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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장의 상징이었던 산업과 기업들이 몰락하거나 외국 기업에게 M&A되고 있다. 

과거의 성장원리가 미래의 성장의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산업 환경에서 우리 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에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지난 40여 년간의 마케팅 수단의 변화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 기업의 마케팅 현 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둘째, 21세기의 새로운 경쟁 수단으로서 마케팅 공동체의 변화과정을 추적, 조사하 다.

셋째, 과거의 마케팅 공동체가 공급자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공동체가 발달

함에 따라 수요 측면의 공동체의 등장을 조사하 다.

넷째, 고객을 공유하는 공급자의 공동체와 목표 고객을 조직하는 고객 수요 측면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두 집단 상호간의 연결을 모색하는,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마케팅의 등장을 지적하 다.

다섯째, 이와 같은 공급 측면의 공동체와 수요 측면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사례로서 OK Cashbag,
TTL, Na 등과 같은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목표 고객 집단을 확보하기 위한 이업종 결합에 의한 공동 마

케팅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측면의 공동체 집단과 수요자 측면의 공동체 집단을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상

표의 개발 가능성을 실증 조사함으로써 21세기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학계 최초로 제시하고 실증

조사를 하 다.

오늘날의 어지러운 사회의 참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나타내는“지킴이”라는 문화상표의 개발 가

능성이 있는가?, 지킴이의 부문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어떠한 이업종이 결합하 을 때 온라인활

동에 익숙한 목표 고객층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마케팅 전략의 마케팅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를 하이트 맥주의 사례로써 조사하 다.

실증 조사의 결과 이러한 공동 마케팅의 효과는 30% 정도의 구매 빈도의 증가와 31.56%의 구매량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 공동체와 수요 공동체의 마케팅 패러다임을 <그

79

經 � , 36 卷 1 (2002年 3 )

*이 연구는 수암장학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서울 학교 경 학 교수



림 5>로써 요약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볼 때 21세기 우리 기업의 성장 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 다.

첫째,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우리 기업의 고유한 강점을 재발견하여야 한다.

둘째, 성장기의 내부화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 체제를 조직하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즉 공급 측면의 공동체와 수요 측면의 공동체를 조직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목표 좌표가 없을 때에는 앞서가는 기업을 따라가는 벤치마킹이 효과적이겠으나 21세기의 성장

좌표를 확인한다면 목표 좌표를 향하여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는 노력, 즉 Path Breaking의 경쟁 수단을

발견하여야 한다.

넷째, 두 집단의 상관계수를 모색하는 다변량 통계 방법론이 있듯이, 공급자 측면의 공동체와 수요자

측면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IT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문화상표의 개발 가능성을 통

하여 미래의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 언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성장원리가 오히려 21세기의 환경

에서는 실패의 원리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컴퓨터와 휴 폰이 인터넷의

단말기로 사용되며, 마케팅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On-Line이나 Off-

Line에서 이업종∙이업태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시 를 맞아 퓨젼 상품

이 등장하고 산업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다. 한국경제를 표하던 산업과 기업들, 그

리고 기업인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지구촌 경쟁시 를 맞아 국내시장에

서 국내기업과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회사와 국내에서도 경쟁하여야 할 만큼 경

쟁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세계기업들의 흡수와 합병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표하

는 기업들에 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 금리는 인플레이

션보다 낮게 형성될 정도이나 새로운 투자가 증가하지 않아 학졸업생들의 실업율

은 악화되고 있다.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사금융의 고금리가 늘

어가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21세기의 새

로운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에 한 마케팅의 전략은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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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한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방법, 20년 전의 전략, 10년 전의 성공사례 등이 서로 혼합되어 있지는

않는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면서 뭉쳐서, 모

여서, 서로를 서로가 연결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의 기업 집단들이 계열 분리되면서 기업집단(재벌)이 붕괴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질

서의 재구축과정에서 새로운 논리에 의한 연결의 이익(relationship merit, network

merit)을 어떻게 모색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지난 40여 년간의 마케팅 수단의 변화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기업들이 채

택하고 있는 마케팅전략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마케팅 수단

들이 진화되고 있는가를 제시하 다.

둘째, 21세기의 새로운 경쟁수단으로서 마케팅 공동체 전략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

러한 전략이 각 분야 별로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를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 다.

셋째, 마케팅 공동체의 도입가능성과 그 효과에 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경

쟁전략으로서의 마케팅 공동체 전략의 도입방안을 제시하 다. 

II. 마케팅 수단의 변화과정에 한 재검토

1960년 의 마케팅 믹스변수에 한 연구가 1970년 부터는 소비자행동분야로 크

게 이동하 다. 1980년 에는 과거의 환경변화에 마케팅 믹스변수의 창조적인 적응

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환경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케팅 경쟁의 우위를 확보

하려는 전략적 마케팅(strategic marketing)이 도입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환경요소

에 한 분류나 환경요소와 마케팅 성과를 연결하려는 노력이 없어서 개별 기업의 마

케팅 활동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마케팅 시스템

의 참여자들과 환경요소와의 연결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연결마케팅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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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년 의 4P 중심의 마케팅 믹스 시

1960년 부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표준품의 보급수요가 확 되었으므로 생산

의 효율화가 기업성장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기업은 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scale merit)를 주요 전략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임종원∙박형진, 1998]. 표준품

의 량생산체제는 생산된 많은 제품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제품의

공급이 시장에서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있을 만큼 많지는 않지만 생산된 제

품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장에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수행될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의 4가지의 마케팅 수단의 활용에 관

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전환에 따라 가격을 수단으로 하는 수급조절 기

능을 연구하던 미시경제학적 접근에서 가격 이외의 제품, 유통, 촉진과 같은 변수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표준품의 량생산을 중심으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0년 에

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제품, 가격, 촉진, 유통 등의 마케팅 믹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관리활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초과공급상태에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풋쉬마케팅(Push Marketing)이 유통단계별로 가격혼란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시장

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경쟁수단을 모색하게 되었다. 시장점

유율의 증가는 유통망의 확 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공급과잉과 상품력의 약화에 따라 리점들의 손익은 악화되고 새로운 유통 전문업

체와의 경쟁에서 려나게 되었다. 광고와 촉진활동은 수요를 창조하는데 큰 힘이 되

었다. 그러나 상품력이 부족한 제품의 광고는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는 없었다. 

