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의 표지 그림은 이번 연구를 위해 IBM에서 인터뷰한 1,700여 명의
CMO(Chief Marketing Officer)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면은 약 23명의
참가자를 나타내며, 앞 표지의 색상은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된 세 가지 긴급
과제 - 영향력을 가진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가치를 점유하고 결과를 측정하는 일 - 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본 연구는 전 세계 1,700여 명의 CMO와의 직접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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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 여러분께 드리는 글
오늘날 우리는 모두 비즈니스와 시장을 변화시키는 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에 대응하여 마케팅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하여 IBM은 처음으로 글로벌 CMO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1,000명의
참가자를 목표로 하여, 전세계 64개국에서 1,700명 이상의 CMO가 한 시간 가량의 면담에
응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이러한 형식의 연구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난 10년 사이 CMO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에 대하여 공통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CMO의 시각도 다른 최고 임원들과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IBM에서 최고 임원(C-suite)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간 CEO(Chief Executive
Officer), CFO(Chief Financial Officer),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CHRO(Chief
Human Resource Officer) 및 CSCO(Chief Supply Chain Officer)와 15,000건 이상의
인터뷰를 실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CEO와 마찬가지로 CMO들도 시장과 기술 요인이 오늘날 기업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영향력이라고 답했습니다. CMO는 앞으로 5년 동안 시장과 기술이 상품과 서비스를
마케팅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차원에 있어서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
했습니다.
CMO가 밝힌 네 가지 주요 문제는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소셜 미디어, 마케팅 채널 및
디바이스 선택사항 증가, 그리고 소비자 인구 통계 변화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이러한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CMO 여러분이 급격히 증가하는 복잡성을 관리하는 실천적인
방법 -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마케팅 전문가로 나아가는 길 - 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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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CMO로서, 이번 연구의 높은 참여율과 구체적 결과가 시기 적절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는 IBM이나 다른 어떤 기술 중심 기업도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 소셜 미디어와‘대용량 데이터’
의 확산에 따라 이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흔쾌히 시간과 의견을 제공해 주신 1,734명의 고객 CMO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부터 2011 IBM 글로벌 CMO 연구에서 공유된 견해들이 토론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 변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여러분의 참여를 고대합니다.

Jon Iwata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수석 부회장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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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고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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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배력과 영향력을 브랜드에 행사
합니다. 우리는 고객과 브랜드

오늘날 고객들은 전 세계에서 구매하고, 자신이 관계하는 기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측이 상호 작용에 책임을 지고

정보를 찾아내며, 수십만 내지 수백만의 다른 고객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대등하게 주고 받는 양방향 관계를

기대 수준은 소비자, 일반인, 기업 고객을 막론하고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룻

형성해야 합니다.”

밤 사이에 브랜드를 만들거나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Ann Glover, CMO, ING Insurance U.S.

그렇다면 CMO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을까요? IBM은 기업이 비즈니스
와 세계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CMO가 어떤 일을 하
는지 확인하고자 64개국, 19개 업종에서 1,734명의 CMO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시행했
습니다.
이번 CMO 연구는 IBM이 지난 7년 간 15,000여 명의 최고 임원(C-suite)들을 인터뷰하면서
수행해 온 일련의 C-suite Study 가운데 가장 최근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복잡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CMO가 직면한 공공 및 개인 부문의 문제와 CMO가 인식하는 기회를 조
명합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CMO의 통찰이 이전에 확인한 CEO의 평가와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반적 변화를 야기하는 시장 및 기술 요인
CEO 연구에서 인터뷰한 비즈니스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CMO들도 시장 및 기술 요인이 기
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외부 영향력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CEO
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상되는 복잡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터뷰한 CMO 가운데
다섯 명 중 한 명은 앞으로 5년간 높은 수준 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복잡성이 예상된다고
말했지만, 그 중 절반만이 복잡성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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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통된 문제 의식 CMO들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에 대하여 CEO들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
인터뷰 결과 CMO들은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전반적 요인으로 데이터의 급증, 소셜 미디
어, 마케팅 채널 및 디바이스 선택사항 증가, 소비자 인구 통계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업의 CMO는 이러한 문제를 다른 CMO들과 다른 방식으로 해
결합니다.1
가장 앞서가는 CMO는 시장과 개인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 친밀성은 매우
중요하며 CEO들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지난번 CEO 연구 결과 CEO들은 고객과 더 가까워
지는 것을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
했습니다.2 이러한 태도는 CMO에게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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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셜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과거 매스 마케팅의 가설, 기술 및 접근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CMO가 극복해야 할 격차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CMO들은 시장 조사나 경쟁적 벤치마킹과 같은 전통적인 정보원을 사용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고객과 일반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
원천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CMO는 거래만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사용하
여 기업에서 제공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며 덜 성공적인 기업의 CMO에 비해 고객
과 훨씬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은 뚜렷한‘기업 특성’
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CMO는 기업의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이 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회사의 가치와 목표를 몸소 나타낼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CMO는 투자 대비 수익률(ROI)이라는 주요 문제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연구 결
과는 마케팅 성과를 평가하는 수단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CMO의 3분의 2
가 2015년까지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마케팅의 효과를 측정하는 주요 수단일 것이라고 답했
지만 실제로 그 가치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기업에서조차 CMO의 절반은
명확한 수치를 제공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전 세계의 CMO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영역이 있다고 공통적
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CMO는 영향력을 가진 고객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가치를 제공
해야 하며, 이러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마케팅의 기여
를 수량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개요

