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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 동안 e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과 툴이 등장했지만, e비즈

니스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주지는 못했다. e비즈니스를

위한 초기의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이렇게 구축된 e비즈니스

시스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고객의 가치창출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마

케팅 이슈들이 점차 중요시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CRM(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로그파일 분석을 통한 CLM(closed- loop marketing ) 등

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마케팅 또는 고객중심이

아니라 기술 또는 시스템 중심으로 치우쳐 e비즈니스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소

위 기술근시안(technology myopia)으로 흘러 경영자들과 학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e비즈니스의 본래의 취지인 고객가치 창출을 전략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찾는 것이었다. 즉,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있

는 CRM, CLM 등을 고객가치 창출에 직접 연결하여 수익성 및 미래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최근의 많은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와, 경영 및 마케팅 학술 논문을 조사하였다. 학술 논문 및 책자는 특히 환경

변화와 기회파악 및 활용에 초점을 둔 것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런 사례 및 문

헌조사의 결과, 본 연구는 미래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

거한 마케팅전략적 접근을 찾아내었다.1)

본 발표자료는 성공적인 e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룬다.

Ⅰ. 새로운 e비즈니스 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

Ⅱ. e비즈니스의 개념, 현주소 및 미래

Ⅲ. 주요 질문에 대한 해답 -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 미래형 마케팅

Ⅳ. 성공적인 e비즈니스 창출 및 육성을 위한 미래마케팅 접근

Ⅴ. e마케팅 프로세스 - 고객중심 e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

Ⅵ. 요약 및 결론

1) 본 발표자료는 지면의 한계상 주요 접근 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되었다. 본 연구의 보다 자

세한 내용은 최근 발표자에 의해 저술된 미래형 e마케팅 에 소개되었다. 본 발표자료는 그 책의 1∼2
장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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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새로운 e비즈니스 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인간 삶의 양식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주요 기술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디지털 혁명

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북, 디지털 지도 등이 등

장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디지털 서비스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

째,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관련 e비즈니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휴

대폰 및 PDA 등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e비즈니스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점차 커지면서, e비즈니스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 및 네트

워크 기술의 발전은 다른 분야의 기술, 즉, 게놈, 전기자동차, 운전로봇, 무선통신,

화학기술 등의 발전을 또한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러분야의 기술 발전은

e비즈니스에 곧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덕택으로, 인간 삶의 양식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즉, 이런 기술 발전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재미, 일, 가정, 학습 등에

관련된 필요, 욕구, 꿈에 연결되어 전에는 생각지도 않던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e비즈니스도 바로 이러한 다섯 가지 인간 관심분

야에 깊이 연결될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한 기술 발전과 인간 삶이 묶여지면서 수많은 새로운 시

장이 생성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

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올바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경쟁의 필수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기업은 더 큰 미래 기

회가 주어질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기존의 상품에만 매달

려 있는 기업들은 곧 커다란 위협에 처할 것이다.

패러다임 변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기존의 좁은 관점에 근거한 전략이나 마케

팅은 제구실을 할 수 없다. 기업환경 및 경쟁에 커다란 변화, 즉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변화를 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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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패러다임 변화

기존 20세기 21세기

산업사회

아날로그

stand- alone

기술에서 고객으로

환경 변화 속도 느리다

환경 변화 파장 작다

잔잔한 호수가에서 낚시

정보사회

디지털

networked

고객에서 기술로

환경 변화 속도 빠르다

환경 변화 파장 크다

폭류속에서 창살로 고기잡이

우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경쟁력의 핵심도 정보가 되고

있다. 경쟁사보다 더 나은 정보시스템을 가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의 도움으로 그들의 가치체인을 통합하여 e비즈니스를 위한 강력

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화는 비즈니스에 새로운 경

쟁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상품의 첫 번째 것의 생산비용은 크

지만, 두 번째 이상의 생산 및 복제 비용은 거의 0이 된다. 디지털 상품의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법칙은 e비즈니스에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기존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제공되었지만, 현재는

점점 더 서로 연결되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T V, audio, 컴퓨터, 냉장

고 등 가전제품이 따로 성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소위 smart house 라는 개념

이 등장하면서, 이런 가전제품이 함께 묶여 인간의 가정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고 있다. e비즈니스에도, 허브 또는 메타중개상(metamediaries) 등이 등장

하여 여러 가지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묶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추세

이다.

넷째, 기술추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비즈니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20세기 말

에는, 기존 산업내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소위, 고객만족이라는 단어가 비즈니스

성공의 키워드였다. 하지만, 점차 환경, 특히 기술환경의 변화로 수많은 새로운

시장 기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 향

후 e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창출 및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즉, e비즈니스 경영자가 기술변화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시장기회를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다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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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와 여섯째는 환경변화의 속도와 파장에 관한 것이다. 먼저 속도에 대해

서 보면, 환경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신속성이 중요해진다. 또한 신속하게 변화

에 따라 변신하는 유연성(flexibility )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환경변화가 일으키는 파장의 크기이다. 인터넷은 대부분의 산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있다. 새로운 경쟁스페이스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어느 산업에 엄

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변화요소를 인텔의 회장이던 Andrew Grove는 10X 요소 ,

그런 변화를 10X 변화라고 불렀다. 현재도, 모든 e비즈니스 산업에 10X 변화들

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둔감한 기업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감지되기 힘들지만, 곧 그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산업의 경쟁구조, 고객

가치 전달 수단 등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강력한 e비즈니스를 구축코자하는

리더들은 이러한 10X 변화가 몰고 올 산업 변화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선견

력, 즉 산업 선견력(industry foresight )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 선견력은 성공적

인 e비즈니스 창출 및 육성의 최우선 경쟁요소이다.