2. 1970년 의 소비자행동연구의 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1970년 에 들어서 마케팅 믹스중심으로 풋쉬 마케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시장에 한 관심이 증가하 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시장이나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존재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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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전반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행

동, 선택행동, 그리고 사용행동이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총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의 개

발을 기업성장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소비자의 욕구의 다양화와 개성화들

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의 종류도 세분화하게 되었다. 목표 소비자를 선택하여

마케팅을 차별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쟁회사들이 선택한 목표 고객들이 유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 리에 개발한 제품이나 마케팅 믹스도 유사하게 되었다. 그러므

로 소비자행동의 연구만으로 마케팅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에 한 관심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산업측면에서 성장률감

소, 공급과잉, 경쟁격화가 계속되고 있고, 시장측면에서 시장포화에 따른 신규고객확

보의 비효율성, 재구매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에 따라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 향상시키는 활동이 필요해짐에 따라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

계를 개발∙관리함으로써 마케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Oliver, 1980; Churchill and Suprenant, 1982; Tse and Wilton, 1988; Yi, 1990; Berry,

1983; Craven and Piercy, 1994].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다음 그 성과가 구매

하기 전의 기 보다 더 클 때 고객만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이 증

가함에 따라 미래구매의도가 높아져서 반복구매(repeat purchase)를 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고객충성도가 증가하고 다른 소비자에 한 구전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보고 있다[Bearden and Teel, 1983; Westbrook and Oliver, 1991; Churchill and

Surprenaut, 1982]. 고객만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고객만족이 고객유

지(customer retention)에 향을 줌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개발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활동은 고객의 기 수준을 지나치게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을 뿐만 아니라[Thompson, 1998; Rust and Oliver, 1999] 고

객의 협상력 증가로 결국 win-win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고객 이탈이나 고객 실패

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Reichheld, 1996; Lim and Jun, 1999]. 고객이 직면하고

있는 전체문제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부분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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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Wiesema, 1996].

3. 1980년 의 전략연구 시

1980년 에 들어서는 소비자에 한 연구를 통한 마케팅활동이 경쟁기업과 유사해

짐에 따라 경쟁기업과의 경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케팅에 전쟁과 전

략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쟁기업들간의 경쟁이 전쟁과 유사

하다는 점에서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전략 개념들이 마케팅 활동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마케팅 전략에 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경쟁기업분석을 통하여 강약점을 찾아냄

으로써 경쟁에 승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쟁전략을 개발하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

여 시장을 관리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의 관심은 개별기업중심의 시장관리의 한계를 인식하

게 되었다. 미국은 시장에서의 완전 경쟁을 희소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은 2차 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원인 중의 하나인 석탄과 철강자원의 공동활용이란 정신에서 유럽공동체

가 형성되었다. 유럽이 하나로 뭉친다면, 다시 말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각종 생산요

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범위(상권)가 넓어질수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 70년 부터 일본이 유럽과 미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공격하여 80년

에는 미국의 자동차산업도 그 경쟁력을 잃게 되자 일본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GM이 경쟁하는 상은 일본의 도요타

나 닛산과 같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배후 지원아래 일본의 산업조직 전

체와의 경쟁, 즉 GM과 일본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일본 주식회사가 미국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기업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핵심기업이 여러 업종에 걸쳐서 자회사, 관계

회사, 투자회사, 협력회사 등의 이름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그 집단내의 기업들

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신사업, 신기술 그리고 신시장의 진출 등

Relationship Merits를 확보하기 위하여 복잡한 산업조직을 구축하고 있다[임종원,

1993]. 예컨 , 일본의 미쯔비시그룹은 금융사와 종합상사가 중심이 되어 각 산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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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기업이 그룹 사장단회의의 회원사가 된다. 예를 들면 식품산업의 핵심기업은

기린 맥주이며 약 30여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아지노모노는 또

30여 개의 자회사를 지난 60여 년간에 걸쳐서 구축하고 있다. 미쯔비시 종합상사는

라면에서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철강, 건설, 석유화학, 부동산, 정유, 자동차, 전기와

전자, 정 기계, 컴퓨터,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미쯔비시

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서 자회사와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현 자동차도 미쯔비시의 투자회사이다. 미쯔비시 그룹과는 성격이 다른 신일본제철

은 철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수직적 수평적 계열화를 거의 완벽하게 구축한 하나의 산

업조직이라 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업에서 민 화된 NTT도 정보 통신분야에서 200

여 개의 자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별기업간의 상호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이익이 증

가하며 희소자원을 최적 배분할 수 있다는 측면보다 기업과 기업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 80년 부터 보편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용하고 환경의 여건을 조성하여 경쟁의 우위

를 확보하고자 하는 연결마케팅에 한 관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연결마케팅 참여하

는 기업들이 구성하는 시스템이 핵심적인 개념이 됨에 따라 시스템을 염두에 둔 전략

적 제휴(strategic alliance),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copetition; cooperation과

competition의 합성어), 이업종과의 결합, 퓨전(fusion) 등의 개념들이 널리 소개되어

왔다.

마케팅 시스템을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입장벽, 경쟁기업, 제품과 시장에

의한 세분화에 의한 경쟁좌표의 관계, 원부자재 조달기업, 유통구조와 유통경로, 각

종 지원기관과 규제기관 및 조정기관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세분화된 환경요소

를 마케팅의 성과와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연결 마케팅에 한 연구가 시작

되었다[임종원, 1987]. Relationship이란 단어의 뿌리인 Relate는 Relate A with B라는

요소로 분리할 수 있다. B의 요소, 즉 종속변수를 마케팅 성과인 매출액 증감이나 시

장점유율의 변화로 측정한다면, A는 마케팅 시스템 내의 여섯 가지 종류의 요소로서

독립변수로 구분하 다. 기업간의 활동들이 서로 연결(link)됨으로써 <표 1>과 같은

연결이익(relationship merits)라고 불리는 경쟁구조의 개선, 신사업 단위의 개발, 기술

개발과 품질향상, 수요개발, 장기투자의 확보, 기업의 내부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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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다[임종원, 1992; 1994]. 사회 경제 시스템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비중이 적고 정부나 관계기관의 규제나 역할이 국가의 자원 배분에 향력이 큰 경우

