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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마케팅이 관리적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역으로 확 되어야 할 단계에 접어

들고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경 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관계마케팅에 해서 기술하고 있다. 

현재 기업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마케팅 환경에서 판매를 증 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중 하나의 안으로 관계를 강화하여 매출액을 증 시키려는 노력이 학계와 업계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판매자와 고객과의 관계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마케팅이란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즉, 기업의 마케팅 성과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관계마케팅이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일회적인 거래 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래 마케팅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

지만, 오늘날 새로운 추세로서의 관계마케팅을 다루는 출현 배경은 4P’s를 다루는 마케팅 믹스관리 패러

다임이 판매자를 능동적으로 구매자를 수동적인 주체로 가정하고 있으며 고객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함

으로써 기업의 구성원과 고객간의 개인적인 관계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데서

크게 연유한다. 

최근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의 시 를 예고하는 주장이 여러 문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강

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변화로 인해 오늘날 많은 마케팅 학자들이 거래관계의 유지 및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계마케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두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마케팅이 새로운 마

케팅의 실천방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기업에 있어 시장 확 의 한계, 경쟁의 격화, 비용의 증 , 장기

적인 수익의 유지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관계마케팅에 한 새로운 두를 나타내었고, 관계마케팅의 도입배경,

관계마케팅의 정의, 관계마케팅의 핵심요소, 그리고 관계마케팅의 기업의 측면과 고객의 측면에서의 성

과성에 해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관계마케팅의 관계변수에 해서 9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기술하

으며, 미래 관계마케팅의 연구 패러다임에 해서 본 연구자가 나름 로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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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80년 의 고객만족경 을 필두로 고객과의 관계에 한 관리를 중시하는 마케팅

접근이 1980년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케팅 연구나 실무에 있어 관계

마케팅에 한 개념정립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개념에 한 일치된

견해가 아직은 명백하지 않다.

현재 마케팅은 관리적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역으로 확 되어야 할 단계

에 접어들고 있다. 70년 까지 마케팅관리의 표적인 드라커(P.F. Drucker), 레비(T.

Levitt), 코틀러(P. Kotler)의 접근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즉, 기업들은

그 동안 매출액을 증 시키기 위해 가격(price), 제품(product), 촉진(promotion), 유

통경로(place)의 네 가지 마케팅 변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4P 관리

는 매출을 증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매출에 상응하는 광고비와 마케

팅비용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따라서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4P 이외의 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한된 마케팅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에 한 연구가

학계와 업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보다 광범위한 마케팅 환경에서 판매를 증 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의 안으로 관계를 강화하여 매출액을 증 시키려는 노력이 학계와 업계

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90년 겨울 미국마케팅 학회에서 산업시장의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16편이나 발표된바 있다. Philip Kotler는 단골고객과의 반복거래 증가측면에

서 관계마케팅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마케팅에 해1) 마케팅 관리자와 고객, 중간상, 리점, 공급자들 상

호간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유 를 강화하여, 장기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협력적

인 관계를 형성하려 하여 거래 쌍방의 유 를 강화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수

익적인 거래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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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은 유기적인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환경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 하여 거래쌍방의 유

를 강화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수익적인 거래를 이루려는 기업의 활동으

로 관계마케팅을 간주할 수 있다. 유럽의 학계에서는 기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산업들과 연계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찾아야함을 일본기업의 성

공사례를 적용하여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판매자와 고객과의 관계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

계마케팅이란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즉, 기업의 마케팅 성과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관계마케팅이 정의되고 있다.

II. 관계마케팅의 도입 배경

관계마케팅개념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4P(제품, 유통, 가격, 촉진) 이외의

요인들을 찾아내어 기업의 마케팅 성과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관

계마케팅이 정의되고 있다. 이렇듯 관계마케팅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4P전략

의 한계에서 벗어나 판매를 증 시키는 수단을 보다 광범위한 마케팅 환경에서 모색

하고 그중 하나의 안으로서 등장하게된데서 비롯하고 있다. 쌍방이 수익적인 거래

를 이루려는 기업의 활동으로 관계 마케팅을 간주할 수 있다.

관계마케팅에 있어서 구매자-판매자의 경우도 결혼과 유사한 편익과 비용을 지닌

다. 편익이란 감소된 불확실성, 관리된 의존관계, 교환의 효율성, 그리고 상호활동에

따른 사회적 만족감 등을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것은 교환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공동협력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높은

공동적인 성과의 가능성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1990년 의 마케팅 본질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과거와 같이 마케팅이 특정 세분시장의

고객욕구만을 반 한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판매 및 전달하는데 한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지금의 마케팅은 세분시장의 고객집단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객과 1:1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 고객의 욕구를 반 한 개별고객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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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품을 생산∙전달하는 것이다.

Levitt는 마케팅의 역할은 고객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 지만, 역사적 관

점에서 볼 때 고객유지보다는 고객을 창조하는데 마케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서비스) 시장내∙시장간의 심화되는 경쟁과 과도하게 세

분화 된 시장으로 인한 마케팅 fragmentation과 그 결과로 인해 유사한 경쟁제품의 범

람, 또한 부분의 제품이 제품수명주기상의 성숙단계에 속해 있음으로써 경쟁상품

들이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게 되어 제품 품질 이외 다른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의 증가, 구매패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고객창조를 통한 이익 창출은 점점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창조보다는 기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구축을 통한 성장에 관심

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1950년 가 매스마케팅(mass marketing)시 이고, 1970

년 를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시 라고 한다면, 1990년 는 개인지향적 마

케팅(personalized marketing)시 의 탄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지향적 마

케팅은 개별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도로 집중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판매자와 고객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장기적 관계를 개발∙유지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 가 도래

한 것이다.

관계마케팅의 실제활용과 관련하여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더

불어 관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관리의 효율

성이 증가하 다. 관계마케팅의 활용에 따른 혜택에 한 이해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

어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관계마케팅의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증가하고,

활용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게 되었다(Bowersox(1990), wikstrom and Normann(1994),

Berry(1995)). 지식교류의 다양화와 신속화에 따라 교환당사자들은 정보교류를 긴

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관계자원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개별적인 고객만족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별고객을

상으로 한 1:1 마케팅의 실행가능성이 높아졌고 관계마케팅에 한 연구도 촉진되었

다. 더불어 관계마케팅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고객 및 잠재고객에 한 관련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sae)를 계속

적으로 확인하고,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정보는 인구통계적 변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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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구매패턴 등과 같은 광범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서는 혁신적인 매체전략이 필요하며, 1 1로 고객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각 개별고객과 관계를 조사하고 추적하는 데에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조직

에 한 평생가치를 계산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수행하는 것은

조직과 고객간의 장기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즉, 고객들은 서비스제공기업

에 해 항상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Dwyer et al., and Frazier et al.,의 동료들은 서로 관계마케팅에 한 상반된 교환관계

를 통해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Market Exchange Relationship이고, 나머지

하나는 Relational Exchange Relationship이다.

