.2
목표

마케팅 개념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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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마케팅의 실천

이해관계자 회사의 구매자, 판매자, 혹은 

투자자, 공동체 거주자, 그리고 심지어 제

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팔리는 국가의 

국민들, 즉 달리 말해 그 거래의 결과와 관

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또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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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대 

우리는 마케팅 역사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표 1.3에는 이에 대해 간단히 요약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헨리 포드의 모델 T가 미국 역사를 바꾸었다고 말한다. 1908년에 첫 생산

된 T는 ‘틴 리지’ 혹은 ‘싸구려 깡통 차’로 불렸는데, 825달러에 판매되었다. 포드는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했다. 

포드는 생산 지향(production orientation)에 집중했는데, 이는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욱 큰 상황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기 때

문이다. 

판매 시대 

시장에서 제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기업들은 ‘적극적인 판매’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영업사원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판매 지향(selling 

orientation)은 기업 관리자들이 마케팅을 판매 기능으로 간주하고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공격적

인 판매에 집중하는 마케팅 개념이다. 판매 지향 마케팅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공격적인 판매(영업)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판매 지향적 

마케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반복 구매가 아닌 단 한 번의 구매가 중요한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판매 지향적인 마케팅을 

선호한다. 이는 대부분 미탐색품(unsought goods)에서 발견되는데 미탐색품은 사람들이 사전에 

제품을 구매하고자 고민하지 않는 제품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묘

지를 찾기 위한 쇼핑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일 경우 기업들은 공격

적인 판매(영업)를 통해 구매로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많은 경쟁자들은 소비

자들의 새로운 욕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 혹은 시체 방부 보전이 아닌 인

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장례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묘소(eco burials)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표 1.2  |  마케팅 역사상 중요한 몇 가지 사건

연도 마케팅 사건

1961 P&G의 팸퍼스 런칭

1964 블루리본스포츠(현재의 나이키)의 첫 운동화 생산

1971 라디오와 TV에서 담배광고 게재 

1980 테드 터너가 CNN 개국

1981 MTV 개국

1985 뉴코크의 런칭, 그 후 코카콜라 클래식은 79일 후에 다시 돌아옴 

2004 미국 내 온라인 매출 100억 달러 달성

2010 애플은 아이패드를 출시한 후 첫 날에만 30만 개를 판매하였으며, 28일 만에 100만 개의 아이패드를 판매

했다. 이는 100만 개의 아이폰을 판매하는 데 74일이 걸린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들

은 매달 300억 이상의 영상들을 온라인으로 시청한다.

2014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헤드셋 제조업체인 오큘러스 리프트를 인수. 향후 소셜 네트워크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이벤트

2016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261억 달러에 인수 

출처 : Patricia Sellers, “To Avoid Trampling, Get Ahead of the Mass,” Fortune, 1994, 201-2, except as noted. Keith Regan, “Report: Online 
Sales Top $100 Billion,” June 1, 2004, http://www.ecommercetimes.com/story/34148.html.

생산 지향 제품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 극대

화에 초점을 맞춘 경영 철학 

판매 지향 마케팅을 판매 기능이나 재고를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는 경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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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시대 

조지아의 애틀랜타에 있는 플라자 피에스타에서는 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일단 쇼핑몰과 다르게 그곳은 마치 전통 멕시코 마을과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미용 및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일요일에 울려 퍼지는 음악 등이 단순히 쇼

핑몰이 아닌 색다른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10 플라자 피에스타는  고객 지향(customer 

orientation)을 표방하고 있다. 