영향력을 가진 고객에게 가치 전달
디지털 혁명은 개인과 기업 사이의 세력 균형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CMO는 영향
력 있는 고객과 일반인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뿐 아니라 개인
을 파악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기술과 고급 분석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
CMO는 고객과 의미 있는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유용하다고 생각
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교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고객과 관계를 맺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만들며, 다른 최고
임원(C-suite)들과 협업하여 기업의 내면과 외면을 융화시켜야 합니다.
가치 점유 및 결과 측정
마지막으로, CMO는 마케팅 전략의 재무 결과를 수량화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업의 전
략 방향과 공유하여 마케팅 직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현 직원들
의 디지털, 분석 및 재무 역량을 확대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거나 전문가와 협업하여 부
족한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마케팅 기능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장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CMO는 이러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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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도전할 것인가,
현상 유지만
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디지털 혁명이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지닌 고객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MO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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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비밀도 5분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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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홍수

되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가 의사들에게 인체 조직을 투과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의학을 변혁시켰듯이, 이제

오늘날 기밀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

새로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고객과 일반인에게 기업의 내부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모든 정보가

함으로써 비즈니스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와 고객에게 대응하는 기업

새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빨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과 비즈니스 전반에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기대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더 나은 제품과

적용해야 할 원칙입니다.”

서비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와 보다 높은 가치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Monica Gregori, 마케팅 이사,
Natura Consumer Products

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업
의 고객들은 보다 신중하게 구매하고, 가격 흥정을 위해 더 노력하며, 더 높은 수준의 맞춤
서비스를 요구하고 공급업체에 위험을 넘길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합니다.3
한편 세계화는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10년 간 전 세계의 수출 흐름이 현 시점의 미국 달러 가치로 7.9조 달러에서 무려 18.9조 달
러로 급증했습니다.4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출판인, 방송인 또는 비평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Facebook에는 7억 5천만 명 이상의 활발한 사용자가 있으며 사용자 한 명이 평
균적으로 한 달에 90여 개의 컨텐츠를 게시합니다.5 Twitter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하루에 1
억 4천만 개의 트윗을 전송하고 있으며,6 4억 9천만 명의 YouTube 사용자는 미국의 3대 주
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지난 60년 동안 방송한 분량보다 많은 비디오 컨텐츠를 60일 만에
업로드 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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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고객들은 자신에게 응대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보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실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디지털의 바다
디지털 혁명은 고객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우선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의미 있는
부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이 맹렬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인류의 문명화 시기부
터 2003년까지 생성된 양과 동일한 양의 정보를 이틀마다 생성하고 있습니다.8 이와 같은
디지털의 바다를 항해하며 고객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CMO의 임무가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CMO는 더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요구
수준이 높아진 고객들을 이해하여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직원들이 회사의 가치를 지속적
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종종 CMO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잘 아는 도구
와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MO에게 주어진 임기는 평균적
으로 3년에서 4년에 불과합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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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의 증가
CMO들은 자신이 직면한 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CEO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환경이 전보다 더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변동이 심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10 경제, 기업, 사회 및 정부의 상호 연결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거대
한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연결의 강화에는 강력한 - 그리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종속성이 뒤따랐습니다. CEO와 마찬가지로 CMO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한 CMO의 79%가 앞으로 5년 동안 복잡성의 수준이 높거나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
망했습니다. 그러나 48%만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2010
CEO 연구에서, CEO에게 미래의 복잡성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얻은 결과와 유사합
니다. 브라질의 통신 회사 CMO는“소비자에게 부여된 파워가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신적 모델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사회적 변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2
복잡성의 폭발적 증가 CMO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잡성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잡성 수준의 예상 및 복잡성에 대한 준비 상태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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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CMO들이‘13가지의 주요 시장
요인’
이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다 자세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50% 이상이 두 가지(규제 준수 및 기업 투명성)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CMO의 비율