Disney(1999, p. 491)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은 점차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의한 고

객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고객의 기 에 부응하고 그리고 고객 애호도를 유지해야하

는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사업조직에 있어서, 애호고객들은 경쟁

적 자산이다(Dekimpe et al., 1997). 실제로, 고객 애호도는 가격 프레미엄과 경쟁에

한 장벽을 위한 기초를 의미한다(Aaker, 1991). 또한 고객 애호도는 시장점유율

(Baldinger and Rubinson, 1996; Jacoby and Chestnut, 1978)과 수익수준(Reichheld,

1996)을 예측하는 데에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더불어, 한정된 제품의 차별화와 연계

된 경쟁력과 같이 발전하는 사업추세의 dynamics는 고객유지 중요성의 증 를 가리

키고 있다(e.g., Christopher et al., 1991; Perrien and Ricard, 1995). 특히 기업의 환경에

서는 더딘 성장과 심한 경쟁은 기존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한다(Sirohi

et al., 1998). 고객유지의 중요성은“기존 고객들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규고객을 창출

하는 것이 더욱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다(Stone et al., 1996, p. 676). 그래서

“애호도의 정도가 고객들 속에서 어떻게 또는 왜 개발하여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주요한 경 이슈중의 하나이다”(Pritchard et al., 1999, p. 333). 이런 상황 속에

서, 관계마케팅은 경쟁자가 경쟁할 수 없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고객 애호도를 만들

수 있는 고객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Evan and Lakin, 1994; Hennig-Thurau and Klee,

1997; Reynolds and Beatty, 1999).

Fournier(1998, p. 343)의 연구에서“관계마케팅은 최근에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는

과제이다. 아무튼, 관계마케팅이론의 분야는 핵심적인 복합개념의 적절한 발전 없이

관계개념의 적응과 관계편익의 가정으로 도약하고 있다”. 일련의 주요한 연구 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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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관계마케팅 이론의 분야 안에 존재하고 있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관계마케팅

에 해서 쓰여졌을 지라도, 조직 내에서의 관계마케팅의 수행과 함축적인 의미가 무

엇인지를 연구한 것이 거의 없다(Morris et al., 1999). 두 번째, 관계마케팅의 개념화

가 풍부히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이 구성에 관련한 실험적 논문이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Perrien and Ricard, 1995). Saren and Tzokas(1998, p. 187)의 연구에서, “전

략과 정책 기업들이 그들의 고객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실

험적 증거가 그것의 채택을 위한 폭넓은 요청을 따르지 못하 다는 것을 Relationship

Marketing분야의 연구자들은 알고 있다”. 셋째, Relationship Marketing이 고객 애호도

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안되고 있을지라도(e.g. Davis, 1994; Donath,

1994; Orr, 1995), a) 관계마케팅과 고객애호도 사이에 연결된 실험적 증거가 거의

없으며(Barnes, 1994), 그리고 b) 현재의 증거는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면에 치중하는

고객애호도보다 차라리 반복구매활동의 용어 속에서 고객유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

다(c.f., Saren and Tzokas, 1998). 넷째, 다수 관계마케팅 연구들은 기업 기업 그리

고/또는 서비스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errien and Ricard, 1995; Christy et al.,

1996; Fournier, 1998). 마지막으로, 왜 고객들이 기업과 함께 관계마케팅을 원하는

지, 또는 그들이 인지하는 관계로부터의 편익에 한 쟁점은 아직 실험되지 않은 쟁

점으로 남아 있다(Gremler et al., 1997; Garbarino and Johnson, 1999). 고객애호도의

개념에 관련되는 현재의 연구는 애호도 개념을 넓은 마케팅이론에 통합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분화와 측정에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Dick and Basu, 1994;

Macintosh and Lockshin, 1997). 그래서 고객들이 특별한 기업에 한 애호도를 개발

하기 위한 과정이 아직도 크게 잘못 이해된 채로 있다(Pritchard et al., 1999). 현재의

연구는 이들의 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한 목적은 a) 기업에서의 관계마케팅 만족을 고객애호도로 연결한 개념적 구조를 개

발하고, 그리고 b) 모델을 측정하려고 하는 한 쌍의 실험(마케팅 매니저와 고객들의

관점을 포함하는)에 관한 사전결과를 제공한다. 그래서 Relationship Marketing의 만

족이 기업으로의 고객 애호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 연구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관계마케팅 만족과 고객애호도의 중심적 개념을 묘사하는 것이 첫째

로 필요하다.

시장교환관계는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에서 구매자가 가격에 바탕을 두고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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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복수의 공급기업들을 사용하여 공급자들을 자주 교체하는 관

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와는 반 로 관계적 교환은 교환에 있어서 가격에 치중하기

보다는 거래당사자들간의 상호몰입(mutual Commitment)에 기초를 두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이런 관계에 한 개념정립은 근래에 와서 더욱더 많은 논쟁과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관계마케팅을 논할 때 관계에 한 상호 호혜적인 몰입

(reciprocal commitment)은 당연한 것으로 되고 있다. Hakanson and Snehota(1995)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마케팅을 기업간이나 기업과 고객간의 상호 호혜적 상호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 마케팅의 관점은 주로 신규고객의 확보가 그 목적으

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규고객을 기업의 서비스를 소비하게 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서비스나 상품에 있어 기술적인 차이가

점점 좁아지게 됨에 따라 고객들로 하여금 Loyal customer가 되게 하는 데 그만큼 많

은 촉진비용, 유통비용, 서비스개발비용, 가격정책비용 등을 들여야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지가 중요한 마케팅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마케팅은 고객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하여 기업의 서비스에 한 하나의 가족적 인지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고객과 기업간의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증 시켜

나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마케팅은 어떤 다른 새로운 마케팅

개념의 출발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여러 가지 마케팅개념들, 예컨 적소마케팅

(niche marketing), 데이터베이스(database marketing),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등

이 함께 고려되는 종합적인 고객유지를 위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관계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10여 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관계마케팅에 한 정의, 구성내용 및 실제에 있어서 명확한 일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즉 서비스기업에서는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을 점

차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로서의 관계마케팅의 출현배경은 제조기업

에서 이용하고 있는 Marketing Mix인 4P를 취급하는 Marketing Mix관리 패러다임이

판매자를 능동적으로 구매자를 수동적인 주체로서 가정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을 하

나의 집단으로 인식함으로서 기업의 구성원과 고객간의 개인적인 관계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관계마케팅에서는 기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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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고객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변화로

인해 오늘날 학계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일회적인 거래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

래마케팅에서 거래관계의 지속적인 유지 및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계마케팅으

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더불어 Marketing의 공식적인 연구의 흐름을 보면

소비자마케팅(1950년 )에서 산업마케팅(1960년 ), 비 리 및 사회마케팅(1970년

), 서비스마케팅(1980년 ), 관계마케팅(1990년 )으로 마케팅의 관심이 변화되

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업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에 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전통적인 마케

팅 기법만으로는 경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사원과 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관계마케팅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의 기업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

으며, 새로운 많은 기업들이 개업함에 따라 고객들은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게됨으로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경쟁환경 속에서 각각의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고객

의 이탈을 방지하고 또한 기존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고객만족을 창출

하고 단골고객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서는 관계마케팅

활동이 매우 필수적인 Marketing Strategy로 두되고 있다.

기업은 관계마케팅 활동을 중요시하여 기존고객과의 관계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이 충성고객(loyal customer)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신규고객 창출비용의

20%에 불과하며, 단골고객유지를 위해 5%의 비용을 추가하면 25-125% 정도의 수

익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기업의 서비스 생산, 판매 및 가격결정 등과

같은 마케팅활동들은 주로 장기적인 평생고객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계마케팅은“개별고객과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유지하고, 개발하는 통합

적 노력이며, 계속적으로 양쪽에 한 이익을 증진시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호작

용 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관계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계마케

팅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의 몇몇 연구들도 관계마케

팅 도입의 필요성, 관계마케팅의 기 와 성과와의 관계를 단일차원에서 분석하고 있

을 뿐이다. 또한 관계마케팅을 학자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용어로써 새로운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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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로는 micro marketing, database marketing,

one-to-one marketing, loyalty marketing, wrap-around marketing, customer partnering,

symbiotic marketing, interactive marketing, 그리고 collaborative marketing 등이 다소 차

이는 있지만 관계마케팅을 설명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III. 관계마케팅의 정의

1. 관계마케팅의 정의

관계(Relationship)란 교환의 상 적인 개념으로서, 교환의 발생에 직∙간접으로

향을 미치는 기관, 사물, 현상, 행동들이 서로 연계 혹은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마케팅에서의 교환의 발생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매출증 와 수익의 증 를 도모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마케팅개념에 확 시켜 해석할 경우, 관계마케팅이란 기업의

매출액을 증 시키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서 기관, 사물, 현상, 행동들을 연계시키거

나, 이들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마케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관계시킨다

(relate)는 단어에서 무엇(A라는 요소 혹은 수단)을 무엇(B라는 상 혹은 목적)에

관계시킨다(relate A to B)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관계마케팅이란 기업의 마

케팅 시스템내의 각종기관들을 좋은 관계로 결부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아 활용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매출을 증 시키고자 하는 마케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마케팅은 이슈 중심이기보다는 기관 중심적이며, 특히 교환의 발생에 직∙

간접으로 향을 미치는 기관과 기관과의 연계를 시도한다. 이 연계를 통해 마케팅

시스템 전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마케팅성과의 장기적 안정성

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계획되고 장기적으로 관

리되어져야 한다.

