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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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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전략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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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케팅정보시스템(MIS) 설명 및 MIS

에서의 마케팅 조사 필요성 인식

    Quirk’s Marketing Research Media : 마케팅 조사의 세계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터넷이 모든 삶을 바꾸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나는 Quirk’s에

서 일을 시작했다. 나는 마케팅 조사 업계가 온라인에 반응하여 

적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과거에는 포커스 그

룹(in－person focus group), 전화 및 우편물 기반의 전통적인 설

문조사가 신뢰할 만한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처음 웹 기반 

조사방법을 시작할 때는 그 기법의 통계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대소동이 있었다. 그 이슈와 씨름하면서 업계는 전통적인 

종이와 연필 기반의 조사방법을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했다. 

오늘날 조사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도구를 보면 그러한 노

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덕분에 무

수히 많은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민족지 연구

(mobile ethnography)에서 위치 기반 설문조사(location－based 

surveys)에 이르기까지, 마케터와 조사자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통찰력(insights)에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마케팅 조사자들은 숫자를 나열하는 것에 집착하고 규칙을 따르는 내향적인 인물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마케팅 조사 업계는 똑똑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사람들로 가

득하다. 따라서 빅데이터 및 스스로 할 수 있는(do－it－yourself, DIY) 조사 도구는 전통적인 마

케팅 조사자라는 직업을 유지하는 데 두 가지 강력한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시

대 이전부터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 가능하게 했던 적응력과 기업가 정신은 현재 및 미래 조사 

전문가들이 조직의 전략적 결정을 이끌어내는 통찰력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다. 

Quirk’s에 관하여

1986년 Quirk’s Marketing Research Review를 설립하여 출판을 시작하기 수십 년 전부터, 

Tom Quirk는 기업 또는 의뢰인 측 조사자로, 또 그 이후에는 연구 회사 경영진으로서 마케팅 

조사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일했다. 마케팅 조사의 장점을 굳게 믿고 있는 그는 마케팅 조사 

서비스의 잠재적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의 요구, 필요, 의견, 그리고 그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가치를 알기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껏 기업가로서 활동한 그는 

모든 업계에서 마케팅 조사를 사용하고 이해하고 그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출판의 필요성을 

1 마케팅 조사 소개

Joe Rydholm은 Quirk’s 

Marketing Research 

Media의 편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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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마케팅 조사 의뢰인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월간 전문 잡지인 Quirk’s Marketing Research 

Review를 만들었다.

1988년 여름, 미네소타대학교의 저널리즘 학부를 갓 졸업한 나는 월간지의 2대 편집장이 되기 위

해 Tom과 인터뷰를 했다. 나는 마케팅 조사에 대한 그의 열정과 더불어 Quirk’s의 기사가 마케팅 조

사의 가치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유익하며,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

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감동받았다. 그의 목표는 마케팅 조사가 사용되는 많은 방법을 보여주고, 독

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거의 30년 동안, 직원들과 나는 Tom의 말을 지침 삼아 왔다. 월간 잡지로 시작하여, 

Quirk’s Media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e－뉴스레터부터 블로그 및 웹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조사 관련 콘텐츠를 선별 및 제작하여 이것을 자격을 갖춘 마케팅 조사 및 인사이트 전문가에게 무료로 제

공한다. 

－Joe Rydholm

출처： Text and photos courtesy of Joe Rydholm and Quirk’s Marketing Research Media.

최
근 몇 년간 일어난 사건들은 비즈니스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Joe Rydholm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들은 마케팅 조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야흐로 마케팅 조

사 업계에 아주 흥미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세계화는 ‘비즈니스 세계’라는 문구에 진정한 의미를 더

해 왔다. 디지털 및 기타 기술 혁신은 몇 년 만에 ‘정보화 시대’라는 약속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었다. 새로운 기술은 이전보다 훨씬 큰 빈도로 경쟁환경을 끊임없이 바꾸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되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앱을 통하여 하루 24시간 정보를 

얻는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사물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사물인터넷(IoT)

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온라인 혁신을 통

해 자신의 정보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소비자가 만들어낸 피

드백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와 디지털 미디어의 새로운 시대에는 관리자에게 

잘 따라오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경

제를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국가는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고심한다. 정치 혁명은 세계의 

상당 부분을 변화시켰고, 계속되는 불안은 더 많은 변화가 올 

것임을 예견하기도 한다.1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곳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관리자는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광고 방법이 가장 

Quirk’s Marketing Research Media: www.

quirks.com에 방문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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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조사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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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장•마케팅조사소개

효과적인지, 어떤 가격을 통해 목표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을 실현할 수 있는지, 

어떤 유통시스템이 공급사슬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 조사가 중요한 부분이다. 마케팅 조사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다. 이 책은 전례 없는 변화의 세계에서의 관리를 위한 활용 가능한 통찰력을 

기르기 위하여 마케팅 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1-1 마케팅 조사는 마케팅의 일부이다

마케팅 조사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마케팅에서 마케팅 조사의 역할과 마케팅 조사와 마케

팅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케팅(marketing)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이익이 되도록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이다.2 애플이 아이패드를 디자인했을 때 아이패드는 

태블릿 형식의 컴퓨터 휴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진 많은 니즈를 충족시켰다. 또 아마존은 킨

들 태블릿을 통해 1세대 온라인 북 리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3

미국마케팅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AMA)는 보다 자세한 정의를 제공하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마케팅이란 고객, 의뢰인, 파트너 및 사회 전반에 가치가 있는 오퍼링을 생성, 소통, 전달 

및 교환하는 활동, 일련의 기관 및 프로세스를 말한다.4

최근 몇 년간 마케팅적 사고는 (a)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b) 이러한 핵심 역량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고객을 확인하고, (c) 고객의 특정 요구를 충족하는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형

성하고, (d) 시장으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고, 피드백에서 배우고, 대중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향

상하는 서비스 중심의 관점으로 발전했다. 마케팅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기업이 고객 중심(회사가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 이상의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객

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그들과 협력하고 고객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러한 견해의 두 번째 의미

는 기업이 제품을 서비스와 구분하여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GM은 실제로 자동차라는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5

우리의 목표는 마케팅 사고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실천

하려면 마케팅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

심 역량은 무엇인가? 소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핵심 역량을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의 소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가? 관리자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항상 더 좋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마케팅을 잘하려면 더 많고 나

은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되듯이, 마케팅 연구는 의사결정자

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보급은 소비자 협업을 키우는 문화를 창출했다. 중요한 협력 방법 중 하나는 

크라우드소싱이다.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규모 그룹의 

미국마케팅협회는 마케팅을 고

객, 의뢰인, 파트너 및 사회 전

반에 가치가 있는 오퍼링을 생

성, 소통, 전달 및 교환하는 활

동, 일련의 기관 및 프로세스로 

정의한다. 