그림 3
어려움을 호소 대부분의 CMO가 시장의 주요 변화의
영향을 관리하는 데 있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
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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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각한 문제는 CMO들이 가장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변화 중 몇 가지가 가장 큰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응답자들에게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각 요인이 마케팅 업무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력에 순위를 매겨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답변을 CMO가 각 요인을 관리하는 데 느끼는 자신감의 수준과 비교하여 검토
했습니다. 그림 4와 같이 네 가지 주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림 4
가장 큰 문제 CMO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네 가지는
데이터 급증, 소셜 미디어, 마케팅 채널 및 디바이스
선택사항 증가 그리고 소비자 인구 통계 변화입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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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제 중에서 데이터 급증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 데이터 급증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한 CMO의 70% 이상이 그 영향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대두될 다가

미국의 소비재 회사 CMO는“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복잡성과 기업의

오는 시대에는 방향을 상실하고,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는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과부하로 혼란을 겪고,
데이터를 미처 소화하지 못해

이러한 생각을 하는 CMO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소비재 회사 CMO만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어려움에 빠질 심각한 위험이

생명 보험 회사 CMO는“범람하는 데이터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진정

있습니다.”

한 통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에너지 및 유틸리티 회사 CMO는 이 문제에

Carlos Velazquez, 마케팅 전무 이사,

다음과 같이 보다 솔직한 의견을 드러냈습니다.“이 시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급증

Roca Corpσracion Empresarial

에 우리 마케팅 부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 및 디바이스 선택 사항의 증가는 그로 인해 야기
되는 불안을 고려하여 근소하게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폴란드의 소비재 회사 CMO는
“우리는 소셜 미디어의‘열린 상자’
와 소셜 미디어가 야기하는 투명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기존 커뮤니케이션 도구나 채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하여 미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 CMO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
습니다.“소셜 미디어에 관계하든 관계하지 않든 상당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관리할 시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인 변화도 CMO들이 크게 염려하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CMO의
63%는 소비자 인구 통계 변화가 마케팅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37%만이 그러한 변화에 충분하게 또는 완벽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터키의 보험 회사 CMO는“완전히 새로운 요구 사항과 소비 습관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
입니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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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간 지금처럼 혁신을 요구
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Steve Robinson, 수석부사장 겸 CMO,
Chick-f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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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응답자들이 지적한 대로 시장은 분화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보험 회사 CMO는
“대중 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은 세분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로 싱가폴의 소비재 회사 CMO도“완벽한 해결책은 각 소비자를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것입
니다.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가 70억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통된 압박
다시 말해, CMO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CMO들
조차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소속 기업이 해당 업계
에서 점하는 위치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CMO들의 자체 평가를 통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아래 분석 결과는 시장 내 매출 상위 기업의 CMO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몇 가지에 대하
여 더 잘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절반이 안 되는 CMO만이 완벽하
게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장 내 매출 하위 기업의 CMO는 자신들의 대처 능력에
훨씬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림 5
시장 내 매출 상위 기업도 어려움을 겪음
시장 내 매출 상위 기업도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기업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출 상위 vs. 하위 기업 간 주요 마케팅 영역에 대한 준비 부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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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일치한다
는 것입니다. CMO들은 어느 회사 또는 어느 업종에서 근무하든지, 기업이 얼마나 큰지 또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는 성공적인지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의 유사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부분 그러한 문제

갖추고, 적절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를 관리할 준비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방향성을제시하도록하는것이야말로

기업 대 소비자(B2C) 관계를 맺는 기업에서 일하는 CMO와 기업 대 기업(B2B) 관계를 맺는

마케팅이 선도, 투자 및 관여해야 할

기업에서 일하는 CMO의 경우 다소 다른 결과를 예상했으나,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을 발견

영역입니다.”