에는 마케팅 시스템의 과업환경요소들과 마케팅 성과와의 관계관리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간에 관계를 가지는 것이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반면에 시장거래는 시장참

여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때문에 시장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시

장실패(market failure)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Coase(1937)가 지적한 이후 기업간 관계

를 활용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많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급기업과 구매기

업, 제조기업과 유통기업간의 쌍 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Just-In-Time 등의 마케팅 활

동이 효율성제고의 측면에서 많이 도입되게 되었다[Dwyer et al., 1987; 임종원과 김

기찬, 1990; Frazier et al., 1988; Gilbert, et al., 1994]. 한편 상권의 세계화와 더불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장벽의 관리, 경쟁 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의 전략

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제휴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다[Contractor and

Lorange, 1988; Anderson and Narus, 1991; Bucklin and Sengupta, 1993]. 구매자와 판

매자와 같은 쌍방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들은 마케팅 시스템 전체에 참여하는

구성요소들의 관계구축과 활용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연결 마케팅활동들에 있

어서 그 상 역의 확 와 기업간 연결구조의 상호작용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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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 역의 확 에 따라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그 기업의 내부적 파트너쉽, 공급

자 파트너쉽, 유통(판매) 파트너쉽, 경쟁기업과의 파트너쉽, 환경 관계기관과의 파트

너쉽과 같은 구조들의 관리활동이 행해지게 되었다[Morgan and Hunt, 1994].

마케팅 시스템 참여자들간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협력이란 단어와 경쟁이란

단어의 합성어인 Coopetition(cooperation and competition)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

다[Brandenburger and Nalebuff, 1995]. Coopetition을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찾아 보면 네트워크 내에서의 협력과 네트워크 간의 경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합성된 단어의 순서를 고려할 때, 이 합성어의 정신을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협력

을 잘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패배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경쟁의 개념도 개

별기업중심의 경쟁에서 네트워크간 경쟁(inter-network competition), 그룹 그룹경

쟁(group vs. group competition)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Thorelli, 1986; Gomes-

Casseres, 1994; Klein, 1995]. 또한 네트워크차원에 있어서의 경쟁개념에 응하여

네트워크내의 다양한 구성기업들 사이의 경쟁인 캡슐화된 경쟁(encapsulated

competition)의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Klein, 1995]. 경쟁의 개념이 네트워크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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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결마케팅의 효과

고객관계 고객관계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네트워크

효율성 �고객유지 경제성 �원가경쟁력 향상 �위험감소 �네트워크 차원의

향상 �비용절감 원가경쟁력 향상

�파멸적 경쟁자제

효과성 �고객화된 제공물 �고객화/적용활동 �제품보완 및 �네트워크 차원의

향상 �관계혜택 �전문화 및 핵심우위 보완재의 확보 적용활동

�one-to-one 집중 �핵심우위 보완 �핵심우위 개발과

marketing �암묵적 지식 �공동생산/합리화 전문화

�공동가치창출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시너지 �네트워크 차원의

�total solution �공동가치창출 �속도의 경제성 공동화

�total solution �암묵적 지식확보 �이질적인 자원의

결과효과

관계의 �장기적 관계 �장기적 관계 �협력적 우위 �네트워크 관계

구조화 �신뢰, 몰입 �신뢰, 목입, 규범 �상호의존성의 �네트워크 지위

�교체장벽 �교체장벽 연결망 �네트워크 맥락



쟁(inter-network competition)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쟁우위의 개념도 네트워크에 기초

한 우위(network-based advantage), 그룹에 기초한 우위(group-based advantage)의 개념

으로 전환되게 되었고[Gomes-Casseres, 1994],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성기업의 능력

들을 집합적으로 보는 능력사슬(capability chain)과 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

식하게 되었다[Stalk et al., 1992]. 

4. 1990년 의 정보적 관계화와 연결마케팅의 시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관계형성의 양식이 생기게 되었는데 기업들이

내부 정보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정보시스템이 외부적으로 발전하여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관계화 양식에 새로운 전기가 형성

되었다[임종원, 1997].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기업의 내부 기능간의 통

합뿐만 아니라 전자적 자료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과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를 통해서 기업외부의 당사자들과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결마케팅의

성과는 연결의 상, 연결의 내용 못지 않게 연결방식 또는 수단에 의해 크게 좌우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은 제한적이었던 연결방식을 획기적으로 확 시킴에

따라 연결마케팅 역의 양적인 증 및 질적인 심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

80년 자본적 결합 및 인적결합을 중심으로 한 일본주식회사는 개별적 미국기업

과의 경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나, 90년 에 들어와 실리콘 밸리 모델로 표되

는 정보적 관계화에 의한 새로운 연결방식으로 미국기업들은 다시 세계시장의 부동

의 강자로 부상하 다[임종원∙조호현∙박형진, 1997). 일본의 기업들이 자본적 관

계나 인적관계를 통하여 기업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왔으나

미국기업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정보적 관계화를 통한 네트워크 메리트를

강화하여 나갔다.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scale merit)나

석유화학 산업에서처럼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종류의 상품이 생산되어 고정비가 상

품별로 분산되는 효과 즉 범위의 경제(scope merit)가 원가절감 효과를 반 하고 있

다. 그러나 네트워크 메리트(network merit)는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품질향상, 매출

증가, 시장의 개척과 방어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지난 100년 동안의 산업화와 국제화과정에서 형성된 일

88 經 � , 36 卷 1



본의 전략집단 조직을 한국의 우그룹도 종합상사가 중심이 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전략집단을 구축하 다.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가 초래한 고금리부담과 외환차손

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그룹이 와해되는 비극을 맞았다. 자본적 지배구조에 의한

기업간 관계가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간 관계보다 불확실한 환경의 충격을 극복할 능

력이 부족하다는 실증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보기술이라는 연결수

단을 활용하지 못한 기업간 네트워크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간 관계가 전자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연결구조를 암시하는 네트워크라는 개념

이 보편화되어 왔으나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들의 행동원리와 네트워크 조직의 관