현대 마케팅은 기업이 소비자와 

협력하고 또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은 일반적으로 온

라인 커뮤니티의 대규모 그룹

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으

로써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얻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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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케팅조사는마케팅의일부이다  3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얻는 행위이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크

라우드소싱은 마케팅 조사를 위한 새로운 도구들 중 하나이다. 마케팅 조사 인사이트 1.1은 덴마

크 장난감 회사 레고(Lego)가 크라우드소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한다.

기업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표적 시장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 

가치는 매출, 이익 및 긍정적 ROI로 변환된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에서 많은 실패 사례를 본다. 컨

설턴트 Joan Schneider와 Julie Hall은 혁신적인 제품을 고안했다고 믿는 기업가와 브랜드 관리자

로부터 정기적으로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Schneider와 Hall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가 대

부분이 그들의 거대한 기대를 확인하기 위한 마케팅 조사는 하지 않는다.6 예를 들어 셀 존스(Cell 

Zones)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방음 부스를 제작함으로써 도서관, 레스토랑 등 휴대전화 프

라이버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 회사가 올바른 조사를 하여 사람들이 통화보다 문

자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관리자들은 비밀스럽게 통화하

는 것은 소비자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마케팅 조사 인사이트 1.1 디지털 마케팅 조사

신개념을 개발한 레고 크라우드소스

레고(Lego)는 모든 연령층의 소비자가 열광하는  블록  장난감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덴마크의 장난감 제조사는 사용자 인구에 대한 공

식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회사는 성인 사용자 또는 성인 팬(Adult 

Fans of Lego, AFoL)들이 매장 매출의 절반 정도를 발생시킨다고 추

정한다.

레고는 팬들의 열정을 이용하여 ‘Lego Ideas’라는 웹 플랫폼을 만

들었으며, 소비자는 새로운 콘셉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게시할 수 있다

(https://ideas.lego.com/ 참조). 이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은 그들이 

만든 레고 프로젝트의 사진과 설명을 게시한다. 이 콘셉트가 365일 이

내에 10,000명의 지지를 받는다면 자동으로 회사의 레고 검토위원회 

(Lego Review Board)의 검토 자격을 얻게 된다. 웹사이트는 프로젝

트를 제출하기 위한 명확하고 상세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최상의 아이

디어만 게시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문, 흡연, 인종주의 또는 정치와 

관련된 콘셉트는 금지된다. 

콘셉트가 채택되고 제작되면, 제작자는 수익의 1%와 레고 세트의 사

본 5개, 제작자임을 나타내는 크레딧을 받는다. 소비자 중심의 레고 세

트에는 Mini－Big Bang Theory 및 Lego Bird Project가 있다. Lego 

Minecraft는 특히 성공한 레고 아이디어 중 하나이며, Minecraft 세트

의 다양한 버전 생산을 이끌었다. 

레고 아이디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및 기타 

다른 플랫폼을 포함하는 회사가 추구하는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전략의 

일부이다. 레고의 전략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수익과 이윤을 기준으

로 레고는 마텔(Mattel)을 능가하는, 2014년 세계 최대의 장난감 제조

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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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는 새로운 제품 콘셉트를 개발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을 사

용한다.

출처：Grauel, T. (2014, November 28). Lego build adult fan base. USA Today. Retrieved from http://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4/11/28/lego－

builds－adult－fan－base/19637025/, accessed August 24, 2015. Hansegard, J. (2015, February 25). Lego’s plan to find the next big hit: Crowdsource it. Wall 
Street Journal. Retrieved from http://blogs.wsj.com/digits/2015/02/25/legos－plan－to－find－the－next－big－hit－crowdsource-it/tab/print/, accessed August 25, 
2015. Dann, K., and Jenkin M. (2015, July 23). Back from the brink: Five successful rebrands and why they worked.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www.
theguardian.com/small－business－network/2015/jul/23/five－successful－rebrands－why－worked, accessed August 25, 2015. Petroff, A. (2014, September 4). 
Lego becomes world’s biggest toymaker. CNNMoney. Retreived from http://money.cnn.com/2014/09/04/news/companies/lego－biggest－toymaker/, accessed 
August 24, 2015.

레고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

터 어떻게 소비자들의 도움을 

받아 왔는지에 대해서는 www.
youtube.com에서 Lego Ideas 
Third Product Review 2014 
Results를 검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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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장•마케팅조사소개

실패한 제품과 서비스의 많은 사례를 보면, 관리자가 적절한 마케팅 조사를 실시했다면 관련 손

실을 피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된다. 많은 제품 확장(성공적인 브랜드를 다른 제품에 연결하는 것)이 

실패했다. 맥피자, 콜게이트 음식, BIC 속옷, 쿠어스 생수, 할리데이비슨 향수가 그 예다.7, 8 소비

자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켄(Ken) 인형은 귀걸이는 없앴고, 버거팅의 Satisfries도 시장에 내놓

지 않게 되었다. 더 나은 조사로 정보를 얻었다면 이러한 실패를 피할 수 있었을까? 

마케팅 콘셉트의 철학은 관리자의 결정을 유도한다

철학은 삶의 가치 체계나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원칙은 여러분의 생활을 

지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이 철학이 중요한 이유이다. 즉 철학은 일상생활의 여러 결정에 영

향을 준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나는 고등교육이 중요하

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깨달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고등교육에 관한 여러분의 철학을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일상생활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수업에 참여하여 강의를 경청하고 메모를 하고 책을 읽은 후, 시험 준비를 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방금 제시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할 것이다. 

철학과 행동 사이의 관계는 경영 관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리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철학 중 하나는 시장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일부 관리자는 ‘우리는 제품 X를 만들고 판매합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마케팅 역사에서 이

러한 철학은 제품지향(product orientation)이라고 불린다. 판매지향(sales orientation)으로 알려진 또 

다른 철학은 다음 진술에 의해 설명된다. “성공하려면 높은 판매 할당량을 설정하고 판매, 판매, 

판매해야 합니다!”9 이러한 철학 중 하나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관리자는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저명한 마케팅 철학 교수 Philip Kotler는 매우 효과적인 철학인 마케팅 콘셉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마케팅 콘셉트(marketing concept)는 경쟁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적 시장에 대해 고객 가

치를 창출 및 전달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

영철학이다.10 

오랫동안 비즈니스 지도자들은 이것이 ‘올바른’ 철학이라고 인식해 왔다. 마케팅 콘셉트라는 용

어가 ‘고객지향(customer orientation)’ 또는 ‘시장 중심(market-driven)’과 같은 다른 용어와 혼용되더

라도, 이 철학의 핵심 포인트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12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올바른 철학을 갖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원츠와 니즈 충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은 또한 ‘올바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올바른’ 마케팅 전략

전략은 계획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업은 마케팅 이외에 여러 분야에서 전략을 수립한다. 예를 들

마케팅 콘셉트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적 시장에 고객 

가치를 창출 및 전달하고 소통

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11

컨설턴트 Schneider와 Hall

의 이야기는 www.youtube.
com에서 Lesson from New 
Product Launches-cell Zone 
to Ipad를 검색하라.