했습니다. 물론 제조업체에서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enis Cochet, 영업 및 마케팅 수석 부사장,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두 비즈니스 모델의 전통적 구분이 모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Alstom Power

러나 이 점만으로는 유사성을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얻은 공통된 의견은,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즉 대부분의
차이를 없애버릴 정도로 중대한 변화의 규모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대격변 속에
서 CMO들은 CMO와 마케팅 담당자들이 개선해야 할 주요 영역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
적했습니다. 이들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강화해야 합니다.
�가치를 점유하고 마케팅 노력의 결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CMO가 기업과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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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영향력을 가진
고객에게
가치 전달
가장 효율적인 CMO는 시장뿐만
아니라 개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정보의 광맥을 캐냅니다. 그리고 고객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자체를 기업의
인사이트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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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험에 대하여 과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Nick Barton, 중화권 영업 및 마케팅 담당
부회장, InterContinental Hote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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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확보
CMO의 첫 번째 과제는 영향력 있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
향력 있는 고객이 누구이고, 이들이 무엇을 원하며 기업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기를 원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들의 당면 요구 사항과 선호 사항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더욱이, 고객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때때로 그들이 밝힌 선호 사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관리 업체인 Match.com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 줍니다. 이 회사의 성공은 대부분 회원들이 하는 말뿐 아니라 행동을 관찰한 덕분이었
습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회원들에게 전송할 프로필을 조정하는 클러
스터 기기를 사용하여 회원들의 선택을 추적했습니다.11
대부분의 최고 임원들은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CEO 연
구에서 비즈니스 리더의 88%가 -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기업을 이끄는 CEO 중 95%가 향후 5년 간 자신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
가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12
그러나 이런 목표는 우리가 인터뷰한 많은 CMO들도 인정했듯이 말보다 행하기가 훨씬 어
렵습니다. 캐나다의 통신 회사 CMO는“우리의 목표는 고객들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돕
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정보망의 탐색
대부분의 기업이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이 여전
히 개인을 이해하기보다는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최소 80% 이상의
CMO들이 전략적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장 조사나 경쟁적 벤치마킹과 같은 전통적인
정보원에 의존합니다. 마찬가지로 60% 이상이 영업 및 캠페인 분석 등에 의존합니다.

영향력을 가진 고객에게 가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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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 원천
그림 6
고객 개인에 대한 이해 부족 대부분의 CMO가 고객이
직접 생성한 피드백보다 시장의 자료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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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는 고객 10명 중 1명이
소셜 미디어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올해는 그 비율이 10명 중 9명
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블로그
때문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의 힘입니다.”
Edmond Moutran, CEO, Memac Ogilvy
& Mather MENA(중동 및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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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통적인 정보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 가지 커다란 단점을 갖고 있습니
다. 전통적인 정보원은 고객을 집단으로만 보여주며, 고객 개개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CMO만이 디지털 정보망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3의 CMO가 고객 분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탐색하지만, 그 중에서 26%만이
블로그를 추적하고 42%만이 제3자 리뷰를 추적하며 48%만이 소비자 리뷰를 추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사용하는 툴, 프로세스 및 측정 수단이 소셜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체
계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포착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로그, 소비자 리뷰 및 제3자 리뷰는 개별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들은 상황별 고객 만족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기업이 고객의 요구 성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에 정통한 개인 간의 실시간 대화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귀중한 출처입니다. 기
업이 이러한 소셜 정보원에서 브랜드에 관한 언급 내용을 모니터링 하면, 브랜드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에
너지 회사 CMO는“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데 24시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 일이 2시간
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응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의 정보원은 고객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려면
기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직원들이 고객과 관
계를 형성하고 고객 및 기타 구성원들에게 서로 돕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
니다. 현재 소수의 CMO만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원동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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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Big Data)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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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사용 가능한

CMO는 데이터의 증가량, 속도 및 다양성을 다루기 위한 준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응답자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데이터를

의 대다수가 이 점을 인식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새로운 툴과 테크놀로지에 투자하여 대

해석하고 데이터가 제공하는

규모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2에 가까운 CMO가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변경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정을 검증해

하여 분석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통신 회사 CMO는 일반적인 시각

볼 수 있습니다.”