리를 위해 공동체개념이 도입되었다[임종원 외 2인, 1997; 임종원과 이동일, 1999].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며,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심성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Poplin, 1979]. 연결마케팅과 관련하여 임종원 외 2인(1997)의 연구에서는 연결마케

팅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연결마케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함로써 연결이익을 얻고자하는 공동체를 연결 마케팅 공동

체라 부르면서 연결 마케팅 공동체(relationship marketing community)를 공동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마케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이나 기관들의 모임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공동체는 기존의 네트워크와는 달리 그 범위에 있어서

시장에 총체적 해결책을 제공하거나 더욱 다양한 연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네트워

크보다 더욱 큰 범위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가 더욱 발전한 형태

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연결 상이나 참여 분야에 따라 진행되던 전략적 제

휴(strategic alliance),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copetition; cooperation과 competition

의 합성어), 이업종과의 결합, 퓨전(fusion) 등의 개념들도 공동체의 개념으로 통합ㆍ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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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결 마케팅 공동체의 등장 사례

1. 동종 업계의 수평적 연결에 의한 마케팅 공동체

1) 정보적 관계화에 의한 공동체 마케팅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기업의 내부 기능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전자적

자료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과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를 통해서 기업

외부의 당사자들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 다[Malone, Yates and Benjamine, 1987].

기업간 커뮤니케이션이 전자적으로 중계됨에 따라서 재고감소, 시간단축, 불확실성

의 감소, 상권의 확 등 다양한 Relationship Merits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American Airline은 SABRE라는 항공일정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제휴항공사와 여행사

들이 이 항공사의 비행기와 쉽게 연결하여 고객의 편의를 위한 항공여행일정을 신속

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정보적 연결은 정보의 다자간 공유로 활용됨에 따라서 마케팅 시스템의 내부

와 외부 상호간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연결의 범위는 더욱 확 되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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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사업의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질수록

한계효용은 체증하고 한계비용은 급속하게 체감함에 따라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공동

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공동체내부의 기업들 상호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심화될수록

공동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경쟁단위로 변화하게 되었다. 예컨 항공 여행자들의 여

행 범위가 세계화되고 여러 장소를 경유하는 경향이 증 함에 따라 세계적 항공사들

이 제휴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항공

망을 표하는 한항공은 북미 륙의 델타항공, 중남미 륙을 위한 멕시코의 에어

로 멕시코, 유럽 륙의 항공연결을 위해 에어 프랑스, 동구라파의 항공망은 체코 항

공과 같이 하나의 팀을 만들고 스카이팀이라는 마케팅 공동체를 만들어 운 하고 있

다. 전세계의 표적인 항공사들은 각각 세계 어느 곳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항공망

을 갖춘 항공팀을 조직하여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항공사

와 다른 항공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 팀의 하나로서 한항공이 소속

한 스카이팀은 스타 얼라이언스(Star Alliance)와 같은 다른 항공사들의 공동체들과 경

쟁하게 되었다. 개별 기업간의 경쟁에서 공동체 상호간의 경쟁으로 확 되고 있다.

2) 동종업계의 초 형 조직화(super-organization)에 의한 공동체 마케팅

WTO 시 를 맞아 재화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기업

의 경쟁범위도 지구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제조회사들의 흡수

합병의 과정을 통하여 수평적 결합에 의한 세계시장의 지배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자

동차의 경우 전세계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자

동차제조회사들은 일본의 도요다, 미국의 GM, 포드, 독일의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흡수합병, 자본의 계열화, 기술제휴 등의 형태로 지배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 기아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와 자본제휴를 통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도 포항제철, 일본의 신일본 제철, 그리고 중국의

보산 제철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부문에서 전략

적 제휴를 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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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공유형(customer sharing) 이업종 결합에 의한 공동 마케팅

고객 공유의 마케팅 공동체란 동일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인 집단으

로 동일한 고객들을 상으로 하여 고객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업종의 기업들이 결합함으로써 공동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 

재래시장에는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려는 상인들이 모여 있다. 흩어져 있는 것보

다 모여서 집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래시장 주위에 백화점이 운 되는 경우에

는 백화점으로 고객들이 이동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백화점은 일종의 시장개

설자라고 할 수 있다. 백화점 내부의 공간별로 취급 상품과 입점업체를 배치하고 공

동의 마케팅을 추진하여 고객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미국의 백화점들은 할인점과의 경쟁에서 거의 부분 실패하 다. 할인점들도 전

문점이나 전문할인점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의 백화점에는 식품 및 생활용

품점(미국의 Grocery), 각종 의류 전문점들과 화장품 전문점들이 입점하고 있다. 일

년에 몇 번씩 할인 판매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창고매장이라는 할인점포도 운 하는

경우도 있다. 백화점 내부에 국의 백화점이 입점하여 업하는 경우도 있다. 

롯데월드는 다양한 업태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 호텔은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여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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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백화점이 수 장, 민속촌, 예식장, 극장가,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 등과 어울려서 이업종간의 구매(Cross Shopping)를 유도하고 있다.

업태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통한 공동마케팅은 편의점(convenience store)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편의점에서는 간단한 공공요금의 납부와 은행의 예금과 인출이 가능

한 기계를 설치하여 미니뱅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전자렌지가 있어서 고객이 라면

이나 커피도 만들어 먹으며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 간단한 지로

나 휴 폰 사용료도 지급할 수 있다. 택배회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소량의 화물들을

탁송의뢰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업종들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고객을 공유하면서 매출액

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판매비용을 절감시키는 제휴 업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

다. 인터넷의 성장에 따라 소비자로의 권력이동과 고객공동체의 출현을 배경으로 하

여 고객공동체를 그 중심 상으로 하여 다양한 이질적인 업종들이 고객들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 결합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유사한 관심을 갖는 사람(Like-Minded

People)의 결집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소비의 집적화, 구매의 조직화가 일어날 수 있

게 되고 이러한 고객공동체를 상으로 이업종들이 결합되면서 제휴 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된다.