또한 관계적 시장행동(Relational Market Behavior)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

스러우며, 정상적인 고객행동이다. 고객들은 일관되게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호텔

에서, 동일한 구매과정을 통해, 동일한 호텔의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선호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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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객들이 구매하는 90% 정도는 동일한 서비스제공호텔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고

객행동에 한 학문적 연구는 반복구매와 애호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Jacoby and Kyner(1973)의 연구에 의하면“상표 애호도(brand loyalty)는 필연적으로

관계적 현상(relational phenomenon)이다. 그리고 이것은 호텔 애호도, 종업원 애호

도, 구매과정 애호도 그리고 다른 형태의 몰입행동”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관계마케팅은 십수년 동안 마케팅 문헌에서 나타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

다.2) 서비스마케팅 이론으로부터 그리고 제조마케팅으로의 네트워크 접근방법을 발

전시킴으로서, 관계마케팅은 주요한 마케팅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변화의 원인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3) 비록 개념 정의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용어

“Relationship Marketing”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4) 이 내용 속에서, 현재까지 제안된

관계마케팅의 다수 정의는 바라는 결과의 용어 내에서 함축되며, 그리고 연구자가

관계마케팅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구된 투입 또는 점들을 가

리키지 않는다. Morgan과 Hunt의 관계마케팅에 한 많은 관련 정의는“관계마케팅

은 성공적인 관계적 교환을 이행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모

든 마케팅활동들에 관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정의는 실제로 관계마케팅이 무엇

을 추구하는가 라는 것보다 관계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관계마

케팅개념을 수립하는 방법, 또는 관계마케팅수립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하여 실

제적인 추천방법들이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Grönroos(1990)는 관계마케팅이행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앞선 한 단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장기고객지향

둘째, 고객에 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지키는 것 셋째,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는 폭넓

은 조직 내 직원의 포함 넷째, 상호행동을 마케팅으로 이행 다섯째, 고객유인 서비스

문화의 개발 여섯째, 고객정보획득 및 이용들이다. 관계마케팅의 중요성들간의 유사

성 그리고 마케팅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이 인상적이다.5) 많은 관계마케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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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ristopher et al. 1991; Gronroos, 1994; Gummesson, 1994; Morgan and Hunt, 1994; Bennett,
1996.

3) e.g. Gronroos, 1994; Morgan and Hunt, 1994; Greenberg and Li, 1998; Gummesson, 1998.
4) Clarkson et al., 1997; Evans and Laskin, 1994; Gronroos and Strandvik, 1997; Lars-Gunnar, 1997, p.

161.
5) C.f. Kohli and Jaworski, 1990; Narvar and Slater, 1990; Cadagan and Dimantopoulos, 1995.



한 정의들은 호텔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트너들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유형의 정의로서 1994년 Lehtinen, Hankimaa and Mittila의 연구에서는 관

계마케팅을 관련된 당사자들의 목적이 충족되도록 고객들, 다른 내∙외부적 이해관

계자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1992년 김기찬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외부적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정의들은 호텔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파트너들

과의 관계관리를 중시하고, 효과적인 관계관리의 성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객관계에 중점을 둔 관계마케팅에 한 정의로는 1983년 Berry의 고객관계를 형

성,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 표적인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들에 있어서는 주로 고객

유지의 경제성을 강조하는데 1996년 Takala and Uusitalo의 연구에서도 고객관계의 구

축, 강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관계의 수익성 있는 상업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시장과 산업의 변화에 따라 신규고객의 확보보다는

기존고객의 유지와 재 구매행동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심을 얻게 되었다.6) 또한 고객

과의 장기적인 관계구축은 기업의 경쟁우위창출의 전제조건이 되는데 신규고객의 확

보는 마케팅과정의 중간단계로서 고객관계의 강화, 충성고객으로의 전환 등의 활동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Bitner(1995)의 연구에서는 관계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3가지의 활동으로 실현 가

능한 약속을 하는 활동인 외부적 마케팅, 약속을 지키는 활동인 상호작용 마케팅, 종

업원과 서비스시스템이 약속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인 내부적 마케팅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ammarkvist7)는 네트워크와 상호행동이론에 접목하여 마케팅을“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 다. Hakansson8)은

산업마케팅에서 기술의 채택이나 생산과정의 변경에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바뀔

때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비용은 매우 크다. 따라서 구매기업은 공급업체를 잘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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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따라서 마케팅의 목적은“마케터의 역할이 교환 당사자간에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여 상호 행동적 접근을 강조하 다.

Hallen9) 등은 관계마케팅을 기업과 기업간의 상호적응과정이라고 하 으며,

Jackson10)은 핵심거래처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

하 다.

Leonard Berry11)는 서비스산업을 상으로 하여“관계마케팅이란 소비자와의 관계

를 창출하고,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라 하고 있다.12)

기존소비자에 한 서비스와 판매는 새로운 소비자를 획득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마케팅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서비스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좋

은 판매는 좋은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Philip Kotler13)는 관계마케팅이란 마케팅 관리자와 고객, 중간상, 리점, 공급자들

상호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유 를 강화하여 장기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수익적인 거래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 다.

David L. Kurtz와 Kenneth E. Clow에 의하면 관계마케팅은 Database Marketing의 여

러 요소를 결합한 하나의 변형이다. 관계마케팅의 목적은 기업과 고객사이에 장기적

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며 그리고 상표와 기업에 한 충성도를 만드는 것이다. 관계

마케팅은 거래가 지속적인 경향이 있는 곳과 고객에 한 전환비용이 높은 곳의 서비

스를 위하여 잘 적용된다. 주문과 기능적 서비스품질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은 관계마

케팅 프로그램과 함께 잘 이행하고 있다. 관계마케팅의 장기적인 목표는 상표의 충성

도를 만드는 것이다. 서비스 직원과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은 장기적인 관계수립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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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 Hallen, Johnson & Hazeem Seyed Mohamed, “Interfirm Adaption in Business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Vol. 55, April, 1991. pp. 29-27.

10) B.B. Jackson, Winning and Keeping Industrial Customers: Dynamics of Customers Relationship,
Lexington, MA: D.C. Health and Company, 1985, p. 2.

11) L. Leonard Berry, G. Shostack, Lynn, George D. Upah, Relationship Marketing, Emerging
Perspectives on Service Marketing,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83, pp. 25-28.

12) 안 면, 호텔 관계마케팅의 향요인이 호텔 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

연구, 제12권 2호, p. 169.
13) Philip Kotler, Principle of Marketing, Prentice-Hall, 1990, p. 9.



우 중요하다.