마지막으로, e비즈니스가 현재 처한 상황은 마치 잔잔한 호수가에서 낚시하는

상황이 아니라, 폭류속에서 창살로 고기잡이하는 상황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동태적인 상황하에서는, 옛날 정태적인 상황하에서 쓰던 마케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Ⅱ . e비즈니스의 개념 , 현주소 및 미래

1. 인터넷 비즈니스 , e비즈니스 및 e마케팅

오늘날 인터넷 비즈니스(internet business ) 라는 말과 전자상거래(e-

Commerce) 또는 e비즈니스(electronic business) 라는 말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

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범위 면에서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

터넷 비즈니스란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할 경우를 지칭한다. 반

면에 전자상거래 또는 e비즈니스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전자적 수단, 즉 첨단

전화 시스템, 휴대용 디지털 단말기, 인터랙티브 T V, 키오스크, 스마트 카드 등을

포함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여기서 전자적 수단의 개입은 광고와 마케팅,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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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매, 주문, 생산, 유통, 고객관리, 고객서비스 및 애프터서비스, 재고관리 등

모든 기업 활동과 사업 영역을 포함한다.2) e비즈니스를 간단히 정의내리면, 비즈

니스를 수행하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전자적 수단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가 모든 전자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비즈니스의 초점면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e비즈니스 모델은 크

게 두 가지로 직접판매를 통한 매출기반(revenue- based) 모델과, (직판은 하지않

고) 서비스지원, 브랜드빌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에 도움을 주려는 향상기

반(improvement - based) 모델로 나누어진다. 전자상거래는 e비즈니스 모델중에서

주로 매출기반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e비즈니스 개념은

전자상거래보다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가치체인과 협력업체(즉, 공급

업체, 판매업체, 소비자 등)의 가치체인을 함께 묶어, 이 통합된 가치체인 시스템

하에서 단기적인 거래는 물론 장기적인 윈윈(win - win)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

이다.

e마케팅이란 e비즈니스를 위한 마케팅으로서, 기업 등 비즈니스 주체가 자신의

e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마케팅활동이다. 좀 더 구체

적으로 정의하면, e마케팅이란, 고객의 필요, 욕구, 꿈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채워

줄 수 있는 가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보다 더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전달

하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새로운 환경변화가 펼칠 현재 및 미래 기회3)를 파악하여, 핵심역량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준비해 가는 것이 소위 미래형 e마케팅인 것이

다. 그러므로 고객이란 현재의 고객은 물론 미래의 잠재고객을 포함한다.

e비즈니스와 e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체제 및 사례는 다음 장에서 자세

히 다룬다. 여기서는 먼저 여태까지 e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 e비즈니스 모델에는 어떤 종류들이 가능한지를

체계적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새로운 e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체

계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e비즈니스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

는지를 살펴본다.

2) Seybold, Patricia B, Cus tom ers.com : H ow to Create a P rof itable B us iness S trategy f or the
Internet and B ey ond , T imes Business, 25쪽 참조, 1998.

3) 이렇게 기술 등의 환경변화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시장을 백색 공간(white
space) 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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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비즈니스 주체

여기서 비즈니스를 행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 e비즈니스 형태가 있음을 명시

한다.

1) Sony, GM 등 기존 제조업체를 위한 e비즈니스 모델

2) Walmart , 은행 등 기존 소매점, 즉 중간상을 위한 e비즈니스 모델

3) 아마존, eBay 등 기존 dot - com은 물론 창업 dot - com 기업을 위한 e비즈니

스 모델

기존 물리적 세계에서 이미 사업을 이끌어온 기업들과 새로운 dot - com 기업들

은 각각 다른 e비즈니스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제조업체의 e비

즈니스 문제는 어떻게 기존 소매 및 유통업체와의 마찰없이 매끈하게 e비즈니스

로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가이다. 기존 소매상 및 서비스 업체들

의 e비즈니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미 투자된 기존 물리적 점포 및 인프라 제한

속에서 e비즈니스 문제를 풀 것이냐는 것이다. 새로운 dot - com을 꿈꾸는 창업리

더들은 인터넷의 이점을 활용하여 최대한 가치를 제공할 상품 및 서비스가 무엇

이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하여야 할 것인가 이다.

3 . e비즈니스의 현재 상황 및 미래

인터넷이 사람들과 기업들을 연결해 주되 시공간에 제약됨이 없이 편리하고

심지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에 없던 새로운 e비즈니스

를 창출케 하였다. 크게 3가지 e비즈니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4)

첫째, 아마존, eBay 등과 같은 인터넷 전문 비즈니스들, 소위 dot - com 기업들

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편리성과 즐거움, 나아가서 낮은 가격이

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새로운 dot - com 기업은 주로 정보

를 중개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소위 정보중개상(info- mediary )들이 주류를 일

으키고 있다. 미국 NT E (National T ransportation Exchange)사는 운반 트럭들이

배달이 끝나면 대체로 빈차로 들어오는 문제를 파악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러

한 운반 트럭사와 이런 트럭을 좀 저렴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고객들의 중간에 서

4) T he Net Imperative: A Survey of Business and the Internet , The E conom is t, Jun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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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새로운 e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가치를 내고 있다.