3. 고객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업계의 공동마케팅

고객문제를 중심으로 관련업계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의 마케팅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도 많다. 프렌차이즈 사업은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에 보편화되고 있다. 프

렌차이즈 본부는 목표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가맹점들은 독립적으로 운 하되, 마치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악보

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모든 연주가 조화를 이루듯이, 프렌차이즈 본부의 프로그램

에 따라 모든 업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프렌차이즈야말로 본부, 고객, 가맹점들의

공동이익을 극 화함으로써 고객에 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상품은 이미 여행업계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다. 해외

여행을 위해 고객들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주는 투어상품이 있다. 여행

과정의 비행기 일정, 방문장소와 입장료, 호텔예약과 숙박비 등 집을 떠나서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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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귀가할 때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주는 기관들을 선정하여 준다. 여행사의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전문화되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

들의 매력도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된다.

4. 지식산업 개발과 마케팅 공동체

미국 서부의 비옥한 농업지역이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하며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강

화시켜온 실리콘 벨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식산업개발을 위한 중요한 연구 상

이 되어 왔다. IT와 같은 지식산업이 발전하는 단지를 연구 공원(research park), 과학

공원(science park) 또는 테크노 벨리(techno valley)라고 한다. 어떤 지역이 지식산업

단지로 발전하기 위한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원천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인력을 공급

하는 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학에서 생산된 원천지식을 상용화하여 제품

의 형태로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려면 지역이 갖추어야할 요건은 무엇일까?

첫째, 지역의 내부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외부로부터 인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들의 연결체계

(network)가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따라 지식생산의 효율성이 달라질 것이다. 기업체,

연구소, 학회, 관련업계의 조합, 학 등 아이디어의 창출에서 제품의 폐기에 이르기

까지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융합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적인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모험정신, 목표지향성, 실

리적인 효율성이 존중되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인정하여 실패한 기업가들이 언

제든지 새출발 할 수 있도록 위험분산제도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기존조직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분위기와 유연적인 노동시장을 통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재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법적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중심기관이 있어야 한다. 만에는 80년 초

반부터 산업연구공원을 조성하고 정부의 특별우 조치로 실리콘벨리의 인재를 유치

하고, 입주업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하되 부가세, 업소득세, 기계

설비 원료의 수입에 따른 각종 세금의 감면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지

식산업이 만의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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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경 에 실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벤쳐창업

가의 경 을 지원하는 컨설팅과 창업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

에 자본을 투자하는 벤쳐캐피탈과 위험분산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쳐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벤

쳐산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성공요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연

구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공동체 정신

의 함양과 그 정신의 구현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 이기주의와 기

회주의가 지배하더라도 공동체정신으로 보완된다면 이질적 요소들의 화학적 융합에

의한 지식창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5. 디지털 컨버젼스(Digital convergence)와 연결 마케팅 공동체의 활성화

상업지역은 소비자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곳에서 발전하게 된다. 컴퓨터뿐만 아니

라 휴 폰이 인터넷의 단말기로 보편화됨에 따라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공간이 On-Line과 Off-Line에서 개설되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거래 공동체, 관심 공

동체, 환상 공동체, 그리고 관계 공동체들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Armstrong and Hagel

III, 1996]. 인터넷 상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를 촉진하고 이들 거래와 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공동체, 공동체 참가자들이 특정주제에 관해 상호간에 광

범위하게 상호작용하는 관심공동체, 온라인 상의 새로운 환경, 퍼스낼러티, 이야기가

창출되는 환상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매우 열정적이고 깊은 인적 연결을 형성하는

관계공동체가 이미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소비자 공동체의 출현은 마케팅 측면에서는 구매력이 결집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새로

운 공동체들의 참여자들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고, 새롭게 형성

된 공동체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상에 형성된 공동체들을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

시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새롭게 성장하는 기회를 포착한 많은 기업들이 다른 조직이

나 기업간의 거래(B2B) 또는 기업과 소비자와의 거래(B2C)를 위하여 새롭게 모이게

되어 다음의 <그림 4>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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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하는 거래(B2C)인 경우 목표고객들이 모여 있는 공

동체와 연결하거나 목표고객들에 더욱 더 매력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러 형태의

공급기관들이 서로 제휴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운동화를 판매하려 하는

경우, 다이어트나 조깅, 동네 마라톤 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는데 관

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와 제휴를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를 On-Line이나 Off-Line에 개설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value)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각종 기관들이 제휴하여 공동 마

케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자 공동체와 고객이 원하는 것

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마케팅을 수행하는 참여자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소비하는 가치공동체가 새롭게 출현하게 되었다. 가치공동체는 과거의 정보기

술의 활용을 통하여 마케팅의 특정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공유하는 기능공유 공동체나 동일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업종들이

모인 고객공유 공동체가 더욱 발전한 형태인데 그 주요한 특징을 다음의 <표 2>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공동체에서는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순한 고객만족에서 벗어나

서 고객성공을 위해서 운 되게 된다. 고객성공이란 고객이 추구하는 목적을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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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치공동체의 구성요소들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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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달성하 는가의 성공정도를 의미한다[Amidon, 1997; Lim and Jun, 1999]. 이러한

고객성공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는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한 적절한 해결책, 즉 고객맞춤형 해결책방안을 제공하는 tailoring, 고객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 다 주기 위해 고객행동을 바꾸는 coaching, 동반자로서의 고객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여 일하는 제휴관계를 형성하고 연결될 당사자들이 시너

지효과를 갖게 되는 partnering, 관계를 통하여 고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고객관계

의 즐거움 제공, 고객과의 신뢰성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Wiersema, 1996; 임종원,

1999].