2. 관계마케팅의 목적

관계마케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에 이익이 되는 고객과의 결속에 바탕을

두고 관계를 유지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유인(attraction), 유지(retention),

그리고 개선(enhancement)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하

기 위해서 해당기업에 가장 매력적인 고객을 찾아내야만 한다. 시장세분화를 통해 기

업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목표시장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런 관계가 계속되어감으로써 충성고객들은 종종 유사한 관계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

는 새로운 고객의 개발(만족한 고객들의 구전효과에 의해)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고객들이 기업과의 관계에 해 한 번 만족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그들은 그 기업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고객들은 경쟁기업들이 제시하는 서비스에 잘 현혹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해당기

업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관계에 한 나름 로의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고객개선(enhancement)의 목적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고객이 해당기업의 서

비스나 상품을 보다 많이, 빈번하게 구매하게 하는 애호고객으로 육성해 나가는 과정

이다. 애호고객들은 그 해당기업의 생존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임과 동

시에 그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고객과 기업의 관계를 형성하는 양쪽 모두 고객의 유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즉 애호고객을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원천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객 자신들도 장기적인 결속을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고객들

은 경쟁기업이 제시하는 것에 한 기 보다 그 해당기업이 제시하는 것이 상 적으

로 크다면 그 고객은 애호고객이 될 것이다. 인지된 가치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

용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의 효용에 한 고객들의 총체적인 평가이다.

관계마케팅 전략은 애호고객을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기업에 수많은 혜택을 준

다. 이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마케팅의

목적은 구매의 증 , 비용절감, 구전효과를 통한 무료광고, 종업원유지 즉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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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에 오래 종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있다.

3. 관계마케팅의 발전과 선행연구

1980년 에 들어서 종업원을 내부고객(internal customer) 혹은 부분적인 고객

(partial customer)으로 이해하고 이들에 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인식

이 확산되기 시작하 다. 종업원에 한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은 재화와는 다른 서비

스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동시성(inseparability)이라는 특성을 갖는 서비스는 재

화와 달리 종업원이 생산뿐 아니라 소비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품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즉 고객은 종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뿐 아니

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의 고객 지향적 태도 등에 의해 서비스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서비스는 어느 종업원에 의해서 제공되는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 이러한

서비스의 이질성(heterogenity)이라는 특징은 일면 바람직하나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마케팅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마케팅 관리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고객에 한 마케팅 활

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종업원을 상으로 직무, 고객 지향적 태도 등을 마케팅하는

내부 마케팅(internal marketing)의 활동 및 교육, 훈련, 보상, 정서적 인력관리, 커뮤

니케이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한다.

마케팅 관리자는 이러한 내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종업원 만족을 제고하고 종업원

을 유지(retention)할 수 있다. 이때의 종업원의 유지는 외부 마케팅의 필수적인 기반

이 된다. 즉 만족한 종업원 혹은 기꺼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중요한 구

성요소가 된다.

이수광(1998)에 의하면 오늘날 고객의 욕구와 구매행동이 다양화되고 경쟁이 심화

됨에 따라 제품 차별화가 어려워지는 한편 마케팅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

의 마케팅의 틀(frame)에 한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마케팅 개념이 개인 마케팅이다. 이는 고객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별 고객의 신상정보, 구매이력 등 고객의 욕구와 구매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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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이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판매의 활성화에 있다. 따라서

개인 마케팅을 관계마케팅이라고도 부르며,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모색하는

Conquest Marketing에 응하여 기존 고객의 지속적인 반복구매의 빈도를 제고시키

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빈도마케팅(Frequency Marketing)이라고도 불린다.

개인 마케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은 기존고객과의 특정관계의 유지

(customer retention)이다. 관계의 유지를 기반으로 기업은 반복구매를 통한 개인 마케

팅의 이점들, 즉 수익성의 제고, 운 비용의 절감, 구전(mouth-to-mouth)과 같은 준

거(reference)효과 등을 꾀할 수 있다.

한편 고객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개인 마케팅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

소는 개별 고객에 관한 신상정보와 이들의 구매이력에 관한 정보이며 이를 신속, 정

확하게 수집하고 마케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도구가 Database Marketing이다. 오늘

날, 컴퓨터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종래에 비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이들을 정보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Database Marketing은 새로운 마케팅이론이나 원칙

이라기보다 기존의 마케팅 의사결정을 정보기술에 의해 신속,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고객만족이라는 마케팅 개념을 더욱 충실히 충족시키는 새로운 도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 마케팅을 통해 마케팅 관리자는 효과적으로 고객만족을 제고하고 이

끌 기반으로 기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수광(1998)에 의하면 개

인 마케팅(Personal Marketing)과 관계마케팅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존 학자들이 관계마케팅 연구는 관계마케팅 개념을 구매자와 판매자의 구조적

관계 측면에서 발전시키고자 하 다. Webster는 관계마케팅을 마케팅 분야의 재 이

동으로 보고 있으며, Wilson은 일회성 판매상황 보다는 장기간의 구매자와 판매자간

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련된 이원적 과정모델을 제안하 다. 이것은 관계마케

팅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최초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쌍

방의 만남과 접촉의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감정적인 측면에서 기

업과 소비자가 상호간에 호감을 가지면 조직화 된 구매환경, 개인적인 자산증진, 생

명보험, 소매 상황 등에서 고객충성도가 관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 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들이 자신에 하여 좋은 감정을 갖게 하여 장기적인 유 관계를 증진

시키고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에게 기업이 개인적인 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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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 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 다.

Dwyer, Schurr와 Oh는 산업시장과 소비시장을 포함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발달의 전체 구조를 제안하고,14) 관계발전의 인식, 탐색,

확장, 몰입, 관계단절의 다섯 단계로 분류하 다.

① 관계인식단계(awareness): 교환 당사자로부터 생기는 기 감이나 당사자의 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이며, 상호작용 없이 가능한 교환 파트너를 인식하는 단계

로 교환의 조짐을 보이는 단계이다.15)

② 관계탐색단계(exploration): 파트너로부터 주의를 끌기 위해 유혹, 매력, 왕래(상

호간의 커뮤니케이션), 판매, 힘, 공정성, 규범개발, 기 발전에 한 연구조사와 시

도의 국면단계이다. 또한 탐색과 시범구매가 일어나는 단계로 유인, 커뮤니케이션 협

상, 권한의 발생과 행사, 규범 및 기 의 발생 등의 5가지 하위과정이 일어난다.

③ 관계의 확장단계(expansion): 증가되는 상호의존 및 협조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거래는 장기간의 거래관계를 적응시키는 단서를 제공하며, 신뢰의 확

장이 이루어진다.16)

④ 관계의 몰입단계(commitment): 상호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 방 사이의 관계지

속이 자연스럽게 서약이나 외부로 확연히 드러나는 단계로서, 교환 파트너간의 관계

의 지속에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속을 의미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계약 메카

니즘(contractual mechani)과 공유된 규범에 의해서 지속적인 상호의존성이 보장된다.

⑤ 관계의 단절단계(dissolution): 관계로부터의 철회 및 붕괴의 단계

Wilson의 모델과 Dwyer, Schurr와 Oh 모델은 최초의 유혹단계, 상호작용의 점진적

발전단계, 그리고 유지단계와 책임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협상단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Dwyer, Schurr와 Oh의 모델은 잠재적 종결단계를 인식한다는 면에

서 완벽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에게 인정받는 관계마케팅의 모

델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의 모델에서 설명했듯이 성공적인 관계마케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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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비슷한 결과를 유도한다.17)

Wilson18)은 최근에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 통합적 모델 연구에서“통합 관계변수

와 관계발달 과정”을 ① 파트너 선택(partner selection) ② 파트너와의 공동 목적 설정

(define purpose) ③ 관계범위 설정(setting relationship boundaries) ④ 관계 가치창조

(creating relationship value) ⑤ 관계유지(relationship maintenance)단계 가정으로서 설

명하면서 보다 자세한 관계마케팅의 단계를 설명하 다. 그는 첫 번째 단계인 파트너

선택은 평판의 요인으로, 두 번째 단계인 공동목적 설정은 만족과 신뢰의 요인으로,

관계의 최종단계인 관계가치 창조와 관계유지 단계는 협동과 몰입의 변수로 형성된

다고 하 다.