또 다른 미국의 Chemdex사는 제약업체와 학계연구자, 그리고 바이오텍 회사가

서로 정보가 흐르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단절된 시장을 인터넷으로 묶어 정보를

서로 공유케 함으로써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둘째, 인터넷의 등장은 또한 기존 제조업체나 소매·서비스업체의 비즈니스 방

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만들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그들의 가치체인을 대단

히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기반으로 된 통

합된 가치체인 프로세스(integrated value chain )에 공급업체와 유통업체는 물론,

고객들도 편리하게 access하게 함으로써 모두에게 커다란 가치를 제공하게 되었

다. Walmart , Dell, GE 등은 이미 이러한 인터넷기반의 통합적인 가치체인을 형

성하여 가치체인 원가 절감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

하고 있다. Bill Gates가 주장하던, 소위 생각을 속도처럼 움직이는 디지털 신경

망(digital nervous system)이 완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5)

<그림 1> ebiz세계의 환경변화와 e- 혁명

* 기존기업들의 변신

e-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가치체인 통합시스템)

* 새로운 dot - com 비즈니스

정보중개상(info- mediary )
- 정보교환 : NT E
- 온라인 옥션 : eBay, Adauction...
- 정보연결 : chemdex
- 메타중간상(meta- mediary)6) 등장

* ebiz 빌더 -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5) Bill Gates, B us iness @the Sp eed of Thought: Us ing a dig ital nervous sys tem , Warner Books, 1999.
6) 메타중간상(meta- mediary )이란 온라인 중간상으로서, 고객에게 한 두가지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을 묶어서 총체적인 해

결책을 제공한다. 즉, 여러 관련 중간상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자동차판매 중간상이 보험 중간상, 악세사리 중간상, 타이어 판매 중간상 등과 함께 묶어,
보다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e - 혁명
2005년도
critical- mass



디지털 시대의 e마케팅 전략 105

마지막으로, 수많은 e비즈니스가 생겨나면서 인프라 구축 및 전략을 컨설팅하

는 기업들, 소위 ebiz 빌더가 등장하게 되었다. IBM은 자신을 원래의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Internet Business

Machine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할 정도로 internet 중심의 대형 컨설팅회사로 전

환하고 있다. 여러 다른 중소 컨설팅회사들도 등장하고 있다.

e비즈니스 세계의 3가지 주류가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가속 성장을 이루고 있

다. 많은 e비즈니스 전문가들이 2005년에는 이러한 성장이 소위 criticalmass가

되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 소위 e- evolution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준비하지 않았던 기존 제조업체나 소매·서비스 업체는 물론, 수없이 생겨난

dot - com기업에게도 커다란 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1> 참조)

4 . 성공적인 e비즈니스를 위한 핵심 질문

우리는 앞에서 디지털 및 네트워크 혁명과 관련 기술 등으로 인해 일어난 패

러다임 변화를 생각해 보았다. 바로 위에서, e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2005년도에는 폭풍이 일어나는 e- 혁명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아마존의 회장인 Jeffrey Bezos는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보

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 는 무한한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IBM의 회장인 Lou

Gerstner는 아마존을 포함한 dot - com 기업을 폭풍앞에 있는 개똥벌레로 묘사하

고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기존 기업과 새로운 dot - com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이 그들의 가치체인을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e비

즈니스 시스템을 갖춘다면, 오프라인상의 가치체인이 약한 새로운 dot - com기업

은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dot - com기업도 이러한 것에

대비하고 있다. 아마존도 대형 물류창고를 짓고 있으며 AOL사도 T ime- Warner

를 합병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물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라

인까지 거두어드림으로써 엄청난 가치체인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쟁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기존 제조업체는 어떻게 e비즈니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기존 서비스 및 소매업체는 어떻게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

하여 e비즈니스 전략을 펼쳐야 하나? 새로운 dot - com기업은 어떠한 e비즈니스

전략을 가져가야 하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여, 새로운 벤처를 꿈꾸는 리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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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접근하여야 할까?

Ⅲ . 주요 질문에 대한 해답

-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 : 미래형 마케팅7)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말한다면,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그 비즈니스가

결국 고객에게 경쟁자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

에서 언급한 가치체인의 통합화는 여러 이해관계자, 즉 협력업체, 공급업체, 유통

업체 등에게도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지만 결국 고객에 더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

여야 한다. 왜냐하면 고객이 결국 그 비즈니스의 성공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고객

이 그 기업의 인터넷기반 가치체인 통합을 통해 기대하는 수준의 가치를 얻을 수

없다면 그 e비즈니스는 강력한 브랜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기업은 고객이 충분

한 가치를 느낄 때까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의 초점은 결국 수익성과 미래기회를 제공하는 애호고객의 확보

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하에서는 전략의

핵심은 이러한 환경변화가 펼치는 미래 시장을 미리 보아 핵심역량을 쌓아가며,

고객이 존경하고 애호하는 강력한 브랜드로 자라가게 하는 전략, 즉 미래형 고객

중심형 마케팅전략에 있게 된다.

이미 기술한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기회와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산업의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

하는 소위 미래형 마케팅이 필요하다. 미래형 마케팅이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형 마케팅은 기술발전 및 삶의 양식 변화로 생겨나는 수많은 새로운

시장 창출에 초점을 둔다. 둘째, 미래형 마케팅은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오는

환경 변화 요소들, 즉 10X 변화를 미리 파악하면서 준비하는 마케팅이다. 셋째,

미래형마케팅은 고객에 이끌리는 것을 넘어 고객을 리드하는 마케팅을 구사한다.