마케터들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

은 고객 지향적 마케팅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품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 시

작했다. 1990년대까지 마케팅 커뮤니티의 대부분은  전사적 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생산라인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에 

노력하는 경영 철학의 일종이다. 우리는 제9장에서 TQM에 대해 학습할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지향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재무적 성과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triple－bottom－line 

orientation)을 지향하기 시작했다.11 지속가능경영은 세 가지 주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  |  마케팅의 진화

이이콘 시대 기술 사례

생산 시대 마케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었

으며, 소비자들은 가능한 모든 제

품들을 받아들여야 함

헨리 포드의 T모델은 575달러 이하에 판매되었으며, 6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음

판매 시대 시장에서 제품 공급이 수요를 앞서

기 시작하면서, 마케팅은 판매 기

능으로 전환되었음. 재고 처리를 

위해 판매사원들의 ‘적극 판매’가 

강조되기 시작함

판매 지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전후 

수요 충족으로 기업들이 판매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되었음 

관계 시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욕구

(근원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를 충

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

기업들은 고객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시작했으

며, 다양한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 개발에 집

중하기 시작함

지속가능경영 지향 기업은 다음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함

1. 재무적 축

2. 사회적 축

3. 환경적 축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수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

라, 기업 운영과 연관된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만족시키기 위

해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경영도 함께 실행하고 있음 

고객 지향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

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철학 

전사적 품질경영(TQM) 전 직원이 생산라

인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제품 생

산, 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품질 향

상에 힘쓰도록 하는 경영철학

지속가능경영 경제적인 이윤 창출, 사회공

동체를 위한 공헌, 지속가능경영 창조 등의 

세 가지 핵심 축의 조화에 초점을 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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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적 축(financial bottom line) :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정적 이윤 창출

2. 사회적 축(social bottom line) : 기업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기여

3.   환경적 축(environmental bottom line) :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속 가능

한 기업경영 운영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접근법을 사회 지향적 마케팅 개념(societal marketing 

concept)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기업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데, 우리는 이를 “미래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12 이러한 철학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보다 잘되는 것”과 유

사하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향하는 많은 기업들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

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디다스는 지속 가능한 마케팅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2015년 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의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디다스의 지속가능 마케팅의 기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오픈 소스(open source)’ 프로그램 

운영이다. 오픈 소스 파트너 중에 하나인 팔리포디오션과 함께 해양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2016년에는 해양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13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은 사회 및 경제 분야(근무 환경 개선 혹은 식량, 기후 환경, 그리고 기

타 삶의 질과 관련된 외교 활동)를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속가능경영

의 또 다른 주요 축으로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은 소

비자의 마음속에 친환경 마케팅이 제공하는 혜택을 인식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구상된 마케

팅 전략이다. 그린 마케팅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강조하는 전략 중에 하나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마

케팅 활동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추정하는 기업 책임(accountability)이다. 이는 마케터들이 그

들이 노력 대비 실제 가치를 추정하고 사회공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수익(return on investment, ROI) 혹은 마케팅 투자수익(return of 

marketing investment, ROMI)으로 설명된다. 마케터들은 그들이 기업을 위해 어느 정도 가치를 

창출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투자했고 그 결과 어떤 성과로 이어졌

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당신은 제3장에서 ROMI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할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 활동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경우 경영 관리자들은 “우리 제품

의 인지도를 올린다.”, “사람들에게 보다 건강한 스낵

을 제공한다.”와 같이 마케팅 목적이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목적은 중

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기존 관

리자(임원)들은 마케팅의 실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

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관리자들은 이러한 노

력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 예

산 측면에서 마케팅 활동이 배재되는 경우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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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 포 휴머니티는 선의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 지향적 마케팅 개념 마케터들은 고객

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가 사회 발전과 기업의 이윤 창출

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경영철학

지속 가능성 차세대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회자원을 희생하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품 설계

그린 마케팅 환경적 관리를 지지해서 소비

자의 마음에 차별적 편익을 창출하는 마케

팅 전략

기업 책임 조직의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창

출된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 

투자수익(ROI) 시간이나 돈 같은 자원 지

출이 회사의 재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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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마케터들은 기업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활동 

가치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정확히 측정해서 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을 증명해야만 한다.14 

밀러쿠어스는 기업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재무 종업원들에게 마케팅 종업원들의 