유명한 제품 실패 사례를 보려

면 www.youtube.com에서 10 
Worst Product Flops를 검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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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케팅조사란무엇인가  5

어 재무 전략, 생산 전략 및 기술 전략은 기업 전반적인 전략 계획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여기서 우

리는 마케팅 전략에 중점을 둘 것이다.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정의할까? 

마케팅 전략(marketing strategy)은 표적 시장으로서의 세분시장을 선택하고 그 표적 시장

의 소비자의 원츠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서비스, 가격, 촉진 및 유통 시스템으로 구

성된 적절한 마케팅 ‘믹스’를 설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마케팅 콘셉트를 채택했기 때문에 아무 전략이나 제시할 수 없다. 우리는 ‘올바른’ 전략, 

즉 우리가 선택한 시장 분야에서 소비자의 요구와 필요를 진정으로 충족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

야 한다. 지금 우리가 꼭 대답해야 할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보라－시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세분

화하는가? 각 세분화의 필요와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규모는 어떠한가? 경쟁사는 누구이며, 그들

은 이미 어떻게 소비자의 니즈(needs)와 원츠(wants)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어떤 세분시장을 타겟

팅해야 하는가? 표적 시장에 가장 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가장 좋은 가격은 무엇인

가? 어떤 홍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제품/서비스를 어떻게 배포해야 하는가? ‘올바른’ 전략을 

개발하려면 이러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관리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

확하며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

에 오늘의 전략이 내일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의 세계에서

는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올바른 전략을 수립

하기 위해 비즈니스 결정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마케팅을 실행하고 마케팅 콘셉트를 구현하며, 올바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의

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관리자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제 독자들은 마케팅 조사가 왜 마케팅의 

일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 조사는 관리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2 마케팅 조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관리자가 마케팅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마케팅 

조사를 정의해보자. 

마케팅 조사(marketing reseach)는 특정(specific)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설계,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마케팅 조사는 가격 결정이나 가장 효과적인 광고 매체 확인과 같은 마케팅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의사결정에 사용될 정보를 생성

하는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다. 이 정의에서 특정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라는 점에 주목

하라. 이 장의 뒷부분에서 이 특정성의 중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이 책의 정의가 마케팅 조사의 유

일한 정의는 아니다. 미국마케팅협회(AMA)는 수년 전 마케팅 조사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위원회

마케팅 전략은 기업이 표적 시

장을 정하고, 그 표적 시장의 소

비자의 원츠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서비스, 가격, 판촉 

및 유통 시스템의 적절한 마케

팅 ‘믹스’를 설계하는 것을 포함

한다.

마케팅 조사는 특정 마케팅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는 정보를 설계,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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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장•마케팅조사소개

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케팅 조사는 정보를 통해 소비자, 고객 및 대중을 마케팅 담당자와 연결하는 기능을 말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마케팅 기회와 문제점들을 파악 및 정의하고, 마케팅 시행

(action)을 창출, 개선 및 평가하며, 또한 마케팅 실적물을 모니터하고, 마케팅을 하나의 과

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13

위 정의들은 모두 옳다. 다만 이 책의 정의가 더 간결하며 마케팅 조사를 과정으로 설명한다. 

AMA의 정의는 마케팅 조사의 용도와 기능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더 길다. 다음 절에서는 

마케팅 조사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마케팅 조사일까? 마켓 조사일까?

마케팅 조사와 마켓 조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케팅 조사의 정의는 이 책과 AMA

가 이전 단락에서 정의한 것과 같다. 사실상 이와 마찬가지로 마케팅조사협회(Marketing Research 

Association, MRA)는 마케팅 조사를 기업의 올바른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성공적인 경영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켓 

조사(market research)를 마케팅 조사(marketing research)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특정한 시장 영

역에 마케팅 조사를 적용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다. MRA의 정의에 따르면 마켓 조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위한 시장의 규모, 위치 또는 구성요소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정이다.14 이러한 구

분이 있지만, 우리는 업계 및 학계에 종사하는 많은 실무자, 출판물, 기관들이 이 두 용어를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마케팅 조사의 기능

AMA의 정의에 따르면 마케팅 조사의 기능은 마케팅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소비자와 마케팅 담당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AMA의 정의는 컨슈머(consumers)라는 용어와 

커스터머(customers)라는 용어를 구분하는데, 정의를 담당한 위

원회는 소매(혹은 B2C) 고객은 컨슈머로, 기업(혹은 B2B) 고객은 

커스터머로 구별하고자 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마케팅 조

사를 통해 소비자와의 연결 고리를 갖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기대 가치를 제공하

려면 소비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세계화, 온라인 쇼핑 및 소셜

미디어 덕분에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권, 정보, 그리고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1-3 마케팅 조사의 용도는 무엇인가?

AMA는 마케팅 조사의 다양한 용도를 세 가지로 상세히 설명하

마케팅 조사와 마켓 조사가 가

끔 혼용되기도 하지만 마켓 조

사는 특정 시장에 마케팅 조사

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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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담당자들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마

케팅 조사를 활용한다.

마케팅 조사의 기능은 소비자를 

마케팅 담당자와 연결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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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1) 시장 기회와 문제점 파악, (2) 잠재적 마케팅 행동의 창출, 개선 및 평가, (3) 마케팅 성과 

검토가 그것으로, 세 가지 용도를 각각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시장 기회와 문제점 파악

마케팅 조사의 첫 번째 용도는 시장 기회와 문제점의 인식이다.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파악하

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신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이 좋은 투자수익률을 창출할 것

인가? 종종 관리자들은 다른 누군가가 매우 성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기회를 찾은 후에

야 묻는다. “왜 우리는 그 기회를 보지 못했을까?” 일부 마케팅 조사 연구는 소비자의 문제가 무엇

인지 알아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 가지 방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

안되었다. 높은 휘발유 가격과 화석 연료 배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도요타는 프리우스(Prius)를 개발했다. 소비자들은 점점 커지는 TV 화면을 벽에 걸기 원했

기 때문에 삼성은 초박형 LED 대형 스크린 TV를 개발했다. 케이블 방송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HBO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HBO는 HBO Now를 개발했다.

여러분은 관리자들이 항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 인

식이 왜 마케팅 조사의 용도일까? 문제는 항상 쉽게 식별되는 것이 아니다. 관리자가 증상(판매가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을 알게 되는 것은 쉽지만,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구가 필요다. 시장 기회와 문제점 인식은 제3장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잠재적 마케팅 행동의 창출, 개선 및 평가

마케팅 조사는 또한 잠재적 마케팅 행동을 창출하고 개선 및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마케팅 ‘행동

(action)’이란 전략, 캠페인, 프로그램 또는 전술로 생각할 수 있다.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는 

2014년에 유기농 식품 회사 애니스 홈그로운(Annie’s Homegrown)을 인수하고 유기농 및 자연 식

품에 접근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제너럴 밀스의 ‘행동’에는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창출하고, 애니스 홈그로운 브랜드를 개선하기 위해 그 브랜

드의 기존 제품을 홍보하면서 그 브랜드의 문화와 일치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고, 애니

스 홈그로운을 마케팅하고 키울 계획을 평가했다. 경영진은 이러한 모든 조치에 대해 더 나은 결정

을 내리기 위해 마케팅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마케팅 ‘행동’을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전략은 표적 시장을 설정하고 그 표

적 시장의 니즈와 원츠를 충족하는 마케팅 믹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마케팅 조사는 표적 시장 선정 

및 제품 조사, 가격 조사, 촉진 및 유통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된다.