게놈, 무선통신, 컴퓨터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 추이와 산업에 일어나는

10X 변화는 일반 고객보다는 우수한 기업만이 더 잘 알므로 고객을 위해 고객

7) 미래형 마케팅은 간단히 미래마케팅(marketing for the future)이라 불리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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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객을 인도하는 마케팅이다. 그러므로, 넷째, 미

래형 마케팅은 기존 시장내에서의 시장점유율보다 새로운 시장에서 얻게되는 기

회점유율에 더욱 초점을 두는 마케팅이다. 다섯째, 미래형 마케팅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함께 묶어 시공간 제약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창출 제공하는 마

케팅이다. 여섯째, 미래형 마케팅은 홀로 서기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

라, 협력관계를 통해서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네트워크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홀로쌓은 브랜드자산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협력관

계를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디지털 신경망에 기반을 두는 마케팅 활동이다.

21세기의 급변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환경변화 속에서는 위와 같은 미

래형 마케팅이 필요하다. <표 2>는 기존 마케팅과 미래형 마케팅을 비교하고 있

다. 결론적으로, 미래형 마케팅은 환경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기회와 위협을 새로

운 시장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미래 시장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미래형 마케팅의 구체적인 정의, 체제 및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표 2> 기존 마케팅과 미래형 마케팅 비교

기존 마케팅 미래형 마케팅

- 기존 stand- alone 산업내 STP 중심

- 고객 중심

- 오프라인 중심(시공간 제약)

- 시장 점유율

- X 에 적응하는 마케팅

- 홀로 서기

- 브랜드 자산

- 새로운 convergence 시장의 창출

- 고객 리드

- 오프라인과 온라인(시공간 제약 없음)

- 기회 점유율

- 10X 에 적응하는 마케팅

- 통합적 시스템 경쟁

- 디지털 신경망

Ⅳ . 성공적인 e비즈니스 창출 및 육성을 위한

미래마케팅적 접근

우리는 앞에서 21세기는 20세기 말에 비해서 비즈니스에 전혀 다른 환경과 패

러다임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았다. 21세기에는 기존 시장안에서의 비용 품질 경

쟁이 주가 되었다면, 21세기에는 새로운 경쟁 스페이스의 창출이 주된 경쟁의 목

표가 되었다. 새로운 경쟁 스페이스의 창출은 두 가지 요소, 즉 핵심기술과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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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의 결합으로 달성된다. <그림 2>는 기존 20세기에 비해 21세기의 경쟁에 필요

한 미래마케팅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8)

<그림 2> 21세기 경쟁을 위한 미래 마케팅 요소들

미래마케팅은 무엇보다도 산업선견력을 중요시한다. 산업선견력이란 해당 산업

의 미래 시장을 미리 상상하는 능력이다. 또한 미래마케팅은 한번 가보지 않은

시장을 형성해 가는 탐험 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산업선견력에 근거해서 어떤 핵

심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필요핵심역량 구축에도 정보를 제공하면서 행하는

마케팅이다.

1. 미래마케팅의 정의 및 체계

미래마케팅이란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쟁스페이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 고객의 필요, 욕구, 꿈을 미리보고, 이에 따른 필요 핵

심역량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그 새로운 시장에 맞도록 신상품·서비스를 창

출, 전달하는 전사적인 노력이다.

미래마케팅의 3가지 경쟁 단계 또는 경쟁 요소

위 정의에서 보듯이, 미래 마케팅은 크게 3가지 경쟁 단계를 보여준다. <그림

3>은 미래 마케팅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3가지 경쟁 단계를 보여준다.

8) Hamel and Prahalad (1991), Corporate Imagination and Expeditionary Marketing, H arvard
B us iness R eview , July - August , 1991, page 81∼92.

기존 20세기

비용, 품질 경쟁

21세기

새로운 경쟁 스페이스 결정

마케팅

- 선견력(foresight )
- 탐험(expedition )

핵심역량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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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래마케팅의 3단계 경쟁

산업선견력
New Marketing

power 형성
포지셔닝

첫째, 해당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혹은 미래 고객의 필요, 욕구,

꿈은 어떨지를 미리 보는 산업선견력(industry foresight ) 경쟁이다. 앞에서 언급

된 소위 10X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이러한 산업선견력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 강력한 e비즈니스를 꿈꾸는 경영자는 우선 산업선견력 경쟁에서 앞서야

하겠다.

둘째,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핵심역량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마케팅파워(new marketing power)를 형성하는 경쟁이다. 강력한 e비즈니

스의 구축은 핵심역량 및 협력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셋째, 시간이 지나 새로운 시장이 현실로 나타나 있다면, 이 시장 안에서 강력

한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포지셔닝(positioning) 경쟁에 또한 역점을 두

어야 한다. 이 시장 안에서의 고객만족 및 시장점유율 확대 등에 크게 노력하여

야 한다.

이 세가지 요소들의 동시적 고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경영자는 현재 시장에만 너무 몰두해 있으면, 소위 마

케팅 근시안(marketing myopia)9)에 빠져,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질 수 없다. 그

러므로, 경영자들은 현재 시장에서 강력한 포지셔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그 시장과 관련된 10X변화를 감지하고 그 추이를 바라보면서, 그 시

장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를 미리 아는 산업 선견력 경쟁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시장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도 필요 핵심역량과 협력관계 구축 경

쟁에도 새로운 마케팅 파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경영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현재 시장

9) 마케팅근시안이란 기업주체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정의할 때 보이는 상품중심으로 정의를 내려서, 고

객이 진정으로 그 상품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둔감한 경우를 지칭한다. 여기서는, 눈에 보

이는 현재 시장에만 묶여서 새로이 창출되는 미래 기회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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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강력한 포지셔닝 구축은 물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산업 선견력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파워 형성, 모두에 골고루 신경을 써야 하겠다. 새로운 e비즈니스

창업을 계획하는 리더는 무엇보다도 산업 선견력 경쟁이 핵심 사항일 것이나, 현

재 e비즈니스를 리드하는 경영자에게도 산업선견력은 필수이다. 아래 <그림 4>

는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e비즈니스 리더가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도표

로 나타내었다.