역할을 적절하게 설득시켰다. 밀러쿠어스의 CFO와 CMO는 재무 부서와 마케팅 부서가 긴밀

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가까이 두고 언제든지 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15 

마케팅 진화의 다음은 무엇인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마케터들은 오늘의 현상들에 기반해 마케팅의 미래

를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예측되는 마케팅의 미래는 굿콘텐츠, 빅데이터, 모바일 마

케팅, 마케팅 계량지표, 고객 상호작용, 기업들의 선의 활동에 대한 수요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16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스크린 등으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모바일 마케팅(mobile 

marketing)은 미래의 마케팅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작은 스크린을 통해 개

별 고객들과의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에서 모바일 스크린에 대한 수요가 성

장함에 따라 전반적인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콘텐츠도 온라인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된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혹은 consumer－generated content)는 고객

이 광고 제작과 같은 마케팅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성장함에 따

라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지

난 몇 년간 주요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브랜드

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브랜드가 콘텐츠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레고 무비(The Lego Movie)는 브랜디드 콘텐츠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영화는 레고 매출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레고

사는 해당 영화를 제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온라인 리뷰, 블로그,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당수의 브랜드는 모든 고객

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반응을 보

다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이는 고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

해 브랜딩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소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고객 행동에 대한 추적이 용

이해졌기 때문에 보다 개인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들의 선의의 활동에 대한 수요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선의의 활

동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보상과 칭찬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선의의 

활동을 강요하기도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고 불리는 기업 

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 혹은 그 사회에 대한 책임 활동으로 간주

된다. 향후에는 기업 시민의식이 마케팅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고객들

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빅데이터의 주요 목적은 마케터들이 보다 나은 제

품을 생산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 해당 데이터로 고객들의 

건강 개선을 비롯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3개의 스타벅스 매

장이 한 블록 사이로 위치해 있는 이유를 아는가? 스타벅스는 지리 및 인구통계 정보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매장 상권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17 우리는 제5

장에서 빅데이터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학습할 것이다.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디바이스(폰, 태블

릿,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스크린

등)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와의 상호

작용

사용자 제작 콘텐츠 소비자들이 제작한 마

케팅 콘텐츠이자 활동으로 광고, 온라인 리

뷰, 블로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제품 개

발, 도소매 선정 등에 투입

브랜디드 콘텐츠 고객관계를 구축하기 위

해 브랜드를 판매하는 대신 교육과 엔터테

인먼트를 브랜드를 통해 제공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는 단지 후원자의 역

할을 함

스크린 중독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 일상생활에서 상당

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그로스 해커 소비자들의 관심을 강하게 이

끌고 오랫동안 그들을 머물게 하려는 앱 혹

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전문가

기업 시민의식 기업이 위치한 지역 혹은 그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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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가치와 가치 마케팅

우리는 마케팅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

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고객, 판매자, 그리고 사회까지 포함된다. 

고객들은 구매를 통해 얻게 되는 가치를 어떻게 결정할까? 해당 가치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비용 대비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있다. 즉 고객들

은 정확한 시간과 돈을 거래하는 기업에게 ‘투자’하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얼마인지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객, 판매자, 그리고 사회가 바라보는 가치 관점은 서로 다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 

당신이 한 짝의 신발을 구매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당신은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해 신발을 구매하고자 할 것이다.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신은 신발을 구매하기 위한 지

불 비용과 구매한 신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할 것이다. 즉 신발을 구매하는 과정

에서 당신이 고려하는 각각의 신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익(기능성)과 지불 가격을 상호 비

교하게 될 것이다. 