오세조, 임병수 및 김성일의 관계마케팅 연구는 갈등해소 방안으로 관계적 규범을

변수로 고려하여 협력적인 관계의 개발과 유지가 중요시되는 장기적인 관계적 교환

의 경우에 하여 증명하 다.19) 그들은 Kaufmann과 Stern20)의 결속, 상호간의 약속

된 역할의 유지, 공정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성과 미래의 교환을 계획하는 확

장성, 계약조건을 조정하는 능력인 유연성, 정보교환 등을 관계적 교환으로 개념화하

여, 구매자-판매자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간 결속이 높을수록 갈등과 불

만이 감소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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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계마케팅 관련변수

1. 관계마케팅의 핵심요소

기존의 마케팅 개념하에서 마케팅 활동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는 주로 규모의 경제나 시장점유율, 상표애호도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관계

마케팅 상황에서는 시장점유율에 비해 고객점유율(share of customer), 규모의 경제보

다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상표애호도 신에 고객애호도가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마케팅 환경에서는 고객의 유지보다는 고

객창조에 역점을 두어왔지만, 관계마케팅에서는 고객창조보다는 고객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반 할 수 있는 성과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이

다.

고객점유율은 기업이 한 고객의 연간 내지 평생구매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

는가와 관련된다. 이것은 관계마케팅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범위의 경제는 한 기업이 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

서 어느 만큼 소비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서비스산업에서 크로스

셀링(cross-selling)이 이런 경제성을 유발시킨다.

고객애호도는 상표애호도와는 달리 관계마케팅의 상호작용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고객애호도는 기업이나 종업원에 한 고객의 몰입을 의미하고 반 로 상표애호도는

제품에 한 몰입을 말한다.

V. 관계마케팅의 성과

1. 기업측면

관계마케팅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것은 관계마케팅이 가져다 주는 재무적인 효익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업측면에서 관계마케팅의 이점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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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두 가지 경제적 배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

1) 기존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것이 더 비싸다.

Rosenberg와 Czepiel(1984)은 한 사람의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기존고객 한 사

람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5배 내지 10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신규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나의 예상고객을 고정고객으로 전환하는데는 일반적으로 판매

비용, 커미션, 판촉비용, 신용조회 비용, 데이터베이스 비용과 같은 직접비용 뿐만 아

니라, 고객유치율이 저조함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노력이 헛되이 사라짐으로써 발생

되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신규고객 창출전략은 고비용 저효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Reichheld와 Sasser(1990)는 고객유지에 따른 성과를 조사하면서, 고객 한사람에

한 판매와 이익이 관계지속정도와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추세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결과 고객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수록 고객의 만족이 증가

되어 더 많은 구매를 하게 되고, 구매의 증가는 경험효과에 의한 운 비의 감소로 이

어지고, 결국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는 더 많은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Hesktt et al.(1994)은 고객의 평생가치를 강조하면서 한 사람의 피자고객으로부터 평

생 벌어들이는 수익이 $8,000dlrh, 캐딜락 소비자의 경우 $332,000 정도 된다고 한

다. 이와 같이 관계마케팅은 고객의 평생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래

지향적 관점의 마케팅에서는 판매가치나 단일판매로 얻어지는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

지만, 관계지향적 관점의 마케팅에서는 고객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얻어지는 수익

이나 공헌도를 강조한다.

2) 기업과 고객이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할수록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다시 말해서 고객유실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실율이 감소할수록 고객관계의 평균수명이 증가한다. Reichheld와 Sasser(1990)에 따

르면 카드산업에서 고객유실율을 20%에서 10%로 감소시켰을 때 고객과의 평균 관

계수명은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증가하고, 고객의 가치는 $134에서 $300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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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실은 현재의 거래관계에서 얻고 있는 이익은 물론 미래에 실현화하게 될 이

익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관계이탈이나 종결(termination)

의 근본원인 규명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게 된다.

2. 고객측면

앞에서 기업이 관계마케팅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점을 살펴보았지만, 고객은 기업

의 경우처럼 관계마케팅에 한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다. 다시 말해 과연 고객이 기

업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고객이 기업이나 종업원과 장기적인 관계 내지 제휴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증

거를 찾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정기적 구매가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고관여

제품이거나 품질의 변동이 심하고, 복잡한 것일 때 소비자는 관계마케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관계마케팅에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을 크게 4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1)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은 다시 금전적 효익과 비금전적 효익이 있는데, 금전적 효익은 장기간

거래할 경우에 가격할인혜택이나 덤으로 제공받는 사은품 등이 그 예가 된다. 비금전

적 효익으로는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

는데 소요되는 학습비용 등을 들 수 있다.

2) 심리적 효익

고객은 관계마케팅을 통하여 심리적 효익도 얻게 되는데, 기업이나 종업원에 한

신뢰,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함으

로써 가질 수 있는 자신감 등이 그 예가 된다.

3) 사회적 효익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와의 인간적인 교감을 통하여 얻게 되는 친 감, 일체감,

social support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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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화 효익(customization benefit)

고객화 효익은 지속적인 교환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

고객의 취향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예로 비관계고객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 우, 주문된 제품, 특별한 관심 등이 있다.

이러한 관계마케팅에서 얻을 수 있는 효익 중에서 심리적 효익(위험감소)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느끼는 효익으로 나타나고 있고, 개인적인 친분 등의 사회적 효익

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제적∙고객화 효익은 그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마케팅의 성공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하

나의 관건이 된다. 즉 고객 유실율을 어떻게 낮추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고객들이 제

품이나 서비스가 만족한다면 로얄티가 형성되어 지속적인 교환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고 볼 수 있지만, 고객만족만으로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

객이 기존의 판매자나 기업에 한 불만족으로 인해 다른 안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만족하고 있더라도 거래선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Sant(1997)는 기존 판매

자나 거래자를 바꾸는 소비자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push 하는

경우인데 이는 불만족한 고객이 다른 안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jump

하는 경우는 만족하고 있는 고객이 더 나은 안(더 싼 제품, 품질이 더 좋은 제품이

나 서비스)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거리전화와 은행고객이 그들의 거래기업을 바꾼 이유에 한 한 조사에서, 거래

선을 변경을 고려하고 있거나 실제로 변경한 조사 상 고객의 2/3는 불만족보다는

신거래처의 장점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고, 1/3은 불만족하여 거래선을 변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서 실지로 변경한 사람의 수가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보다 3배나 더 많다는 결과는 거래선의 변경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

다. 즉 거래선을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전환비용이 크지 않고, 고관여 서비스가 아님

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의 만족/불만족이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는 한

정적인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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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관계마케팅 관련변수

1. 신뢰

최근에 관계를 유지∙개발하기 위한 신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

뢰는 고객과의 장기관계를 개발,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사회심리학

분야나 마케팅의 분야에서 개인쌍방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케팅에서의

신뢰는 특히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churr 등은 신

뢰란‘상 방의 말이 믿을 만하고 교환관계에서 상 방이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

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1)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22) 강력한 관

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문점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의사소통 과정에

서 정직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잦은 접촉을 해야 한다. 관계마케팅의 기초는 신뢰

에 의존한다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23) 신뢰란 확신이 허용되는 상 방에 기꺼이 부여

하려 하는 의지라고 정의되고24) 서비스가 무형성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된

다. 부분의 서비스는 경험을 하기 전에 평가하기가 곤란하고 심지어는 경험한 후에

도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후자와 같이 경험한 후에도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이것은 블

랙박스(black box)라고 명명한 학자도 있다.25) 고객은 실제로 서비스의 실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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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3(1 1994), pp. 19-28.