<그림 4> 새로운 환경하에서 e비즈니스 리더의 핵심 고려사항

뉴 패러다임하에서

e비즈니스 리더의

핵심 고려사항

기존 시장내에서의 강력한 포지셔닝

산업선견력

핵심역량 및 협력관계 구축

미래 마케팅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선진 기업의 사

례가 많다. 모토롤라의 경우, 전화시장이 무선통신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해 머지않은 미래에 휴대폰이 주류가 되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

보았다(즉 산업선견력을 가졌다). 그 후, 핵심역량 및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고객

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품·서비스를 계속 개량하여 오고 있다(즉 새로운 마케팅

파워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이미 확정된 시장(예를 들면, 휴대폰 기기시

장)에서는 강력한 포지셔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토롤라는 또한 이 휴

대폰 시장과 관련되는 10X 변화를 고려하여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아갈

지에 대한 산업선견력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장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새로운 마케팅 파워를 구축하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외에

도, 21세기에 소위 digital dreams 를 성취하려는 Sony도 세 단계로 구성된 미래

마케팅을 구사하여, 미래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 새로운 dot - com 기업인

Amazon .com도 바로 서적시장에 관련된 산업선견력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였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마케팅 파워를 구축하려는 노력

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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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래마케팅에 근거한 가치창출 및 전달 절차

위에서 설명한 미래마케팅적인 접근법에 따라 어떻게 성공적인 ebiz 마케팅을

펼칠까?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적 프로세스를 따라야 할까? 성공적인 e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급변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는 환경변화에 대한 감지 및 분석이다. 둘째, 고객이

필요로 하고 원하며 꿈꾸는 것을 e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고객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쟁자에 비해 차별화된 가

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고는 어떤 인터넷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없다. 아

마존이나 eBay 등 새로운 인터넷 기업들은 물론, 소니, 새턴,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의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기존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않고

는 결코 강력한 e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없다. 나중에 보듯이, 이러한 기업들은 새

로운 틀인 가치 창출 및 전달 절차 패러다임 안에서 올바른 마케팅을 구사하려고

엄청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이 새로운 가치창출 및 전달 절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

어져 있다.

<그림 5> 가치 창출 및 전달 절차

가치 선택 가치 제공 가치 커뮤니케이션

- 고객 세분화

- 시장 선택·집중

- 가치 포지셔닝

- 상품 개발

- 서비스 개발

- 가격 책정

- 소싱

- 유통 및 서비스

- 판매인력

- 판매촉진

- 광고

전략적 마케팅 전술적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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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 비즈니스의 첫부분인 가치선택에는 전략적 마케팅인

ST P개념이 핵심역할을 하며, 나중 부분인 가치의 창출 및 제공,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전술적 마케팅 개념이 핵심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 비즈니스의

첫 부분부터 끝까지 마케팅이 전략과 전술로 나뉘어져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 마

케팅의 역할은 상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해서 상품이 만들어지는 순간과 만들

어진 상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도 계속된다.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이라는 웹사

이트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Jeffrey Bezos가 고민한 것은 과연 누구를 주요 고객

으로 삼을 것이며, 무슨 상품들을 주로 팔 것이며, 어떻게 기존 서점들과 차별화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즉 사업의 처음은 바로 전략적 마케팅 부분, ST P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존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소문난 지금까지도, 강력한 브랜드

로 자리잡기 위해서 ST P전략은 물론, 계속적인 가치 커뮤니케이션 등 마케팅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어떤 세그먼트를 목표

시장으로 삼아야 하고, 어떤 가치차별화로 고객을 접할 것인가를 올바르게 결정

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의 장기적인 방향성인 미션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기업의 미션

이란 왜 이 사업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서술이다.10)

둘째, 사업기회들이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사업기회들은 기업외부에서 펼

쳐지는 거시적인 환경 요소,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구통계적, 기술적 환경

들의 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

의 발전으로 수많은 기회와 위협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환경변화는 곧 해당 e

비즈니스 산업에 10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10X 변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10X 변화에 근거한 사업 기회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관리자는 환경 요

소들은 물론, 더 나아가 내부적인 환경요소들, 기업의 장단점, 핵심역량, 중장기

계획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기업의 비즈니스는 가치창출 및 전달 절차로서,

전략적 마케팅과 전술적 마케팅을 핵심내용으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마케팅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

10) 피터 드러커 교수는 기업의 미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What is our business? Who is the customer? What is value to the customer? What will our
business be? What should our busines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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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마케팅 프로세스

- 고객중심 e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

위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래형 e마케팅 프로세스는 <그림 6>과 같

이 5가지 핵심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즉, e비즈니스의 미션 및 사업모델 설

정, ebiz 사업기회 분석 및 목표 설정, e마케팅 전략(ST P) 개발, e마케팅 프로그

램의 계획, 마지막으로 e마케팅 활동의 관리 및 통제이다.