표적 시장 선정 많은 마케팅 조사가 다양한 세분시장의 규모를 알아내기 위해 수행된다. 관리자는 

전기 차량을 원하는 세분시장 규모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세분시장이 성장 또

는 축소되고 있는지, 경쟁업체가 그 시장의 필요와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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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장•마케팅조사소개

한다. 조사 결과 시장의 상당 부분이 인식 가능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세분시장

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거나 경쟁사가 니즈를 만족시키는 성

과가 미약할 경우, 이 세분시장은 표적 시장에 이상적인 후보가 된다. 이제 기업은 기업의 핵심 역

량이 해당 세분시장의 수요를 얼마나 잘 충족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닛산은 하루당 운행 마

일의 수를 고려하여 자동차 시장을 세분화해보았다(제5장의 2차 데이터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

이다). 회사는 하루당 90마일 이하를 운전하는 상당한 규모의 세분시장을 찾았어야 했다. 그 이유

는 이것이 자사의 전기 자동차인 리프(Leaf)가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이다.

제품 조사 성공적인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다. 그들은 모든 제품은 최종적

으로는 소멸된다는 제품수명주기의 교훈을 알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은 신제품을 발견

하고 시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테스트는 아이디어 생성

으로 시작하여, 기업이 제안된 신제품 개념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

도록 콘셉트 테스트를 진행한다. 마케팅 조사는 상업화 이전에 제안된 브랜드 이름 및 패키지 디자

인에 대해서도 수행된다. 마리츠 리서치(Maritz Research)는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연구(New 

Vehicle Customer Study)를 실시한다. 이 회사는 수년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최근 몇 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로 시장 분석가들은 운전자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어떤 점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지, 예상 연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대체 연료 선호도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15 

가격 조사 혁신적인 신제품이 만들어지면 마케팅 담당자는 소비자가 신제품에서 인식하는 ‘가치’

를 결정하기 위해 마케팅 조사를 사용한다. 케이블 TV가 소개되었을 때 초기 케이블 제공 업체는 

깨끗한 수신감도와 추가 채널에 대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더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하여 마케팅 조사를 했다. 휴대전화가 도입될 때도, 그 당시 혁명적이었던 ‘휴대 가능한’ 전

화에 사람들이 기꺼이 가격을 지불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조사가 수행되었다. 마케팅 조

사는 또한 소비자가 ‘1＋1’ vs ‘반액 할인’ 같이 여러 유형의 가격 책정 전략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실시된다. 잠재구매자에게 일련의 개방형 질문들을 묻는 형식의 정성적

(qualitative) 조사(‘구매 스토리 연구’라는 정성적 조사방법)를 사용하여, 조사자는 제품을 카테고

리로 분류한 방식이 B2B 구매자가 구매 계정을 사용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발견했다. 이 경우 품목이 재분류될 때 판매는 상승한다.16

촉진 조사 촉진(promotion) 활동을 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은 광고비, 영업 인력, 광고/

홍보 및 판촉 할인에 대한 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기 원한다. 기업은 또한 타 매체의 효과성

을 조사한다. TV, 라디오, 신문 및 잡지 광고와 같은 전통적 매체보다 온라인 광고가 더 경제적일

까? 촉진 조사의 한 예로, 오후에 간식으로 먹는 요거트인 초바니 플립(Chobani Flip)에 대한 인지

도를 높이기 위해 초바니는 2015년에 ‘The Break You Make’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바니 플립의 판매가 전년도에 비해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초바니는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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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간을 연장하고 캠페인 지역을 확장했다.17 

유통 조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좋은 채널

은 무엇인가? 제품에 가장 적합한 딜러는 어디에 있으

며,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가? 딜러는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딜러는 동기부여가 

되었는가? 다중유통경로를 사용해야 하는가? 얼마나 많

은 유통 업체가 있어야 하는가? 이들은 관리자가 마케팅 

조사를 통해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다.

마케팅 성과 검토

통제는 경영의 기본 기능이다. 일부 변수가 있는 성과

를 평가하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가 자주 사용된다. 예

를 들어 재고관리단위(stock－keeping unit, SKU) 및 유

통 유형별 판매 정보는 식료품점, 대량 판매자 및 편의

점에서 소비재가 스캔되면서, 포스 단말기[point-of sale(pos) terminal]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추적

하여 정보를 모으는 경우가 많다. 스캐너 데이터를 통해 관리자는 브랜드 매출뿐 아니라 경쟁사 매

출을 모니터링하여 시장점유율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기업은 마케팅 조사를 통해 직원 및 고객 

만족도와 같은 다른 변수를 모니터링한다. 예를 들어 MSR 그룹은 단계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행 고객 만족도의 직접적 원인을 측정하고자 했다. 전국적인 연구를 통해 은행은 옹호자, 충성 

고객, 위험 고객, 주요 고객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18 닐슨 코퍼레이션(Nielsen 

Corporation) 및 IRI와 같은 조사 기관에서는 슈퍼마켓이나 다른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판

매실적을 모니터링한다. 이 회사들은 특정 제품이 어느 체인점을 통하여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추적한다. 추적조사에 관해서는 제5장에서 더 학습할 것이다. 세

계를 빠르게 성장시킨 소셜미디어를 추적하는 것은 시장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또 다른 수단이다. 

조사 기관은 사람들이 회사, 브랜드 및 경쟁업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개발

해 오고 있다.

마케팅 프로세스 이해 향상시키기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전형적인 기초연구로는 마케팅 현상을 정의 및 분류하고, 마케팅 현상을 묘사하고 설명하며 예측

함으로써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일 것이다. 대학 및 마케팅 과학 연구소와 같은 기타 비영리 기

관 내 마케팅 교수는 종종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그들의 결과를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또는 

Journal of Marketing과 같은 곳에 출판한다.

기초연구(basic research)의 목적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예를 

기초연구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

기보다는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이다.

©
 1

23
rf

마케팅 조사는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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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에 게재된 연구는 소비자가 

제공될 서비스를 위해 얼마나 기다릴 것인지 결정하는 데 소비

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조사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조

사는 어떤 특정 기업 문제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소비자 서비

스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19 

그러나 이러한 기초연구는 만약 AT&T가 대기 시간별 소비자 

반응을 분석했고, 이것이 AT&T가 직면한 특정한 문제일 경우 

AT&T에게 유용할 수 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를 응용연구(applied research)라고 하며, 이는 마케팅 조사 

연구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경우 마케팅 조사 업계는 

회사가 직면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볼 것

이다.