지금까지의 마케팅은 개별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알맞은 마케팅프로그램을 연

구 상으로 하 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시 를 맞이하며 업

종과 업종 상호간의 경계가 소멸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1) 공동체 마케팅: TTL(SK-011) 과 Na(KTF-016)의 마케팅의 재음미

휴 폰 업계가 10 와 20 초의 고객들을 상으로 문화상표인 TTL과 Na를 출

시하 다. 전통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의 장점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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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능공유, 고객공유, 가치공유의 비교

유형 기능공유 고객공유 가치공유

세분시장 인구통계적 세분시장 사용세분시장 가치세분시장

마케팅 매스마케팅 데이타베이스마케팅 공동체마케팅

마케팅장소 지리적 장소 행위적 장소 가상공간

소비자 시장수용자 시장참여자 시장창출자

<표 3> 고객만족과 고객성공의 비교

고객만족 고객성공

기반 컨슈머리즘 공동체

가정 기 와 성과 공유

소비자 수동적 소비자 능동적 참여자

사업목적 수익최 화 공동체의 관심최 화

고객에 한 이해 고객의 특정측면 이해 고객의 모든 측면 이해



시키는 광고나 유통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요사이 20 들은 30 가 10

년 전에 경험하 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N세 의 고객들은

상품을 소유하며 자랑하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혜택을 얻느냐, 또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에 중요성을 더욱 더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N세

의 목표고객에게는 제품을 촉진하는 것보다 N세 가 선호하는 문화나 생활유형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패키지(benefit program)를 문화상표로 만들어 소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 TTL과 Na의 목표고객 속성

TTL의 목표고객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스무살

이나 되었으니 자기도 많이 컸고, 시키면 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 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무엇이든 알고 싶어하고 정답이 없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정답이

있으면 재미없어하는 세 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TTL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않고 호기심이 가득찬 고객들에게 TTL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자기 나름 로 해석

하여 즐기도록 추천하고 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지 않고 살아가는 고객을 TTL은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KTF-O16의 Na는 나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길 원하고 우리사회와

우리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N세 를 목표고객으로 선택하고 있다.

나. TTL과 Na의 상품과 서비스

TTL과 Na는 N세 를 위한 여러 종류의 가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전

화 서비스 뿐만 아니라 N세 들을 위하여 먹기, 패션과 미용, 레져, 기타 꽃배달, 자

동차극장, 어학습, 주유소 등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할인혜택을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화, 까페, 노래방, 비디오 및

PC방까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TTL Zone이나 NaZit를 운 하는 한편

사이버공간간에는 TTL Playon이나 Na크로스라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상용고객우 제도, 즉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객을 유지하고 사용빈도와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여 왔다. 한항공의 스

카이패스 고객들은 마일리지 제휴업체를 이용해서도 자신의 마일리지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TTL이나 Na의 할인기능은 제휴 회사들과 공동으로 고객을 유지 강화하려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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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먹기, 레져, 패션과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공동

으로 TTL 또는 Na라는 문화 상품을 제공하는 공동체 마케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TTL과 Na의 마케팅 공동체

문화상표로서의 TTL과 Na는 통신서비스회사가 중심이 되어 천여개의 제휴회사

와 TTL, Na의 회원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도 하다. TTL과 Na는 제휴회사들에게

고객들을 알선하고 매출액을 증가시켜 주는 신에 고객들은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다양한 할인 혜택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먹기, 패션과 미용, 레져 기

타 서비스 분야의 제휴회사들의 서비스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 결과 고객들은

TTL 또는 Na의 단골 고객으로서 제휴회사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동전

화 서비스의 이용빈도, 이용범위, 그리고 이용금액을 더욱 더 증가시키는 계기를 계

속하여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TTL과 Na의 마케팅 거점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물리적 공간에 지점 또는 리점, 취급점포를 통하여 고객

과의 매매활동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TTL이나 Na는 고객들이 음악, 화, 게임,

스티커 사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TTL Zone, 또는 Nazit라는 이름으로 물

리적 공간(offline space)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행, 연수, 화, 음

악 또는 쇼핑몰까지 제공하고 있다. TTL Playon이나 Na 크로스에서 만나는 고객들

상호간에도 의사소통이나 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동호인의 마을(community)을 만들

어 운 할 수도 있다. 

마. 문화상표 TTL과 Na의 마케팅에의 기여점

N세 를 상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SKT와 KTF가 서로 직접적으

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TTL과 Na의 공동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공동체의 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회원

들을 모집하고, 또 회원들의 통화빈도, 통화량, 통화금액 등의 서비스 이용량을 증

시키는 것은 문화상표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제휴업체

들이 얼마나 회원들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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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화상표에 의한 공동마케팅의 가능성에 한 실증연구

1. 문화상표의 의미

문화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적 요소를 중

심으로 본다면 정신문화가 있으며, 물질적 측면에서는 물질문화가 있다. 모든 물질요

소는 정신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상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그 상품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의 가치를 판매하여야 한다. 문화의 정신적 요소, 즉 가치

를 공유하는 고객집단에게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업태가

공유하는 상표를 문화상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친구, SM 화재”라는 슬로간이 있다. 이 화재보험 회사는

고객이 어려움을 당하 을 때 도움이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즉 이 회사의 상품은“어려울 때의 도움”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도

와주는 사람은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도

록 도와주는 도우미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의 고통으로 고생하

는 환자를 도와주는 도우미도 있다. 정신적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는 도우미도 많다.

“도우미의 마음”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다면 도우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동

체의 상표는 바로 문화 상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문화상표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젊은층의 고객을 확보하

기 위하여 자동차업계의 도요다, 생활용품업계의 가오, 맥주업계의 아사히 등 업계의

시장점유율이 1위, 2위 기업들이 윌(will)이라는 상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

은 21세기의 새로운 소비스타일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업종을

넘어선 합동 프로젝트 윌을 시작하 다. 윌은 1990년 에 들어 일본 국내에서 두드러

지기 시작했던 종래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소비행동을

보여주는 생활자인 신세 의 등장에 따라 각 기업들이 개발하여 왔던 종래의 마케팅

기법으로는 따라잡기에 무리가 있어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

을 인식함에 따라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다. 윌(Will)이라는 명칭에 담겨 있는 의

미는 보내는 측의 명확한 의지를 상품이나 이벤트에서 주장하고 표현하고, 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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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market)와 공감 를 형성하여 새로운 소비스타일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윌(will)이라는 통일된 시리즈의 명칭아래, 맥주, 의류용 방취제, 여행패키지,

자동차, 컴퓨터, 가전 등의 분야에서 즐거움과 진실함을 합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

여 제공하고 있다. 참여공간의 경우에도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relax, emotion,

creative, cool이라는 4개의 테마로 구분하고 각 테마와 관련된 상품과 이벤트를 제공

하고 있다.