<그림 6> 미래형 e마케팅 전략 프로세스

ebiz 미션

및 모델 선정
eSTP 전략

ebiz 기회분석

및 목표설정

e마케팅

프로그램
관리, 통제

1. e비즈니스 미션의 정의 및 e비즈니스 모델 선정

e비즈니스 미션 정의

e비즈니스 기업이나 사업부는 제일 먼저 e비즈니스 미션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e비즈니스 미션이란 한 e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를 명시한다. 왜 e비즈니스가 존재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지, 장기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

Walmart가 e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도대체 왜 시작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dot - com 기업도 마찬로 그의 e비즈니스 미션을 먼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기존 제조업체나 소매·서비스 업체가 e비즈니스를 시작할 경우, 그 e비즈니스

의 미션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되, 전사차원의 기업 미션 하에서 정의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새턴의 e비즈니스의 경우, 그 e비즈니스 미션은 전사적인

기업 미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게 정의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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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 모델 선정

기존 기업이든 새로운 dot - com 기업이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야 하는

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e비즈니스 모델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며, 주요 타겟을 위

해서 어떻게 supply chain과 demand chain을 구성해야 하는지, 수익은 가치체인

의 어디에서 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비즈니스 모델 선정 및 진행 방향은 e비즈니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

다. 즉, 기존 제조업체냐, 기존 소매 또는 서비스업체냐, 아니면 새로운 dot - com

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11)

2 . e비즈니스 기회 분석 및 목표 설정

e비즈니스를 위한 기회를 파악하려면, 외부에서 펼쳐지는 환경 변화가 해당 e

비즈니스의 관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외부 환경 추

세 분석을 통해 기회 및 위협을 파악하여, 내부역량의 경쟁적 비교를 통한 강약

점 분석을 통해 최고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것을 SWOT분석이라 한다. 특히, 해당 산업에 엄청난 파

문을 일으키며, 새로운 경쟁스페이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환경

변화를 10X 변화라 했는데, 이러한 10X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

렇게, 10X 변화가 어떻게 해당 산업에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영향으로 백색지

대(white space)와 같은 어떠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미리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산업 선견력(industry foresight )이라 한다.

미래에 강력한 브랜드가 되길 원하는 e비즈니스는 오프라인 상에서 어떠한 환

경변화 및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 중 어떤 것이 10X 변화이며, 이로 인

해 어떤 기회와 위협이 생성되고 있는지에 민감하여야 한다. 아마존의 경우, 그들

이 취급하는 서적, CD 등과 관련되는 환경요인, 예를 들면, 기술적 발견이나 추

세들에 둔감하다면 새로이 떠오르는 기회를 포착할 수 없으며, 심지어 경쟁적 우

위에 위협이 가해질 것이다. 무선통신의 발전 등 기술적 요인외에, N세대의 등장

등과 같은 사회적 추세, 또한 silver generation으로 불려지는 고연령층 증가추세

와 같은 인구통계적인 추세, 정보전달 언어수단으로서의 영어 역할의 증가와 같

11) e비즈니스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진단 기준 및 모델 선전 프로세스는 미래형 e마케팅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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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어적 추세는 어떤 사업에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며, 어떤 사업에는 커다란

위협을 제공할 것이다. 경영자는 고수익과 높은 성공을 보장하는 적어도 5대 기

회를 알고 싶어하며, 동시에 사업에 직면하고 있는 5대 위협을 알고 싶어 한다.12)

환경요인의 추세를 분석하므로써 기회를 발견하는 것과 그 발견될 기회를 성

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어떤 환경추세가 제공할 엄청

난 기회도 그 기업의 능력에 따라 성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똑 같은 추세가 반

대로, 경쟁사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기업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

어떤 사업부든 간에 그 사업부 내부의 강점 및 약점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

다. 특히, 그 사업부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사보

다 더욱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e비즈니스를 원하는 경영자들은 5대 강점 및 5대

약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13)

목표 설정

비즈니스 경영자가 이러한 SWOT분석을 통해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을 파

악하였다면, 이제 그 비즈니스 사업부가 어떤 목적(objective)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목표(goal)를 달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목적이란 사업부가 다가오는 시기에 성취할 광범위한 방향성이다. 예를 들면,

마진 높이기, 시장점유율 높이기, 고객만족도 높이기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SWOT분석에 근거한 것으로써, 성취가능하며, 핵심역량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란 광범위한 목적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와 기한으로 명시된 것을 말한다.

목적이 지침과 통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목표는 측정 가능한 수치이다. 목표에

는 목표수치와 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객만족도 높이기라는 목적은

현 회계연도 말까지 현 80%의 만족도에서 90%의 만족도로 높이기라는 측정 가

능한 목표로 명시되어야 한다.

목적 및 목표 없는 인터넷 비즈니스는 나침반이나 키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바람 따라 흘러가는 배와 같다. 코틀러는 훌륭한 목적 및 목표설정에 관한 다음

12) 고객이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소비자행동에 근거한 온라인 기회분석에 대한 내용은 점차로 중요시되

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형 e마케팅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최신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닫힌

회로 마케팅에 근거한 웹체인 디자인과 로그파일 분석에 의한 온라인 고객분석이 위에서 설명한 오프

라인 상의 10X 변화와 연결된다면, 강력한 e비즈니스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13) 강약적 분석을 위한 체크 목록은 미래형 마케팅 292∼293쪽을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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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4)

(1) 목적들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

(2) 가능하면 수치 목표로 제시되어야 함.

(3) 분석에 근거한 실현 가능한 것이야 함.

(4) 일관성이 있어야 함.