24) Christine Moorman, Rohit Deshpande, and Gerald Zaltman, “Relationship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Market Research: The Role of Personal Trust,”Cambridge, MA : Marketing Science
Institute, 1993, p. 3.



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가변성이 있는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에서 고객은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고객과 종사원의

신뢰형성이다.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신뢰를 전제하지는 않지만 고객과의 신뢰형성은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형성하게 되며,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제거할 수 있는

특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가능해진다.26)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은 먼저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개방하는 것으로 상 방과의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고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 결과 기업

의 이익이 고객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면 점차 고객과 종

사원의 관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보

장은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서비스의 보장은 기업에게 서비스의 개

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보장하는 방법은 서비스에 불만족인 고객에게는 무

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27)

2. 고객만족

고객만족은 기업의 수익과 성장에 매우 중 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케팅분야

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 중 하나이다. 고객만족 연구는 1960년 이래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 와 1990년 에 걸쳐 고객만족과 불만족, 불평행동에

해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고객만족 연구는 고객만족이 행동의 도에 미치는

향을 다루는 독립변수로서, 또는 다양한 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다루는

종속변수로서 두 가지 방향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

즉, 독립변수로서 고객만족은 구매 후 요인으로 고객의 구매에 한 경험이나 특정

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고객충성이나 재구매의도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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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종속변수로서 고객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기 나 선호, 평가기준으

로서의 경험이나 적응수준, 서비스 품질 등에 따라 향을 받게 되는 구매 후 평가요

인으로서 나타나, 주로 기 불일치 이론과 공평성 이론,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

었다.

고객만족에 해 하워드와 세스(Howard and Sheth)는 소비자가 구매상황에서 지불

한 희생이 적절히 보상되어 있는 상태로 간주하 고,28) 올리버(Oliver)는 제품구매

후 소비경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정적 상태에 한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29) 웨스

트브룩과 레일리(Westbrook and Reilly)는 제품과 서비스, 소매점, 고객의 활동에

한 평가로부터 생기는 유쾌한 감정상태30)로 만족에 한 설명을 기 보다 가치의 관

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즈펠과 로젠버그(Czepiel and Rosenberg)는 고객만족을 기업의 목표로, 마케팅 주

요개념으로, 마케팅전략의 주요요인으로 다루고 있으며, 올리버(Oliver)는 고객만족

이 고객태도에 미치는 중요한 향요인 중 하나로 고객만족의 역할에 해 살펴보았

다. 쯔와 월튼(Tse and Wilton)은 제품에 한 구매 이전의 기 와 구매 후 실제성과

의 지각차이에 한 소비자 반응으로 고객만족을 다루고 있으며, 웨스트브룩

(Westbrook)은 고객만족을 구매 후 과정의 핵심요인으로 다루고 있다.31)

레이히헬트와 사저(Reichheld and Sasser)는 많은 산업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고객충

성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새로운 고객의 60% 이상이 구전효과로 인해 이루어지

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결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품질관리요인이 되

고, 사소한 실수도 고객불만을 발생하여 고객을 유출하게 되므로 즉각 조치하는 것이

고객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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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J.A. Howard and J.N. Sheth, The Theory of Buyer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p. 145,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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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 205, 1988.



고객만족은 고객유지의 핵심요인으로 신규고객의 창출보다 고정고객의 유지가 적

은 비용을 발생한다는데 있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은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

는 비용에 비해 약 6배나 많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으며,32) 기업은 새

로운 고객을 창출하기보다 기존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33)

올리버(Oliver)는 고객만족이 고객태도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정하고

자 하 다.34) 그는 연구를 통해 태도는 기 의 함수로 나타나고, 만족은 기 와 기

불일치의 함수관계를 가진다고 제시하 다.

즉, 만족은 기 수준과 기 불일치의 함수로 볼 수 있으며, 구매 후 시점에 변경된

구매 후 태도는 구매시점의 기존태도와 만족/불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마케팅에서 고객만족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으며, 만족이 일정

한 서비스 상황의 평가와 전체서비스에 한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35) 즉, 고객은 만

족을 2가지 차원에서 평가하는데, 전반적인 수준과 특정거래에 한 만족으로 나뉘

게 된다. 특정거래의 만족은 고객이 개별적인 서비스 과정에 한 만족을 나타내고,

서비스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반면, 전반적인 서비스만족은

고객이 전체 서비스 과정에 해 특정한 기업과의 경험에 한 전반적인 만족을 의미

안� �면 265

32) Rosenbert, Larry J., John. A. Czepiel, “A Marketing Approach for Customer Retentions,”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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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The Customer’s Voice,”in Service Quality: New Directions in Theory and Practice, Roland
T. Rust and Richard L. Oliver, eds., Thousand Oaks, CA: Sage, Inc., pp. 72-94, 1994.



하고 있다.

3. 호감

호감은 관광기업의 종업원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상호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과 종업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고객과 종

업원의 문제해결을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종업원의 본질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다. 반면 종업원의 관점에서는 고객의 만족을 극 화하기 위하여 고객의 문제를 해결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은 자신의 욕구를 보다 잘 해결해 주는 종업

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호작용은 고객과 종업원의 관계가 형성

한 이후에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특성이 있다. 종업원에 한

호감은 고객이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36) 따라서 종

업원의 호감은 고객에 한 친 감으로 단기적인 관계의 형성이나 1회적인 거래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이었다.37) 즉 종사원의 외모, 라이프스타일,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인으로 관계형성에 향을 주는 요인이다. 특히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호감

이 높은 경우에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며, 상호목표지향적 상황(in goal-

interdependent situation)일 때 효과가 크다고 한다.38)

4. 유능

유능이란 서비스 기업의 종업원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

력이나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각기 다른 상황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서비스 기업 종업원의 유능은 먼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설명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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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Barton A. Weitz, Effectiveness in Sales Interactions: A Contingency Framework, Journal of
Marketing, Vol.45(Winter 8), pp. 81-103.

37) Lawrence A. Crosby, Kenneth R. Evans, & Deborah Cowles, “Relationship Quality in Services
Selling: An Interpersonal Influence Perspective,”Journal of Marketing, July(1990), p. 71.

38) D.W. John and S. Johnson, The Effects of Attitude Similiarity, Expectation of Goal Facilitation and
Actual Goal Facilitation on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Experiment Social Psychology, Vol. 8,
No. 3(1972), pp. 197-206.



나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는가의 문제와 고객의 습관, 동기, 행동 등

으로 고객을 분류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의 문제 및 고객과의 특정

한 상황의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

다.39) 이 때 얻어지는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와 연관이 되고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향을 미친다. 유능한 서비스 제공자란 각기 다른 고객에 관하여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고객과의 접촉에 의해서 얻어진 보다 많은 정보의

양에 따라서 종업원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0) 심리학자들은 유능함

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와 초심자로 구분하고 이들의 구분기준은 수평적인 기준

(horizontal dimensionality)이냐 수직적인 기준(vertical dimensionality)이냐에 따라 분류

된다고 했다. 수평적인 기준은 개인의 지식의 폭이 매우 넓은 것을 뜻하고 따라서 여

러 가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수직적인 기준은 개인이 특

정한 분야에 매우 많은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특정상황에 전문가이다. 서비스 기업의

종업원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유능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공급자의 명성

채널 구성원들은 다른 채널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미래 가능한 행동

패턴에 한 신호(signal)를 보낼 수 있다. 예컨 , 다른 채널 구성원과 상호작용시 일

정한 희생을 감수하거나 특정 요구사항들에 진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업계에서

자신들의 공정성에 한 명성을 개발할 수 있다.41) 구매자가 관계하의 특정 공급업자

에 해 공정성 및 평판을 호의적으로 지각한다면, 공급자에 한 신뢰정도가 상승할

것이다.