마케팅 조사가 항상 옳은 방법은 아니다

마케팅 조사가 항상 경영진에게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GM은 미니밴(가족

에게 적합한 소형 밴)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지만, 그 자동차 제조업체가 밴을 생산하도록 설득력 

있는 조사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 직후에 크라이슬러는 미니밴을 출시

했고 자동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인 닷지 캐러밴(Dodge Caravan)과 플리머스 보이

저(Plymouth Voyager) 미니밴이 탄생했다.20 영국의 맥주 광고는 마케팅 조사에서는 부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진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광고를 추진한 결과 광고는 매우 성공적이었

다.21 <사인펠드(Seinfeld)>라는 유명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6개월 후 관리자가 연구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프로

그램을 방송한 결과 <사인펠드>는 TV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쇼 중 하나가 되었다.22 던컨 하인스

(Duncan Hines)가 자사의 부드러운 쿠키를 선보였을 때 실시한 마케팅 연구 조사에 따르면 그 쿠

키를 시험적으로 먹어본 고객 중 80%가 향후에 재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객들은 실제로는 

재구매하지 않았다.23    

시장을 관찰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나서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회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패 중 일부는 조사 없이 시장에 출시되어 실패 가능성

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케팅 조사의 이점을 가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도 예측이 항상 정

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케팅 조사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부

분의 마케팅 조사 연구는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려고 함을 기억하라. 마

케팅 조사 업계가 수년 동안 지속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의 테스트라는 테스트 중 가장 

힘든 테스트를 통과하여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업계가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라질 것이다. 이전에 언급한 실패보다 마케팅 조사 사용을 지지하는 성공 사례가 수만 

배나 많다.

응용연구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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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조사는 틀릴 수도 있다.

마케팅 조사가 항상 옳은 것

은 아니다. 1980년대 고전 영화  

<빅(Big)>에서 Tom Hanks는 장

난감 회사에게 정말 필요한 통

찰력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아 

이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www.youtube.com에서 Tom 
Hanks in BIG ‘I Don’t Get It’ 
by Therototube를 검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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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케팅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수년간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1960년대 컴퓨터 기술의 

출현으로 정보 관리의 꿈이 실현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정교한 경영정보시스템은 의사결정

을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진화하고 있

다. 경영정보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의 각 기능적인 영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위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위시스템에는 회계정보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생산정보시스

템, 인적자원정보시스템 및 마케팅정보시스템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케팅 조사가 정보를 얻

기 위한 유일한 근원이라고 알아 왔지만, 이번 마케팅정보시스템에 관해서 읽음으로써 그렇지 않

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 의사결정권자는 다양한 정보 원천을 이용할 수 있다. 마케팅정보시스템(marketing 

information system, MIS)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한 정보 원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MIS는 인력, 장비 및 절차로 이루어진 구조이며, 정보를 수집, 분류, 분석, 평가하여 의사결정

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배포한다.24 MIS의 역할은 의사결정권자의 정보 필요성을 결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사결정을 위한 형태와 시기에 맞춰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다. 이것

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조사와 매우 흡사하다. 다

음 절 ‘MIS 구성요소’를 학습함으로써 그 차이점도 알게 될 것이다.

MIS의 구성요소

이전에 언급했듯이 MIS는 정보에 대한 관리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며, 의사

결정을 내리는 마케팅 관리자에게 정보를 배포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보는 MIS의 네 가지 하위시

스템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된다. 하위시스템은 내부보고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스, 마케팅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마케팅 조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다음 각각의 하위시스템을 살펴보자.

내부보고시스템 많은 정보가 일상적인 거래에서 생성된다. 여러분이 식료품점에서 제품을 구매

할 때 관리자는 여러분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재고관리단위(SKU), 지불 방법, 사용된 쿠폰 또는 특

별 프로모션, 매장 위치, 요일 및 시간을 기록한다. 식료품점이 식품 공급을 주문하면 구매 요청서

와 물품을 배송하는 공급 업체의 송장(shipping invoice)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수집된 

데이터가 관리자를 위한 정보 원천이 된다. 내부보고시스템(internal report system)은 주문, 청구, 

미수금, 재고 수준, 재고 부족 등을 포함하여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한다. 주로 내부보

고시스템을 회계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에 의하여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등이 작성된다. 재무제표 자체는 마케팅 결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지만, 내부

보고시스템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세부 정보원이다. 또한 

재고 기록, 영업 상담 기록, 주문 기록과 같은 기타 정보도 수집한다. 좋은 내부보고시스템은 관리

자에게 과거에 있었던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기업 외부의 정보원이 필요하면 마케팅 조사자는 다

른 MIS 구성요소를 의지해야 한다.

MIS는 인력, 장비 및 절차로 이

루어진 구조이며, 정보를 수집, 

분류, 분석, 평가하여 의사결정

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배포한다.25

내부보고시스템은 주문, 청구, 

미수금, 재고 수준, 재고 부족 

등을 포함하여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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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marketing intelligence system)은 관리자가 마

케팅 환경 개발에 관한 일상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절차 및 원천으로 정의된다. 결과

적으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기업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를 가져오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

한 시스템은 비공식 및 공식 정보 수집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 비공식적 정보 수집 절차에는 신문, 

잡지 및 무역 출판물 스캔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기업이나 산업 관련 정보를 찾는 특정 업무를 

부여받은 직원은 공식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그런 다음 정보를 편집하여 적절한 회원 또는 

회사 부서에 보급한다. ‘clipping bureaus’[고객에 대한 관련 신문 기사를 정리(clip)해주기 때문에]

로 알려진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와 같은 온라인 정보 서비스 업체들도 마케팅 정보를 제공한

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렉시스-넥시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검색 양식에 키워드를 입력해

야 한다. 검색어를 포함한 정보는 가입자의 컴퓨터 화면에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난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구독자는 전체 텍스트 버전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케팅 인텔리전스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광범위한 정보 원천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한다.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MIS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이다.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marketing decision support system, DSS)은 관리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도록 돕는 도구와 기법을 사용하여 접근 및 분석되어 수집된 데이터로 정의된다. 기업이 방대한 양

의 정보를 수집하면 그들은 이 정보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의사결정 도구 및 기법

(예：손익분배 분석, 회귀 모델 및 선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접속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회사

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즉시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은 하루 동안 통화한 고객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DSS)은 관리자들이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와 기법

을 사용하여 접근 및 분석되어 

수집한 데이터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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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조사는 소매업자가 배달이나 픽업 같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관

리자가 마케팅 환경 개발에 관

한 일상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

되는 일련의 절차 및 원천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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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면 주문을 나타내는 일일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회사 데이

터베이스에 업로드된다. 영업 관리자는 이러한 보고서에 접속할 수 있으며 스프레드시트 분석을 

통해 어떤 영업사원이 하루 할당량을 달성했는지, 미달했는지 신속하게 알 수 있다. 