마케터들은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될 편익을 알린다. 가치 제안

은 마켓플레이스상에서 고객들이 특정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치들의 총

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제안은 제품 자체만의 편익을 넘어 기업이 약속한 해당 제품의 

전반적인 모든 가치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BMW, 메르세데스 벤츠, 혹은 아우디 등을 운전

하는 운전자들은 단순히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직접 

운전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도 함께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브랜드들은 고유의 이미지로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세련된 광고, 유튜브 비디

현실세계에서 윤리적/지속 가능한 의사결정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를 사용

하는가? 당신도 다른 대학생들처럼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읽고, 수업 전에 게임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심

지어 수업 시간에는 어떤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작은 스크린에 

중독된 사람 중 한 명일 수도 있다. 미국인의 약 71%는 스마트폰을 옆

에 두고 잠을 자며, 3%는 자면서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잔다. 그

리고 서베이 응답자 중 약 1/3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

는다고 했다.18 

물론 대학생만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에 중독된 것은 아닐 것이

다. 어린이들 역시 바비, 핫휠, 그리고 닌자 터틀 대신 스크린에 집중하

기 시작했다. 이렇듯 스크린 중독(screen addicts)은 어린이, 십 대, 그

리고 성인 모두에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이러한 중독에 빠질 경우 알코올 혹은 

약물 중독처럼 신체적 건강과 심리 상태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

다. 영국심장기관에서는 아이패드 세대에 있는 어린이 10명 중 단 1명

만 건강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19

많은 기업들은 모든 세대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더

욱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

해 다양한 앱과 사이트를 개발하는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욱 많

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러한 전문가들은 그로스 해커

(growth hacker)라고 부른다.20 

많은 선두 기업들은 다소 다르게 접근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그로스 

해킹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연 비윤리적이라

고 할 수 있을까? 산업의 리더들은 인터넷 중

독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식을 갖고 근무해

야 할까? 그들은 사용자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게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경고 메시지를 

알려주는 앱을 개발해야 할까?

헤드라인에서 가져온 사례

윤리 체크 :

기업들은 작은 스크린으로 소

비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가?

 예     아니요

1.3
목표

고객, 생산자, 그리고 사회 

관점에서 본 가치를 이해

한다.

가치 제안 기업이 고객에게 제시한, 어떤 

제품의 구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치들

을 합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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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부 | 가치 제안의 이해 

오 등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고유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진다. BMW를 구매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어떤 사

람이고 또 이상적인 모습의 당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며 구매하게 될 것이다. 또

한 호화스러운 운전과 최고급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가치 전달로 볼 수 있다. 

마케터들이 당면한 도전은 바로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 제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경쟁사보다 우수하고 가치를 고객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판매자 관점에서의 가치 

우리는 마케팅 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학습했는데, 그렇다면 판매자

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래로 인해 판매자들에게 이윤

이 돌아가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치가 관리자, 근무자, 그리고 주주들

에게도 돌아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우리는 기본 이동수단으로서 고객관점에서 자동차의 가

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만, 판매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를 다양한 형태로 추정할 수 있

다.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많은 기업들은 그들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부심

이나 명성 등을 개념화하여 가치로 추정하기도 한다. 온라인 소매점인 자포스의 핵심 가치는 

“우리의 서비스를 통해 와우! 하고 소리칠 수 있도록 해주자.”이다. 몇몇 조직들은 단순히 영리

를 추구하거나 혹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린피스, 스미스소니언 연구

소, 그리고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 같은 비영리조직들은 대중들을 교육시키고 선의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을 수정하고 있다. 그들은 고객을 소극적인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트너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감사 이벤트를 벌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를 브랜드 축제(brandfest)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지프는 지프 4×4 소유주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데, 매년 그들을 

위한 오프로드 어드벤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지프 대회는 다른 지프 소유주들에게 

4×4 오프로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해주어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해준다.21 

지프가 개최하는 이러한 이벤트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고객을 유인하는 것

은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라는 점을 잘 알려준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

기 위한 방법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알려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이 고객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고객과 강력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인적·물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잘 안다. 고객 유지 활동은 분명 기

업 차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고객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 가

치를 읽어 버리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기업들은 고객생애가치(lifetime value of customer)를 통해 특정 구매자가 현재 구매 시점부터 

미래까지 반복적으로 구매할 때마다 기대할 수 있는 이윤을 추정하기도 한다. 생애가치를 계산

하기 위해 기업들은 개인이 지불하게 될 총액수와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이 지출한 비

용을 통해 이를 추정하게 된다. 핵심 계량지표 글상자에서는 마케터들이 생애가치를 어떻게 추

정하는지 소개한다. 