반면에 공급자가 자신들만의 이익 극 화를 목적으로 안없이 거래관계를 단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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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S.M. Leong, P.S. Busch and D.R. John, Konwledge Base and Salesperson Effectiveness: A Script-
Theoretic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6, May(1989), pp. 164-178.

40) Harish Sujan, Mita Sujan, and James R.Bettman, Knowledge Structure Differences Between More
Effective and Less Effective Salespeopl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5, Feb,(1988), pp. 81-
86.

41) Anderson, Erin and Barton A. Weitz(1992), “The Use of Pledges to Build and Sustain Commitment
in Distribution Channels,”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9(February), 18-34.



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런 부정적 명성은 채널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

그 공급자에 한 신뢰정도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구매자의 장기

지향적 정도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공급자의 명성은 신뢰형성

및 장기 지향성에 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구매교섭전략의 선택에도 직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6. 화

화의 내용은 관계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도일(S.X. Doyle) 등은 화의

내용을 솔직하거나 진실된 말이라고 규정하고,42)“내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

는데 …”“내가 전부를 다 가지고 싶지는 않다 …”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하 다. 화의 질은 정직성, 솔직 공평한 용어,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 책임의 수락

정도 등에 의해 그 질이 결정된다. 마틴 등은 트럭 판매원과 전동공구판매원의 심층

면접에 의한 결과, 그들은 정직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 다.43)

헌트(Hunt) 등은 윤리적 가치나 고객이나 조직 및 환경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44) 만약 기업이 정직성과 공공에 한 봉사를 강조하거나 법과 같은

전문적 표준을 강조하고 있으면, 판매원은 신뢰구축과 고객과의 관계지속을 기업이

강조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판매원은 정직함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구축

적 행동과 관계지속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공공에 한 결속을 강조

한다면 판매원은 더욱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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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oyle, Stephen X. and George Thomas Roth, “Selling and Sales Management in Action: The Use of
Insight Coaching to Improve Relationship Selling,”Journal of Personal Selling and Sales
Management, Vol.12(1), 1992, pp. 59-64.

43) Mary C. Martin, Ravipreet S. Sohi, op. cit., pp. 21-27.
44) Hunt, M. D. & Thomas, W. Speh, “The Marketing Strategy Center: Diagnosing The Industrial

Marketer’s Interdicipnaly Role,”Journal of Marketing, Vol.48, Fall 1984, pp. 53-61.



7. 몰입

조직들 상호간의 관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몰입은 오랫동안 사회적 교류를 취급

한 문헌에 있어서 중심테마가 되어왔다.45) 몰입의 개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학, 사회심리학, 조직활동 또한 마케팅

등이 포함된다(Crosby and Taylor 1983; Hunt, Choronko and Wood 1985; Roberts

1991; Rusbult 1979).46)

몰입은 소비자들의 심리와 소비자행동, 관광심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케팅 이

론에서 몰입은 브랜드 충성도와 접한 관련이 있다.47) 브랜드 충성도는 어떤 행해진

구매행동 모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충성도나 몰입의 측정 형태는 재구매 행

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비스 관계마케팅 분야에서 베리와 파라슈라만(Berry & Parasuraman)은“관계란

상호 몰입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48) 모건과 헌트

(Morgan & Hunt)는 사회적 교류, 결합, 조직간의 몰입을 개념화하면서 관계몰입을

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 한의 노력을 보장할 정도로 그 관계를 중

히 여기는 교류협력자라고 정의하고 있다.49)

이러한 정의는“관계를 위한 몰입은 가치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바램”으

로 정의한 모반(Moorman)의 이론과 일치하고 있다.50) 결국 긍정적인 몰입은 긍정적

인 구전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몰입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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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L.A. Crsoby and Nancy J. Stephens, “Effects of Relationship Marketing of Satisfaction : Retention
and Price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4(4), 1987, pp. 404-
411.

46) S.S. Tax, “The Role of Perceived Justice in Compliant Resolutions: Implications for Services and
Relationship Marketing,”Arizona State University, 1993, p. 82.

47) S.P. Raj, “The Effect of Afdvertising of High and Low Loyalty Consumer Segments,”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9(June), 1982, pp. 77-89.

48) L.L. Berry and A. Parasuraman, op. cit.
49) R.M. Morgan and Shelby D. Hunt, op. cit, pp. 20-38.
50) C. Moorman, Rohit Deshpande and Gerald Zaltman, op. cit, 1993, pp. 81-101.



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게 된다.51) 몰입과 구매행위는 관광객이 관광기업에

해 지니고 있는 이미지, 유 , 충성도, 재구매 등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8. 품질

오늘날 관광기업은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고 마케팅 상으로서

도 다양한 역을 갖고 있다. 최근 서비스 질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서비

스 질이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질은 마케팅상 강력한

경쟁수단과 서비스 생산성 향상의 관건이 되며, 또한 기업의 비용효율을 향상시키고,

간접적으로는 고객의 손실비용도 절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환경적 요인이 좀 더 적 적이 됨에 따라 서비스 질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만일 서비스 질이 마케팅 전략의 초석이 된다면 마케팅 담당

자들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을 보유해야만 한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측

정방법 중 하나가 Parasuraman에 의해 개발된 모형인 SERVQUAL이다.

SERVQUAL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인

터뷰에 응한 포커스 그룹으로부터의 정보에 의존하여 Parasuraman은 서비스 업체들

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소비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서비스의 속

성을 반 하는 기본적 범주들을 확인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범주들 중에 의존성과

책임감이 포함되고 은행, 신용카드, 설비수리를 포함한 사업들이 있다.

포커스 그룹의 소비자들은 그러한 범주에 있어서의 서비스 이행이 소비자들이 생

각하기에 제공되어져야만 하는 서비스의 이행수준과 일치하는 정도의 형태로 서비스

의 질을 논의했다. 높은 질의 서비스는 소비자가 느끼기에 제공되어져야만 하는 수준

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행될 것이다. 높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해야만 하는 이행 수

준은 소비자 만족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만일 이행수준이 기 이하이면 소비

자들은 그러한 서비스의 질을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설명을 위해 만일 기업의 책임

감이 높은 질의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임감에 한 소비자의 기 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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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L. Veronica and Tore Strandvik, op. cit, pp. 141-167.



한다면 그 기업은 책임감에 있어서 그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Parasuraman의 기

초 모델은 소비자의 품질 인식이 이행과 기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이행이 기 를 초과하면 품질은 향상되고 이행이 기 에 비해 낮아지면 품질은 저하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에 있어서의

이행 기 간의 격차는 SERVQUAL의 이론적 기초를 만든 것이다.52)

실제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의 특성, 서비스에 한 고객의 애매한 기 , 그리고 평

가기준의 복잡성, 제공되는 편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만족 등과 같은 서비스질을

둘러싼 다면성 때문에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서비스 질은 체로 [기 된 서비스와 인식된 서비

스간의 비교]로 보고 있다. 페러슈라만(Parasuraman) 등은 서비스 질을 인식된 질로

보고 인식된 질이란 전반적인 우수성 혹은 특이성에 한 소비자 판단으로 보고 있

다.53) 그들은 인식된 질은 객관적인 질과 다르며 소비자 만족과도 같지 않은 일종의

태도로 서비스 수행에 한 인식과 기 를 비교함으로써 생긴다하 다.54)

9. 규범

마틴 등은 규범이란“관계에서 구성원의 행동을 인도하는 기초원리”라고 하

다.55) 하이드는 규범이란“일련의 의사결정 집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행동에 한 기 ”로 정의하고 있다.56) 따라서 립세트(S.M. Lipset)는 규범이란 기

되는 행동패턴으로 정의하고 있다.57) 따라서 규범은 그 정의적 특성상 행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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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한계를 명시해 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일탈행동에 한 일반적인 보호장치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VII. 새로운 관계마케팅의 연구 패러다임

위와 같이 관계마케팅에 해 포괄적으로 이론적 연구를 행하 다. 새로운 마케팅

시 에 관계마케팅에 한 많은 이론과 연구 업적들이 실무적, 이론적인 면에서 발전

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관계마케팅에 해서 미래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 위에 기술한 관계마케팅의 새로운 상호관계 변수들 외에 다른 변수는 없는가?