마케팅 조사시스템 우리가 앞서 논의하고 정의했던 마케팅 조사는 MIS의 네 번째 구성요소이다. 

이제 MIS의 세 가지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 소개했으므로 새로운 질문을 할 준비가 되었다. 마케팅 

조사와 MIS가 모두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

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케팅 조사시스템은 다른 세 가지 MIS 구성요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 

첫째, 마케팅 조사시스템(marketing research system)은 다른 MIS 구성요소 하위시스템이 수집

하지 못한 정보를 찾는다. 즉 마케팅 조사는 회사가 직면한 특정 상황에 대해 수행된다. MIS의 다

른 구성요소들은 특정 상황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월마트가 ‘월마트 투  

고(Walmart To Go)’를 설계하여 특정 시장에서 온라인 배달 또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경

영진은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몇 가지 서비스 옵션을 제시했다. 관리자는 이 옵션 중 현 구매자가 무

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부보고시스템으로 얻을 수 있는가? 없다.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다. DSS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없다. 월마트가의 어

떤 식품 배달 및 배달 서비스가 현 소비자에게 가장 매력적인지는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피플(People)지가 세 가지 표지 기사 중 이번 주 어떤 것을 출간해야 할지 알

고 싶을 때, 관리자가 내부보고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없다. 인텔리전스 시스템

이나 DSS는 어떠한가? 이 또한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정보 격차를 메우는 것이 마케팅 조사가 회사 

전체 정보시스템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특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케

팅 조사는 MIS의 다른 구성요소들이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이 마케팅 조사 연구가 

‘특수 연구(ad hoc study)’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Ad hoc는 ‘특정 목적과 관련된’의 의미를 가진 라

마케팅 조사시스템은 회사가 직

면한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능동적 학습

구글 알리미(Google Alerts)를 사용하여 나만의 인텔리전스 시스템 만들기

여러분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알리미(https://www.google.com/alerts)라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나

만의 정보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키워드를 입력하여 해당 키워드와 함께 무엇이든 표시될 때마다 여러

분은 구글 알리미에서 메일을 받게 된다. 인터넷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검색하도록 지정하거나 블로그, 

비디오 또는 서적만 검색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학기 말에 논문을 작성해야 할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모든 학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는 인터뷰가 

있을 경우 회사 또는 업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여러분은 매일 이메일로 정보 결과를 받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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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어이다. [앞부분에서 마케팅 조사에 대해 정의할 때, 특정(specific)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이제 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했는지 알 것이다.]

마케팅 조사의 마지막 특성은 다른 MIS 구성요소와 차별화된다. 이러한 차이가 MIS 안에서 마

케팅 조사의 존재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것이다. 마케팅 조사 프로젝트는 다른 구성

요소와 달리 연속적이지 않고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것이 마케팅 연구 조사가 ‘프로젝트’라고 불리

는 이유이다. MIS의 다른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마케팅 조사 프로젝트는 

내부 보고, 인텔리전스 또는 DSS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가 필요할 때만 수행된다.

요약 

세계화와 디지털 혁신은 비즈니스 세계의 변화를 가속화했

다. 그러나 관리자는 여전히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마케팅 

조사의 역할은 관리자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케팅 조사는 마케팅의 일부

이기 때문에 마케팅 조사를 이해하려면 마케팅 내에서의 역

할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마케팅협회(AMA)는 마케팅을 고

객, 의뢰인, 파트너 및 사회 전반에 가치가 있는 오퍼링을 생

성, 소통, 전달 및 교환하기 위한 활동, 일련의 기관 및 프로세

스로 정의한다. 마케팅 이해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있

다. 소셜미디어의 진보는 마케터들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

고’ 심지어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켰다. 기업

은 어도비 소셜 애널리틱스(Adobe Social Analytics) 및 훗스

위트(Hootsuite)와 같은 제품을 제작하여 소셜미디어에서 기

업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발견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

여 고객과 협업한다. 마케팅 담당자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치를 창안하고 소통하며 전달하기 위

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업들은 고객의 의견

에 ‘귀 기울여’ 성공을 거두거나 적어도 제품 및 서비스 실패

를 경험하지 않는다. 라이프 세이버(Life-Savers) 소다, 콜게이

트(Colgate) 음식, 프리토레이(Frito-Lay) 레모네이드 등 제품 

실폐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관리자들이 더 나은 정보를 

가질 수 있었다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철학이 우리의 일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안내함과 같이 

마케팅 담당자는 마케팅 콘셉트(marketing concept)로 알려진 

철학을 따라야 한다. 마케팅 콘셉트는 선택한 표적 시장의 고

객 가치를 경쟁업체보다 더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라고 말한다. 회사의 철

학이 제품과 판매 노력에 초점을 맞춘 회사는 시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경영진이 마케팅 콘셉트 철학을 따를 경우 소

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올바른’ 전략 또는 계획이 수립된

다. 간단히 말해서 마케팅을 설명하기 위해 관리자는 원하는 

목표를 결정하고, 선택한 표적 시장에서 고객을 만족시킬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 변화

로 인해 마케팅 담당자는 고객, 시장 및 경쟁업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마케팅 조사의 한 가지 정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

용되는 정보를 설계,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AMA 정의에 따르면 마케팅 조사란 정보를 통해 소

비자, 고객 및 대중을 담당자와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그 정

보는 마케팅 기회와 문제를 찾고 정의하는 데 사용되고, 마케

팅 행동을 생성, 개선 및 평가하며, 마케팅 성과를 검토하고, 

프로세스로서의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일부 학자들

은 마케팅 조사와 마켓 조사를 구분하는데 마케팅 조사는 마

켓 조사보다 더 광범위하며,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마켓 조사는 특정 시

장에 마케팅 조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이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마케팅 조사의 기능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여 마케팅 담당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마케

팅 조사의 용도는 (1) 마케팅 기회와 문제를 찾고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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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 행동을 생성, 개선 및 평가하며, (3) 마케팅 성과를 

검토하고, (4)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특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대부분의 마케팅 조사는 응용 

연구로 간주된다. 기초연구란 우리의 지식 한계점을 확장하

기 위한 연구이며 전체 연구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마케팅 조사가 마케팅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제

공한다면, 왜 또한 마케팅정보시스템(MIS)을 사용해야 할까? 

사실, 마케팅 조사는 MIS의 일부이다. 마케팅 조사는 MIS를 

구성하는 4개의 하위시스템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하위시스

템에는 내부보고, 마케팅 인텔리전스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

템이 포함된다. 마케팅 조사는 다른 하위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한다. 마케팅 조사는 특정 문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며 시작과 끝이 존재

한다. 다른 MIS 구성요소는 항상 계속적으로 작동한다.