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CMO의 우선 사항은 마케팅 업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테
크놀로지를 재고하고 IT와 제휴하는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CMO가,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분야에 관
련된 CMO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수가 빅 데이터 관련 정책이 시사하는 바를 고려한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고객 개인정보가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수히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8%의 CMO만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은 모바일 기기와 기업 간 데이터 공유에서 브라우저 추적 쿠키, 글로벌 위치 추적 시스
템 수신기를 사용하여 전례 없이 중요한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같은 다채널 방식과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많은 회사의 인프라와 데이
터를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일부 규제 기관 및 입법 기관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EU
는 2012년 5월부터 모든 기업에서 방문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설치하기 전에 개인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13
많은 고객들도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IBM의 최근 연구 결과 소비
자들은 소셜 사이트에서 비즈니스와 상호 교류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생활 침해에 대
한 우려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14 이처럼 분명한 답변이 주어진 상태에서, CMO는 각자 목
표를 위하여 빅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고객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
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Bartosz Dobrzy ski, CMO,
P4 Sp. z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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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의 관리는‘필수 과제’목록 중에서 분명히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 응답자의 5분의
4 가량이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고객 분석, 고객 관계 관리(CRM), 소셜 미디어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엔지니어링 및 기계 제조 회사는“광고에 지출하던 비용을 CRM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부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전문 서비스 회사 CMO도 그와
비슷하게“기존의 CRM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며, 소셜 미디어, ROI 분석 그리고 글로벌 기
업 전략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
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7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관리 대부분의 CMO는
빅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 및 툴 이용 확대 계획

영향력을 가진 고객에게 가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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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의 해체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CMO가 아직도 새로운 툴과 테크놀로
지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벽 두 가지는 비용과 ROI에 대한 불확실
성입니다. 두 문제 모두 마케팅 영역에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CMO는 ROI를 나타내는 확실한 재무적인 증거를 제공하라는 요
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의 변동성과 수익에 대한 압박을 고려할 때, 기업
들은 더 이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습니다. CMO들은 이제 자신
들이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가치를 수치화하여 광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또는 기타 활동에 투
자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ROI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현상은 현재 마케팅 부문이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
음을 반영하며, 그만큼 마케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CMO는, 10
년 전 기업의 CFO가 지출을 억제하는 역할에서 전략적 비즈니스 고문으로 진화한 것과 같
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및 툴 이용에 대한 장애 요인

그림 8
장애물 CMO들이 새로운 툴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투자 비용 및 ROI에 대한
불확실성, 툴 구현 문제, 그리고 마케팅과 IT 간 연계
부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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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담당자는 가까운 장래에
고유한 스킬을 갖춰야 합니다.
양 발로 공을 찰 수 있는 축구 선수
처럼 마케팅과 IT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Jeroen de Punder, CMO, Ricoh
Netherlands

From Stretched to Strengthened

그러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CMO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부딪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툴의 구현에 대한 우려입니다. CMO들
이 언급한 8가지 장애물 중 4가지가 IT, 그리고 마케팅과 IT 부서 간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
었습니다.
영국의 음료 및 담배 회사 CMO는“여러 가지 새로운 툴의 잠재력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새
로운 툴들을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는 일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종종 새로운 시스템의 ROI가 손상됩니
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CMO들이 마케팅 부문 내의 테크놀로지 수준과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책임감 부족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 CIO와 훨씬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산업재
기업 CMO는“마케팅에 IT를 도입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수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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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중요한 비즈니스 질문부터 시작하십시오.
개인으로서의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집중하십시오.

소통의 창을 여십시오.
블로그, 트위터, 소셜 네트워크, 동료 리뷰 및 소비자가 작성한 컨텐츠 등의 디지털 채널을
분석하고, 고객의 솔직하고 편견 없는 시각, 가치 및 기대 사항에 접근하기 위하여 투자의
우선 순위를 재평가하십시오. 모든 접점에서 고급 분석을 사용하여 선호 사항, 추세 및 경향을
파악하십시오.

데이터를 보호하십시오.
IT 부서와 협력하여 데이터와 인프라의 잠재적인 노출을 평가하고, 고객 데이터의 보안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업데이트하여 고객의 우려를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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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Mahou-San Miguel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

스페인의 맥주 양조업체 Grupo Mahou-San Miguel, S.A.는 보다 젊은 세대에게 호응을 얻
기 위해 새로운 맥주 브랜드‘Mixta’
를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에 충성 고객을 만들기
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Mahou-San Miguel의 CMO인 Javier Herrero-Velarde는“이제
브랜드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표로 하는 세대가 디지털 문화에 열중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 회사는 제품 출시 때 전통
적인 미디어를 동원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 마케팅 자원을 집중했습니다.‘디지털 세대’
의
관심을 끌고 이들을 즐겁게 하여 네트워크의 확산력을 이용하고자, YouTube와 인터넷 판로
를 위한 30여 개의 Mixta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YouTube에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Herrero-Velarde는 Mixta 캠페인이 1,000만 건