2. 왜 고객들이 관계지속성을 유지하는가?

3. 고객들은 쌍방간에 관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

원이나 유형적 요소들에 한 강한 몰입을 하게 되는데 관계강화의 요인은 무엇인

가?

4. 관계마케팅 하에서 기업의 VIP 고객의 20%가 과연 나머지 80%의 고객보다 매

출을 증가시키게 하는가?

5. 서비스 산업에서의 인카운터 제품을 고객단위로 개별화한 관계마케팅 전략은 가

능한가?

6. 관계마케팅 하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 은 가능한가?

7. 1:1 마케팅 입장에서 관계마케팅 전략 도입은 기존의 마케팅 활동과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가?

8. 고객충성도는 거래에 이탈없이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고객인데, 그 이유는 무엇

인가?

9. 거래 이탈 고객이 생기는 불만족 요인은 무엇인가?

10. 관계마케팅 상호변수 중 우정이나 호감 변수의 역할이 과연 증 되는가?

11. 관계마케팅에 있어서 만족한 고객은 과연 재구매를 하는가?

12. 왜 고객들이 관계단절을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3. 더 좋은 품질, 싼 가격은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요인이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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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속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14. 관계단절을 만드는 중요한 사건(event)들은 무엇인가?

15. 고객만족이 장기관계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16. 성공적인 관계마케팅 특징은 무엇인가?

17. 일반 제조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의 유형에 따라 관계변수의 역할이 어떻

게 다른가?

18. 많은 관계변수 중 어떤 변수가 쌍방간 몰입 우위도를 가지는가?

19. 제조기업이나 서비스 기업의 조직구조가 관계마케팅 전략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

20. 관계마케팅 전략하에서 어떤 몰입형태가 관계마케팅에 적합한가?

21.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몰입 방법은 무엇

인가?

22. 성공적인 관계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고객들에게 계속적인 관계추적 방법은

무엇인가?

23. 관계마케팅의 쌍방(상호변수)에 의한 거래를 전자상거래하에서 Database화 할

수 있는가?

이처럼 미래의 관계마케팅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이 제시

하 다.

VIII. 결��론

AMA(1985)의 정의는 마케팅의 전통적인 거래지향적 관점을 반 하고 있을 뿐이지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포함시킨 정의라고는 보기 어렵다. 마케

팅 이론가들 사이에도 새로운 마케팅 특성을 내포하는 안적 정의를 개발하는 노력

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표적인 예(Grönroos, 1990, 1991, 1994)는 마케팅은 관련

당사자들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고객과 여

타 파트너와의 관계를 구축,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는 마케팅의 거래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을 모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

안� �면 273



다. 특히 서비스 기업 분야의 연구로 Berry(1983)는 서비스 분야의 관점에서 관계마

케팅을 정의하고 있다. 다자간 서비스 조직(multi service organization)에서 관계마케팅

을 고객관계를 유인, 유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Morgan과 Hunt(1994)는 분야별 관점이나 개별 고객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

지 않고 가장 광범위하게 관계마케팅을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관계마케팅을 성공적

인 관계적 교환을 구축 개발, 유지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마케팅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일회적인 거래 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래 마케팅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지만, 오늘날 새로운 추세로서의 관계마케팅을 다루는 출현 배경

은 4P’s를 다루는 마케팅 믹스관리 패러다임이 판매자를 능동적으로 구매자를 수동적

인 주체로 가정하고 있으며 고객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함으로써 기업의 구성원과

고객간의 개인적인 관계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데서 크게

연유한다.

최근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의 시 를 예고하는 주장이 여러 문헌에서 쉽게 발견

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적으로 교환의 거래 내

용을 일회적이거나 단방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른바 거래적 마케팅의 한계를 지

적하고, 이에 체되는 중심적 이론구조로서 관계마케팅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

으로 지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980년 후반이래 꾸준히 관계마케팅적 이론구조

의 필요성이 제기, 연구된 이후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에 의한 다수의 지지나 검증이

이루어져 중심적인 이론구조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비판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관계마케팅이 오늘날 마케팅 연구자들의 통념과 기존의 사고 방법을

바꾸는 실천적 중심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변화로 인해 오늘날 많은 마케팅 학자들이 거래관계의 유지 및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계마케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두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

었으며, 이러한 관계마케팅이 새로운 마케팅의 실천방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기업

에 있어 시장 확 의 한계, 경쟁의 격화, 비용의 증 , 장기적인 수익의 유지 등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끝으로,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 부분에서 최근의 관계마케팅에 한 새로운 두를

나타내었고, 본론부분에서 관계마케팅의 도입배경, 관계마케팅의 정의, 관계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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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요소, 그리고 관계마케팅의 기업의 측면과 고객의 측면에서의 성과성에 해

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관계마케팅의 관계변수에 해서 9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

어 기술하 으며, 결론에 앞서 미래 관계마케팅의 연구 패러다임에 해서 본 연구자

가 나름 로 논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 논문의 전체흐름을 요약하 으며 앞으로 미

래의 연구에 한 방향에 해서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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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aradigm of Corporate Management 
- Focus on Relationship Marketing - 

Young Myeon Ahn*

ABSTRACT

Strategy in service businesses has taken a new turn. The key to success now lies with

concentrating on, and retaining, existing customers.

Customers have always been the prime focus for marketing activity but the way service

companies view this relationship is changing. Transaction marketing of the 1980s placed the

emphasis on the individual sale: relationship marketing of the 1990s places the emphasis on

individual customers and seeks to establish a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and

company. In an increasingly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marketing should be seen as a

total approach to business, placing the customer firmly at the centre; to regard it solely as an

amalgam of functional activities like advertising, promotions and market research is to miss

the point completely.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marketing philosophy is that the attraction of new customers

is merely the first step in the marketing process. The key is retaining that customer.

Marketing should not begin and end with clinching the deal — it must also concern itself

with keeping, and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 

The reigning paradigm that dominates the traditional marketing approach has been

criticised for being incomplete and manipulative and for not taking into accou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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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and relationship aspect of marketing.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have not been

well explained and have played a limited role in the traditional marketing mix. Accordingly, a

new approach has been called for. The old marketing concept is passe and needs to be

overhauled and replaced by a new concept capable of capturing the dynamics of the

interactions in customer relationships. Relationship marketing has been proffered as the new

paradigm of marketing that provide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marketing mix theory. 

This article consist of 7 chapters. The main issue described Introduction, the background

of introducing relationship marketing, definition of relationship marketing, related variables

of relationship marketing, performance of relationship marketing, research paradigm of

relationship, and described conclusion for this paper. 

Key Words: Relationship Marketing, Marketing Paradigm, 4P’s, Trust, Customer

Satisfaction, Norm, Commitment, SERVQUA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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