핵심용어 

기초연구

내부보고시스템

마케팅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마케팅 전략

마케팅정보시스템

마케팅 조사

마케팅 조사시스템

마케팅 조사의 기능

마케팅 콘셉트

마켓 조사

응용연구

크라우드소싱

복습 질문/적용

1.1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마케팅 조사와 마케팅과의 관계

는 무엇인가?

1.2  의사결정자가 철학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한가? 마케팅 콘

셉트란 무엇이며, 마케팅 조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3  마케팅 전략이란 무엇이며, 마케팅 조사가 전략 수립자

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4  마케팅 조사를 정의하라. 마케팅 조사와 마켓 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5 마케팅 조사의 기능은 무엇인가?

1.6  마케팅 연구의 네 가지 주요 용도를 열거하라. 각 용도

마다 한 가지 예를 제시하라.

1.7  어떤 마케팅 조사 용도를 기초연구라고 하는가?

1.8  (a) 제품 조사, (b) 가격 조사, (c) 촉진 조사, (d) 유통 조

사에 사용되는 마케팅 조사 연구를 자신의 예를 들어 설

명하라. 

1.9  제품 실패 사례를 세 가지 들고, 실패한 주요 원인을 설

명하라. 더 나은 조사 정보를 얻었다면 이러한 실패를 

피할 수 있었겠는가?

1.10  MIS(마케팅정보시스템), 마케팅 조사, DSS(의사결정 지

원시스템)을 구별하여 설명하라.

1.11  제품을 만드는 데, 그리고 광고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크라우드소싱의 예는 무엇인가?

1.12  실제 도서관이나 온라인으로 도서관을 방문하여 Adver-

tising Age, Business Week, Fortune 및 Forbes와 같은 여

러 비즈니스 정기 간행물을 살펴보고, 마케팅 조사를 사

용하는 회사의 세 가지 예를 찾아 설명하라.

1.13  여러분이 관심 있는 커리어와 관련 있는 기업을 선택하

여 도서관 또는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라. 기업 정보와 

그 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객 및 경쟁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 그 기업의 경영진이 지난 2년간 내렸던 결정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라. 각 결정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진

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라. 

1.1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

해서는 마케팅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어떤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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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겠는가?

 a.  한 전력공급회사 관리자는 점심시간에 동료가 과학 

간행물에서 읽은 태양 전지판 기술의 새로운 돌파구

에 대해 듣게 된다. 

 b.  관리자는 지난 3년 동안 매월 세 제품 중 얼마나 많은 

제품 단위가 판매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c.  관리자는 기업의 제품 라인에 있는 10개의 다른 제품

에 대한 회사의 투자수익률(ROI) 기여도를 추정하려

고 한다.

 d.  관리자는 새로운 유형의 건강식품 생산을 고려 중이

다. 그는 소비자가 새로운 음식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지, 어떤 식품 포

장방법을 선호하는지 알기 원한다.

사례 1.1

Anderson Construction

래리 앤더슨은 Anderson Construction의 회장이다. 이 회사는 

2008년 월가 폭락으로 주택 산업이 추락할 당시에 5년 가까이 

사업을 해 오고 있었다. 이 회사는 건물 사업에서 빠르게 이

익을 냈지만, 그때는 건설 업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내고 있었고, 은행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붐에 의해 실수요보

다 지나치게 건설 산업이 부풀려져 있었다. 좋은 회사라는 명

성을 얻기 위하여 이 회사는 우수한 건설 인력 선발에 많은 투

자를 했다. 래리는 오직 높은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가진 직원

을 채용하는 전략을 세웠고, 이것은 그에게 다재다능한 능력

을 주었다. 경험이 풍부한 그의 직원들은 그가 다양한 건설 프

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Anderson Construction은 

2012년까지 시장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였다. 대부분의 

건설 회사들은 주택시장의 붕괴가 끝나길 기다리다가 사업을 

접었다. 

회사는 소수 우수 직원만으로 맞춤 주택 건설에 관심이 있

는 소수의 사람 사이의 매우 제한된 수요만을 충족시키면서 

파산은 피할 정도로 버텨내고 있었다. 래리는 직원들에게 좋

은 임금과 지속적인 교육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전에 근무했

던 직원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했다. 이 직원들은 회사에서 다

시 일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파트타임 직업을 갖고 시간을 보

내고 있었다.

래리는 마케팅 조사에 익숙하지 않았다. 인공 건축물 붐이 

있었던 시기에, 고용 기회가 끊임없이 제공될 것처럼 보였던 

시기에 그는 사업을 시작했다. 래리가 그러한 기간 동안 수행

한 유일한 조사는 핵심 인력을 찾고, 건물 자재 및 건물 코드 

변화를 따라잡는 것이었다. 이제 래리는 두 가지 맞춤형 주택 

작업만 남아 있어, 그의 직원들을 위한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케팅 조사가 도움이 

될지 궁금했다.

1. 왜 래리는 마케팅 조사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2.  마케팅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래리의 경우 어떤 구성요

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례 1.2

Auto Concepts

닉 토머스는 Auto Concepts의 CEO이며, Auto Concepts는 자

동차 및 트럭 브랜드를 대표하는 여러 사업부로 구성된 미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한 기업의 새로운 사업부이

다. 이 기업은 점점 다른 경쟁업체에 시장점유율을 잃어 가고 

있다. Auto Concepts는 오늘날의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과 일

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개발 노력에 있어 그들의 주된 고려사항은 프로판, 천연가스, 

바이오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및/또는 에탄올 같은 대체 자

통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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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7

동차 연료의 사용을 권장하는 미국 에너지부의 청정도시 발

의(clean cities initiative)이다. 동시에 경영진은 안전한 모바일 

연결, 자가 또는 보조 운전,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배기

가스 자가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등의 기능을 갖춘 사

물인터넷(IoT)이 미래 차량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믿

는다.

닉은 자동차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혁신을 계획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부서를 어떤 방향으로 이

끌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닉은 연료 가격과 지구온난

화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지식은 그가 자동차 디자인 측면에서 회사의 방향을 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닉은 소비자 선호도에 대한 더 많

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오늘날의 표준 소형차 또

는 하이브리드에 계속 머무르길 원할 것인가? 아니면 훨씬 높

은 연료 절약을 약속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델에 관심이 있

을까?

1.  새로운 자동차 모델의 개발에서 다음 중 닉이 주로 우려해

야 하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엔지니어링 및 생산 타당성

 b.  해당 부서의 모기업 자동차 제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c. 기술 혁신

 d. 소비자 선호도

2. 닉은 마케팅 조사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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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이 장에서 여러분은 다음을 학습하게 될 것 

이다. 

2-1 마케팅 조사 산업의 역사 

2-2 마케팅 조사 업체의 유형 

2-3 마케팅 조사 산업 구조

2-4 마케팅 조사 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

2-5  마케팅 조사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2-6 마케팅 조사 산업에서 경력 관리 

   조지아대학교 테리경영대학 : 마케팅 조사 전문가 과정

최근 들어 고객 욕구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기업들은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욕구를 탐색할 필요성을 깨닫기 시

작했다. 게다가 확보 가능한 고객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기업들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

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고객 인사이트(consumer insight)라고도 

부르는 마케팅 조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마

케팅 조사자를 찾기 시작했다. 