3 . S T P전략 개발

목표란 현 비즈니스가 무엇을 성취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낸다면, 전략이란 어떻

게 거기에 도달할지에 대한 게임프랜(game plan)이다. 어떤 인터넷 비즈니스 기

업이 고객만족도나 사이트 재방문율 등을 높이려는 목적 및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 기업은 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임프랜, 즉 누구를 목표고객으

로 하여, 어떤 가치 차별화로 나가야 할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아

메리칸 에어라인은 목표고객을 정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성공적으로 그들의 인터넷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SONY, Saturn 등의 기존 기업은 또한 경쟁기업과 차별화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인터넷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사례에 나타난 e비즈니스 전략은 ST P로 널

리 알려진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시장세분화(segmentation)에 근거

한 목표시장 선정(targeting ), 그리고 포지셔닝(positioning )이 바로 그것이다.

목표시장 선정 및 프로파일링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성공의 제 1법칙은 비즈니스의 방향을 올바른 시장으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에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커다란

미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시장이란 고객들의 집합을 말

한다. 인터넷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발전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수익성

있는 고객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타겟팅하는 것이 더욱 더 용이하게 되었다. 80%

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20%의 고객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노력을 집중하는 성공사

례들이 늘고 있다.

14) Kotler , Philip, M arketing M anag em ent, the 9th edition, Prentice Hall, p. 84.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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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목표시장은 시장세분화를 통해 발견된다. 시장세분화란 고객들로 구

성된 시장을 서로 다른 동질의 세그먼트로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자동차를 구입

하려는 고객시장은 경제성 또는 안전성 또는 멋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세그먼트

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멋을 추구하는 그룹을 타겟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

니스는 그들 멋을 추구하는 그룹이 어떤 멋을 원하는지,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

지를 파악하여 이에 맞게 웹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 멋 추구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웹사이트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을 너무 강조한

다든지 안전성 등을 너무 강조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목표시장이 선정되면 이들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구매패턴

등 고객 프로파일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저장되어야 한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인화된 맞춤서비스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한

고객 프로파일링이 필수이다. 목표고객에 대한 명확한 프로파일링 없이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주류가 되고 있는 일대일 마케팅이 불가능하다.

포지셔닝 개발

한 비즈니스의 서비스는 핵심 아이디어나 혜택에 집중하여야 한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볼보는 안전성에 집중하며, 새턴은 색다름을 강조한다. 인터넷 세계에

서도 마찬가지다. 아마존이 다양하고 편리하며 유쾌한 서비스를 강조한다면, 유사

업종의 신생기업은 오히려 배달의 신속성이나 다른 부가서비스를 강조할 수 있

다. 이것은 피자헛이 높은 수준의 품질과 좋은 경험을 강조하였을 때, 그 당시 신

생기업인 도미노가 신속배달이라는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로 커다란 성공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브랜드 및 웹트래픽 빌딩 전략

장기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신생 기업에서 유명 기업으로 브랜드를 빌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무명 인터넷 기업을 어떻게 고객들이 알아주고, 좋은 이미지

를 가지며 다시 방문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까지 추천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애

호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어느 브랜드를 고객들이 알아주고(브랜드 인지),

품질을 높게 평가하며(브랜드 품질인정),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며(브랜드 연상),

더 나아가 그 브랜드를 아끼고 타인에까지 추천한다면(브랜드 애호도), 그 브랜드

는 브랜드 자산(brand equity )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브랜드 자산이 있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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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력한 브랜드(strong brand)라고 부른다.15)

<그림 7> 강력한 브랜드의 주요 구성 요소

어떻게 신생브랜드, 또는 무명 브랜드를 강력한 브랜드로 만들고 그 명성을 유

지할 수 있는가? 강력한 브랜드의 구축이란 주제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이다.

4 . 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

목표고객 시장이 확정되고 프로파일이 알려지고, 경쟁적 차별화를 주는 포지셔

닝 전략이 완성되면, 이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

다. 마케팅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라 부르는데, 이

것은 목표시장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마케팅 도구들의

집합을 말한다.

마케팅 믹스는 크게 4P라고 불리는 4가지로 구성된다. 즉 상품(product ), 가격

(price), 촉진(promotion), 그리고 채널 유통(place or distribution )이 그것이다. 인

터넷 웹비즈니스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는 것이 바로 상품, 가격, 광고 및 촉

진활동, 그리고 배달을 통한 채널 유통이다.16) 디지털 상품을 팔건, 물리적 상품

을 팔든 간에,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는 적어도 앞의 세가지, 상품, 가격, 광고 및

촉진활동에 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디지털 상품 서비스의 경우는 유통이 넷

으로 통하여 곧바로 고객의 PC로 전달되지만, 물리적 상품 서비스의 경우, 비행

15) Aaker , David, B uild ing S trong B rands , The Free Press, New York, 1995
16) 기존의 4P 개념은 e비즈니스를 위해서 소위 4C로 전환되어 설명되고 있다. 즉, e비즈니스를 위한 4C

는 Content s, Commerce, Communication, and Convenience를 나타내며, 최근 Community가 들어가

5C로도 나타내지고 있다.

강력한 브랜드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품질 명성

브랜드 연상

브랜드 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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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트럭 등 물적 유통 채널을 통해 전달된다. 넷 상으로 전달되든, 물적 유통채

널을 통해 전달되든 간에,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전달상태 등은 고

객만족의 핵심을 이룬다.

<그림 8>은 4가지 마케팅 믹스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상

품(product ) 프로그램에는 상품라인의 결정, 상품의 다양성, 품질, 맞춤형 서비스,

디자인, 부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가격프로그램은 가격전략, 구매자 제시가격,

할인가격, 지불기간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심리학적 가격설정, 차별가격방법

등을 포함한다.