브랜드 축제 고객들의 충성도에 감사의 마

음을 전하기 위해 기업이 개최하는 이벤트 

행사

고객생애가치 한 사람의 고객이 기업의 제

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고객이 일생 동안 창

출해주는 잠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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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우위를 통한 가치 창출

많은 기업들은 매출 상승, 이윤 창출, 그리고 더욱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고유의 경쟁우위

(competitive advantage)를 갖고자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경쟁우위는 비용우위(cost advantage)와 차

별화 우위(differential advantage)로 구분된다. 비용우위는 기업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던지 혹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 

반면에 차별화 우위는 경쟁사 제품과 구분된 독특한 혜택을 제공해주어 고객들이 우수하다고 

인식할 경우 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그 첫 번

째는 실제로 해당 기업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차별화된 경쟁력(distinctive 

competency)이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사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 탄산음료 시장에서 5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코카콜라가 유통 경로와 마

케팅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코카콜라는 모

든 군인들이 탄산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파트너를 맺으면서 유통 경로망에서 차별

마케팅 스코어카드 기업이나 상표가 다양

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고(종종 계량적 용어

로 되어 있음)하는 피드백 수단

계량지표 마케팅 관리자가 상이한 전략들

이나 전술들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

용하는 척도 또는 ‘스코어카드’

경쟁우위 매년 더욱 높은 매출, 높은 수익

성, 그리고 더욱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성

공을 이끌도록 유도하는 기업만의 고유 경

쟁력

차별화된 경쟁력 어떤 기업이 그들의 직접

적인 경쟁자와 비교해서 갖는 우월적 능력

이 장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개념과 가치 제안에 대해

서 학습했다. 하지만 마케터들은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까? 마

케터들은 마케팅 스코어카드(marketing scorecard)를 개발했다. 마케

팅 스코어카드는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되는데, 기업 혹은 브랜드가 실

제로 어떻게 목표를 성취했는지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는 마케팅 

부서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마케팅 스코어카드를 확인할 수 

있다. 스코어카드는 짧고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차트와 그

래프가 포함되어 있어 가독성이 높다. 그들은 매출 대비 비용, 웹 방문 

수와 실제 구매 비율, 기업 사후 서비스 고객 만족도, 기업 후원을 위한 

소비자 참여 조사를 위한 고객 응답 비율과 같은 내용들이 ‘지표’로 반

영되어 있다. 당신은 표 1.4에서 스코어카드 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을 통해 당신은 실제 스코어 혹은 계량지표(metrics)를 계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계량지표 적용

1.   표 1.4를 보고 당신의 마케팅 수업에 참여한 학생 만족을 위한 스코어

카드를 만들어보자. 만족 측정을 위한 당신만의 기준을 설정해보자. 

2.   당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스코어카드를 작성하게 한 후 학

기 중간에 동일하게 스코어카드를 작성하게 한다. 

3. 결과를 요약하고, 해석한 후 보고하자.  

핵심 계량지표

표 1.4  |  고객서비스 스코어보드 사례

분기별 스코어

항목 1분기 2분기 3분기

만족도

C1 직원 응대 60% 65% 68%

C2 제품 구비 60% 62% 63%

C3 서비스 품질 60% 62% 55%

C4 시설의 청결도 75% 80% 85%

C5 종업원의 지식 62% 62% 58%

C6 종업원의 용모 60% 62% 63%

C7 위치 편의성 60% 65% 68%

출처 : Adapted from C. F. Lunbdy and C. Rasinowich, “The Missing Link: Cause and Effect Linkages Make Marketing Scorecards More 
Valuable,” Marketing Research, Winter 2003, 14-19, p. 18. Copyright ⓒ 2003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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