① relax: 자유스러운 편안한 시간과 공간을 연출해 주는 상품과 이벤트를 찾아 볼

수 있는 공간

② emotion: 잠깐 마음을 유혹하게 하거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상품과 이벤

트를 찾아 볼 수 있는 공간

③ creative: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잠시 자신을 뒤돌아 보고 싶거나 손쉽게 새로

운 자신을 찾아 연출할 수 있다거나 하는 상품과 이벤트를 찾아 볼 수 있는 공간

④ cool: 세상에서 즐겁게 긍정적으로 멋있게 살아간다 구호 하에서 그러한 자신을

연출해 주는 상품과 이벤트를 찾아 볼 수 있는 공간

2. 조사의 상

인터넷과 휴 폰의 이용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젊은 층으로서 사교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목표로 하 다. TTL이나 Na와 같은 문화상표의 이용경험

이 있는 집단으로서 휴 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아리모임(community)에도 익

숙하며, 회원들의 공동이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운 되는 마케팅프로그램, 공동체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은 맥주를 주로 취급하는

점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여, 서울의 강남지역 맥주점포를 샘플링 단위

로 선택한 다음, 선택된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 무작위 선출하 다. 

3. 조사의 내용과 가설의 설정

(1) “지킴이”라는 문화 상표를 만든다면, 어떤 분야의 지킴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가? 지킴이라는 정신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 지킴이의 응집

임 종 원 101



력을 먼저 조사하 다.

(2) 지킴이를 가정의 행복 지키기, 연인들의 사랑 지킴이, 친구의 우정 지킴이, 이

웃간의 신뢰 지킴이, 회사의 성공 지킴이, 사회와 자연의 환경 지킴이, 제품 품질 지

킴이와 같이 7가지 부문으로 분류하고 참여도의 강도차이를 조사하 다.

(3) 이업종간의 제휴에 의한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 한 사람간(이동전화 서비스를 예로 듬)에 지킴이 제휴 카드 사용 의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 다.

(4) 지킴이라는 문화상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유형이 무엇인가를 조사

하 다.

(5) 마지막으로 지킴이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마케팅 성과의 차이를 예측

하기 위하여 구매횟수와 구매량의 증가를 맥주를 사례로 하여 측정하 다. 

4. 가설의 검정 결과

1) 지킴이 운동에의 참여의지, 응집력

제품의 품질, 개인의 건강, 연인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가정의 행복, 이웃간의

신뢰, 회사의 성공, 나라의 번 , 환경의 순수함 9개 분야에 해서 어느 정도나 지켜

져야 하는지에 해 7점 척도로 측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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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킴이 운동에의 참여의지

지킴이 분야 Mean

제품의 품질 5.88
개인의 건강 5.81
연인간의 사랑 5.22
친구간의 우정 5.56
가정의 행복 5.67
이웃간의 신뢰 5.14
회사의 성공 5.24
나라의 번 5.18
환경의 순수함 5.44

평균(N=500) 5.46



조사 결과 9개 각 분야에 하여 보통(4점)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9개 분야 모두

에 한 평균이 5.46으로 나왔다. 또한 개인의 건강, 가정의 행복과 같이 개인적 가

치를 중심으로 한 지킴이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조사 상 응답자들이 지킴이 분야로 선정된 9개 분야 모두에

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참여의지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 지킴이 프로그램 참여도

<표 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킴이 정신에 한 공감 와 마찬가지로 실천적 프

로그램에 한 참여의도 역시 모두 높게 나왔다.

3)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경험자와 비경험자간의 지킴이 제휴 카드 사용의도

이동전화 제휴카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경험자 집단으로, 없는 사람

들을 비경험자 집단으로 분류해서 ANOVA 분석을 해 본 결과 지킴이 제휴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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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킴이 프로그램 참여도

지킴이 프로그램 Mean

가정 - 행복 지킴이 4.72
연인 - 사랑 지킴이 4.88
친구 - 우정 지킴이 4.97
이웃 - 신뢰 지킴이 4.49
회사 - 성공 지킴이 4.57
환경, 사회 - 순수 지킴이 4.63
제품 - 품질 지킴이 4.73

평균(N=500) 4.71

<표 6> 지킴이 제휴카드 사용의도

집단구분 N Mean Std.Deviation

경험자 집단 276 4.80 1.29
비경험자 집단 169 4.54 1.33

F 4.177
Sig. 0.042



한 사용의도가 경험자 집단의 경우 4.80, 비경험자 집단의 경우 4.54로 경험자 집단

이 더 높은 사용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95% 신뢰도 내에서 유의).

4) 지킴이 문화상표 참여업체유형

지킴이 문화상표를 위한 참여업체유형을 살펴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업종 제휴를 통한 더 큰 소비자 가치의 제공이라는

마케팅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업체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디지털 시 에 정보통신에

한 소비자 관심뿐만 아니라 소비자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나타내 주며, 외식

업체의 경우 기존 이동전화 제휴 카드 서비스에서 많은 할인혜택을 주는 업체이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5) 공동 마케팅에 의한 마케팅 성과의 측정

가. 구매횟수

공동 마케팅 시행으로 인해 이전보다 구매횟수가 얼마나 더 자주 증가하겠는가를

물어본 결과 52.8%(N=264)의 응답자들이 구매횟수를 늘리겠다고 응답하 다.

구매횟수의 증가량(%)은 위의 표와 같으며, 평균 30.19%(N=500)의 구매횟수 증

가 의도를 보이고 있다.

나. 구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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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킴이 문화상표 참여업체유형

업체유형 빈도 %

정보통신 109 21.9
외식업체 107 21.5

유통 78 15.7
의류 70 14.1

자동차 64 12.8
방송사 31 6.2
가전 21 4.2

신문사 14 2.8
화 3 0.6



공동 마케팅 시행으로 인해 이전보다 구매량이 얼마나 더 많이 증가하겠는가를 물

어본 결과 45.4%(N=227)의 응답자들이 구매횟수를 늘리겠다고 응답하 다.

구매량의 증가량(%)은 위의 표와 같으며, 평균 31.56%(N=500)의 구매량 증가

의도를 보이고 있다.