<그림 8> e마케팅 믹스

e비즈니스에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활동은 광고, 판촉, PR 등을 포함하는 마

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e비즈니스에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사이버 소문으

로서 고객들의 입에서 입으로(인터넷에서는 손가락에서 손가락으로) 전해진다. 사

이버 소문의 활용은 강력한 브랜드의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떻게 이렇

게 여러 모양 또는 모드로 전해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 얼굴로, 한

목소리로 일관성 있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를 통합적 마케팅커뮤니케이션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 IMC)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e비즈니스를 위한 유통 채널 문제인 마켓 로지스틱스가 또 다른

중요한 믹스이다. 물리적 상품 판매의 경우, 물적 유통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

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시설 및 재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배달을 통한 경

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형 창고를 신축하고 있다.

- 상품라인

- 상품의 다양성

- 상품 품질

- 맞춤형 서비스

- 웹 디자인

- 가격 전략

- 가격 비교 서비스

- 고객리드 가격설정

- 번들링

- 편리성

- 구매절차

- 오프라인 유통

Contents

- 웹 디자인 개성

- 광고

- 판촉

- PR

상 품 가 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유 통

Cost to Customer Communication Convenience

e비즈니스

마케팅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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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행 및 통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이제 시행하며 통제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구

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활동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통제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획속에는 대체적인

성과가 비교측정될 수 있는 월별 또는 분기별 심지어 주별 벤치마크가 포함되어

야 한다. 벤치마크 변수로서는 방문율, 구매량, 고객만족도, 애호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교정활동이 취해진다(그림 9 참조).

<그림 9> 시행, 통제, 및 교정 활동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주가 등 재무성과가 괜찮을 경우에도 마케팅 면에서

의 건강도가 쇠약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e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유용성 검사와 e비즈니스의 마케팅 건강 진단이

행해져야 한다. <그림 10>은 이 두 가지 진단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였다.

<그림 10> e마케팅 진단 및 평가

* 웹사이트 유용성 평가

* e비즈니스 마케팅 건강 진단

- 고객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나?

- 어디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 어딘가에 막다른 골목은 없는가?

- 우리 상품들이 효과적으로 홍보되고 있나?

- 시장점유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 고객 만족도는?

- 상품의 상대적 품질은?

- 서비스의 상대적 품질은?

- 단기적

- 장기적

* 해결책

시행

교정 활동

목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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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를 위한 시행 및 통제를 위한 지표가 필요한데, 이러한 지표들은 e마

케팅 전략 계획서 상에 장기 및 단기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 e마케팅 전략 계획

서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e마케팅 전략 계획서는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마다 작성되는데, 그 계획의 주요 목표가 무엇이며, 어떻

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몇 페이지 내로 요약하여야 한다.

<표 3> e마케팅 전략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 전략적 요약 및 계획서 내용 구성

- 최근 마케팅 상황

- 기회분석 및 e비즈니스 모델의 선정

- 목표 정의

- 마케팅 전략

- 행동 프로그램

- 예상 손익계산서

- 시행 및 통제계획

Ⅵ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e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 동안 산발적으로 제

시되어 왔던 여러 가지 개념과 툴이 본 연구 결과에 제시된 틀에 따르면 더욱 체

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e비즈니스의 궁극적 목표는 고객 가치

의 창출을 통한 수익확보라 보고,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생겨나는 기회 파악 및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e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새 시대에 성공적인 e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고객중심의 미래형 e마케팅 절차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왜 e비즈니스가 존재해야 하는

지,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e비즈니스 미션 설정과 올

바른 e비즈니스 모델의 선택이 있는가? 둘째, 기회 분석 및 파악 단계에서는, 과

연 10X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셋째, 전략 단계에서

는, 해당 시장이 어떻게 세분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떤 세분시장을 타겟으로

집중할 것인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가?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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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단계에서는, 과연 고객들이 직접 접하는 웹환경 및 전술적인 프로그램은 전

략과 일관성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시행 및 통제 단계에서는, 두가지

테스트, 즉 웹사이트 유용성 평가와 e비즈니스 마케팅 건강 진단을 주기적으로

행하여, 과연 우리 e비즈니스가 건강한지 알고 있는가?

위의 e마케팅 프로세스는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 한다. e비즈니스 미션 및 모델

설정은 기회분석, ST P전략 등에 대한 아이디어 없이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

렵다. ST P전략도 미션 및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 마케팅프로그램 인프라 등에 대

한 아이디어 없이는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e마케팅 프로세스의

효과성은 이들간 상호작용에 크게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e마케팅 접근에 따르면 성공적인 e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e비즈니스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 기 확보하고 있는 상품을 팔아서

신속하게 수익을 올린다는 상품중심의 마케팅근시안(marketing myopia)에서 벗

어나 고객의 필요, 욕구, 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둘째, e비즈니스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즉, 현재 진행되는 10X 변화를

파악하여, 이 변화들이 해당 e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하여 미래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며, 어떤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

즉 선견지명(foresight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지나친 기존 시장 중심 또는

현재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미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셋째, e비즈니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적으로 묶어 시너지가 나도록 관

리해야 한다. 즉, e비즈니스 경영자는 너무 온라인 상에서 펼쳐지는 활동에만 전

념하는 인터넷근시안(internet myopia)에서 벗어나야 한다. e비즈니스의 성공적

수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가치체인들의 통합 및 효율적인 활용

을 요구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통합된 가치체인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e마케

팅 전략은 최선이 아니다.

본 발표자료에 제시된 e비즈니스를 위한 미래마케팅 패러다임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모든 기업들과 벤처들에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미 선진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체계화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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