U.S. 뉴스&월드리포트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노동통계국에서

는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마케팅 조사 신규 채용 부분에서 

31.6% 증가한 131,500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조지아대학교(UGA)의 테리경영대학에서는 1980년에 마케팅 

조사 전문가 과정(Master of Marketing Research, MMR)을 운

영하기 시작했다. MMR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마케팅 조사 전문가 과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 조사 과정의 수준을 가늠할 때 표준으로 

언급되고 있다. 학생들이 마케팅 조사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UGA 교

수들에 더하여 업계의 유명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커리

큘럼은 학생들에게 마케팅 조사 산업의 공급자와 의뢰인 양측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략적 마케

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분석 도구에 대한 기술적인 면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다. 디지털 혁명의 촉발과 더불어 산업이 진화하게 됨에 따라 MMR 프로그램 역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오늘날 마케팅 조사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무수히 많고 MMR 졸업자들의 장기적인 전망도 매우 밝다. MMR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

은 곧바로 프로젝트 매니저, 수석 연구원, 그리고 마케팅 조사 매니저로 취업하고 있다. 다수의 

MMR 졸업생들은 고객 인사이트의 디렉터나 연구원, 혹은 마케팅 조사 업체의 부사장으로 활

동하고 있다. 

까다로운 입학 조건을 통과한 테리경영대학의 MMR 학생들은 입학 후의 교육과정에서도 실

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분석 및 조사 방법론 등을 직접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케팅 조사방법을 통

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MMR 프로그램은 마케팅 조사

방법론 학습을 실제 비즈니스 실무에 적용해 마케팅 전략 및 전술을 구축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마케팅 조사 산업

Charlotte Mason, 테리

경영대학 학장, MMR 

프로그램 디렉터, 코카

콜라 마케팅 연구회 센

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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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데이터 수집, 분석 도구,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

고 그것을 배포하는 기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MMR 학생들은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둔 마케팅 조사 프로젝트 설계, 최신 통계

기법을 활용한 조사 분석론, 영향력 있는 보고서 작성, 그리고 매니저에게 마케

팅 정보 컨설턴트로서 도움을 주는 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MMR 프로그램은 

기업 실무와 관련된 표준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프

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삼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마케팅 

조사를 위한 도구와 기술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기 위한 

‘유연한’ 기술까지 함께 강조하고 있다. 

테리경영대학 MMR 프로그램은 마케팅 조사의 지식과 실용적 경험에 근거하

여 구축되어 있다. 학생들은 수많은 팀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실제 기업 경영환경에서의 팀 경영을 미리 준비해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

로 MMR 졸업생들은 마케팅 조사 전문업체부터 주요 기업의 마케팅 조사 부서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마케팅 조사와 고객 인사이트 

산업에서 이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많은 졸업생들은 MMR 

프로그램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졸업생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테리경영대학 프로그램은 마케팅 조사 교육 분야에서 여전

히 선두를 지키고 있다. 

－Charlotte Mason

출처：Text and Images by permission, University of Georgia Terry College of Business: The Master of Marketing Research Program.

이 
장 서두에서 논의되었듯이, 마케팅 조사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대두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유일한 산업이다. 2015년 U.S. 뉴스&월

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는 마케팅 조

사 분석과 관련된 경력은 ‘최고의 비즈니스 직무’ 중 

하나라고 보고한 바 있다.1 마케팅 조사 교육을 수

료한 이후 여러분은 마케팅 조사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장 서두에서 다루었듯

이, 이 장은 마케팅 조사 산업과 관련된 간단한 역

사, 마케팅 조사 업체의 형태와 규모, 산업이 직면

한 도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조사방법 등에 

대해 소개한다. 우리는 또한 마케팅조사협회(MRA)

가 후원하는 전문 조사자 수료 프로그램(Professional 

Researcher Certification, PRC)과 같은 전문적인 기

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

조지아주 애선스에 위치한 테리경영대학은 Business Learning 

Community의 1단계를 끝냈다. 코렐 홀(Correll Hall)은 대학원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uga.edu/mm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survey)는 1800년대 초부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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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2장•마케팅조사산업

로 우리는 마케팅 조사 산업이 직면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2-1 마케팅 조사 산업의 진화

초기 연구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후 사람들은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해 왔다. Lockley가 밝혔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Canaan)의 시장과 상품들을 알기 위해 

조사자를 파견했다”고 알려져 있다.2 그리고 미국에서는 1800년대 초에 유권자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3 오늘날 정책 여론조사는 마케팅 및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마케팅 및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 마케팅 조사는 1879년에 광

고 대행사인 N.W. 아이어 & 선(N.W. Ayer & Son)에 의해 수행되었다. 농기계 제조사인 니콜스-

셰퍼드 컴퍼니(Nichols-Shepard Company)의 광고 집행 스케줄을 잡기 위해 N.W. 아이어 & 선이 

미국 전역의 행정기관과 매체 관계자들에게 곡물 수확량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 마케

팅 조사의 첫 출발인 것이다.4 

마케팅 역사가인 Robert Bartels는 1911년에 위스콘신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교사인 Charles 

Coolidge Parlin에 의해 처음으로 연속적이고 조직화된 마케팅 조사가 집행되기 시작했다고 주장

한다. 커티스 퍼블리싱 컴퍼니(Curtis Publishing Company)에 고용된 Parlin은 커티스의 광고 지

면을 파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커티스의 

Saturday Evening Post 잡지의 광고 수주 증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Parlin은 오늘날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고 현재 미국마케팅협회(AMA)에서는 매년 마케팅 컨퍼런스에서 그의 이름을 

딴 상을 수여하고 있다.5

마케팅 조사 산업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1920년대까지 많은 마케팅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마케팅 조사가 널리 확장된 것은 시장의 영역이 

지리적으로 확장된 1930년대에 들어서부터였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즈니스는 오직 고객 근처에서

만 이루어졌다. 오로지 장인과 고객과의 물물교환만 이루어졌을 때는 고객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

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매일 고객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원츠와 니즈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

고 싫어하는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제조업체들이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을 위한 제품을 제조

하기 시작하면서 마케팅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보스턴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덴버

나 애틀랜타 등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시장의 욕구도 파악하길 원한 것이다. 

20세기의 ‘성숙화된 산업’ 

마케팅 조사 산업은 190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는데, A.C. 닐슨(A.C. Nielsen)은 1923

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가 창업한 닐슨 컴퍼니는 현재까지도 마케팅 조사 산업에서 일류 기업 

중 하나이다. 1930년대 들어 각 대학에서는 마케팅 조사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George 

Charles Coolidge Parlin은 

1911년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마

케팅 조사를 시작했다. 커티

스 퍼블리싱 컴퍼니에 고용된 

Parlin은 커티스의 광고 집행을 

돕기 위해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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