5. 검정 결과의 요약

지킴이라는 문화상표의 도입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는“지킴이”라는 공통의

가치(정신)에 기반한 이업종간의 공동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큰 참여도와

함께 소비자의 구매량과 구매횟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마케팅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그림 5>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결국 단일기업(S1,

S2, S3, …, Sn)이 단일제품(P1, P2, P3, …, Pn), 단일서비스(S1, S2, S3, …, Sn)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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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동 마케팅에 의한 구매횟수의 증가량

구매횟수의 증가량(%) %

1~9% 8.6
10~19% 10.6
20~29% 9.4
30~49% 9.6
50% 이상 14.6

평균 30.19

<표 9> 공동 마케팅에 의한 구매량의 증가량

구매량의 증가량(%) %

1~9% 6.8
10~19% 9.0
20~29% 7.4
30~49% 8.4
50% 이상 13.8

평균 31.56



지고 가격, 유통, 촉진을 설계하고 단일제품에 한 고객(C1, C2, C3, …, Cn)을

상으로 하 던 마케팅에서 벗어나 다수의 기업이 가치의 공유를 통한 가치 공동체인

고객 Community를 상으로 제휴를 통해 가치 수요자인 고객을 공유하고 이로 인해

기업 마케팅 활동의 효율성을 증 시키는 Relationship Marketing Community를 구축

하는 것이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V. 결 언

이제까지 21세기의 새로운 경쟁수단으로서 마케팅 공동체 전략의 배경을 설명하

고, 마케팅 공동체의 도입가능성과 그 효과에 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경쟁전

략으로서의 도입가능성을 제시하 다. 끝으로 실제 기업에 있어서의 공동체 마케팅

전략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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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elationship Marketing Community



1. Core Competence를 재인식하자

공동체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마케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

람이나 기관들의 모임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먼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 참여자들은 전체 공동체의 운 이나 가치사슬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다른

참여자보다 더욱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평가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파악은 각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

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공동체는 각 참여자들이 자

신이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경쟁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함으로 공동

체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임인 것이다. 이러 점에서 각 참여자의

핵심역량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전체 공동체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참여자들이 핵심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집중하고 전문화함으로써 전체 공동체의 활동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게

되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자들이 수행되어야 할 역할과 자신이 수행해야 하

는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참여기업들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Copetition 체제를 먼저 구축하자

개별 참여자들이 핵심역량을 명확히 파악하고 어떤 활동에 집중할 것인가를 파악

함에 따라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와 경쟁할 것인가가 명확해지게 된다. 목표 소비자나

시장에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핵심역량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자들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완적인 참여자들의 핵심역량과 활동들이 유

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전체 공동체가 가치창출능력과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

한 점에서 시장이 바라는 가치를창출하기 위한 공동체 내부의 참여자들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참여자들의 협력에 의해 창출된 전체공동체의 경

쟁력을 가지고 경쟁적인 공동체와의 경쟁에 있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 마케팅을 기획∙운 하는데 있어서는 누구와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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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경쟁해야 하는가의 전체적인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3. Path Breaking 역사를 개척하자

공동체 마케팅 활동은 기존에 수행되던 마케팅 활동의 단순한 변형이나 개선이 아

니라는 점에 한 인식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문화상표를 다시 생각해 보면 가

치를 공유하는 고객집단에게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문화

상표라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고객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기존의 산업 역이나 활동 역, 경쟁 역을 떠나서 고객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연결에

따른 연결우위의 창출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

하여 새롭게 재편되는 시장을 상으로 하여 시장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하는 활동이 공동체 마케팅 활동이다. 마케팅 시스템의 재편이

라는 의미는 시장에 가장 우수한 가치를 제공할 능력을 가진 핵심역량을 보유한 참여

자들을 선별하고 이러한 참여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고객에서 최고의 가치

를 제공할 수 있는 연결마케팅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마케팅 활동은 기존의 마케팅활동, 경쟁관계, 산업 역

에 안주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있어서는 혁명적인 시도인 것이다. 

4. C&C를 활용하는 Smart Growth를 선점하자

공동체 마케팅 활동에는 여러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참여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공동

체 마케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참여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참여자들을 선점하고, 참여자들을 구조적으로 묶

어 놓을 수도 있고, 공동체의 운 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다.

최근의 다양한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마케팅의 경우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시

장참여자를 효과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고, 핵심적인 활동의 상이 되는 시장과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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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마케팅 활동에서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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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Marketing Community for
Reinforcing Competitiveness

Jong Won Lim*

ABSTRACT

The industry and companies which symbolized the growth and the success of Korean

economy had collapsed or been merged by foreign companies. The success factors of the past

are not the key of success any more.

Nevertheless, there were few researches to identify the core competence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compani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This study had six major

First, it attempted to analyze the current marketing activities and provide future directions

by reviewing the change in the role of marketing for last 40 years.

Second, thorough investigation in the change of marketing community was made to

provide new tools for marketing activities.

Third, the marketing community of the past was focused on the supplier side. But with the

development of online community, research on consumer community was provided.

Fourth, the emergence of new marketing paradigm, which links communities of suppliers

and consumers, was studied in this research.

Fifth, Ok Cashbag, TTL, and NA, as a example of connecting supplier community with

consumer community, were analyzed to explain the principle of co-marketing for ident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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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arget segment.

Finally, empirical study was provid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ultural brand to link

supplier communities and consumer communities, and it was the first study in academic field.

Is there any possibility in creating cultural brand “GKME(Keeper)” which represent

activities to keep true value in this confused era? What is the standard of categorizing

“GKME”? What will be the best composition of different industry members to maximize

effectiveness in grouping target segment who are accustomed to online activities. How

effective is this new marketing strategy? The marketing effectiveness was tested with the Hite

beer case.

The empirical test showed 30% increase in purchase frequency and 31.56% increase in

purchase quantity.

Based on these results, <picture 5> shows the paradigm showing connection between

supplier community and consumer community.

To sum up the research, four major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were provided.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iscover the traditional strength of our companies with

30 years of experience. 

Second, new type of cooperation system should developed which connects supplier

community and consumer community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s in competition.

Third, “Path Breaking”, efforts to find the fastest route to a goal, is the winning way in 21st

century, instead of bench-marking.

Finally, with the assistance of IT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cultural brand, linking

supplier community and consumer community will brighten the possibility of future success.

Keywords: Relationship Marketing Community, Customer Sharing, Digital Convergence,

Cultural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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