1,000만 건

경쟁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다른 브랜드들도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상의 조회 수 기록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스페인의 YouTube 브랜드 조회 수에서 2위를 두고 치열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rrero-Velarde의 말에 따르면, 이 회사의 플래그십
(Flagship) 브랜드인‘Mahou’
는 10만 명이 넘는 Facebook 팬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조회 수나 팬의 숫자를 초월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HerrorVelarde에게 특히 고무적인 현상은 사용자들이 Mixta 광고를 본 따서 만드는 컨텐츠나,
Mixta 팬으로 구성된 소셜 미디어‘클럽’
의 등장과 같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연계입니다.
Mixta는 분명히 지지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브랜드와 연계된 고객들의 왕성한 활동이 바로
지속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Herror-Velarde는“우리는 본래의 브랜드 컨셉을 아는 소비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호 작용
및 친밀감의 정도가 소셜 미디어의 ROI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고객에게 가치 전달

고려해야 할 과제
시장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
마케팅 인력,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고객 개개인의 말과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프로세스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 채널, 다양한 디바이스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고객의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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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강화
앞서가는 CMO는 판매 후에도
지속되는 고객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표출되는 기업
특성을 창조하여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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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에 기반하여 행동
물론 고객이나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은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그것도 경쟁자보다 빨리 해야 합니다. 오늘날 불만을 품은 고객
은 어디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CMO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CMO의 최
우선 순위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만족을 얻은 고객들이 브랜드를 지지하도록 장려하는 것
입니다.
그림 9
고객과의 연대감을 유지하도록 장려 CMO는 최신
디지털 테크놀로지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객 충성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로의 전환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

일본의 통신 회사 CMO는“고객 접점과 고객 충성도를 개선하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금융 회사 CMO는“온라인 상의 지지
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마케팅 활동을 무료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고객의 충성도와
만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충성을 어떻게 얻느냐입니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CMO의 반 이상
이 소셜 미디어가 고객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요 채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IBM에서 이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경영진의 많은 임원들은 무엇이 고객으로 하여금 기
업을‘따르게’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0%에 가까운 경영진이 고객들이 정보를 얻
고, 의견을 표현하고 브랜드와 연결된 느낌을 갖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업과 상호
작용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고객들은 실질적인 대가를 얻는 데 가장 관심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에게 특정 회사에 관심을 갖고 따르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소비자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할인을 받기 위해서’
(61%)와‘구매를 위해서’
(55%)였습니다. 단지 33%만이
‘연결된 느낌을 얻기 위해’기업을 따른다고 답했습니다.15
더구나, 고객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
니다. 이는 고객이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객과 협력하여 새로
운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조사 대상 기업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기업만이 현재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
여 줍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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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충성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고객과 상호 작용하고
고객을 우리 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Jeannette Schmitteckert, 마케팅 및
PR 총괄, Bardusch GmbH & Co.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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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관계 형성
사실 대부분의 CMO는 여전히 관계보다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MO들은 주로 고객
세분화 및 판매를 위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뿐, 브랜드 인지를 형성하거나, 흥미를 자극하거
나, 핀란드의 산업재 회사 CMO가 표현한 대로‘고객 집단을 형성’
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사
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역사적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영업 데이터를 입수하기가 수월했기 때
문입니다. 시장 분석 회사는 세분화를 제공하고 기업은 영업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반면에
고객 라이프사이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세분화 및 영업 데이터 자료만 검토하는 기업은 고객 라이프사이클의 다른 단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브랜드
와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의 다른 단계들이 갖는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10
고객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에 집중
대부분의 CMO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아닌 거래를 관리하는 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의 활용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

과거에는 고객들이 여러 브랜드를 구경하는 것으로 구매를 시작한 다음 체계적으로 선택의
폭을 좁혀 갔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깔때기’방식의 마케팅은 이제 일련의 반복되는 과정
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변화하는 선택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고객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친구, 가족, 독립적인 전문가, 소매상 또는 제조업체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제조업
체는 그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를 차지합니다.17
가장 중요한 점은 거래가 완료된 후에 고객이 종종 구매 경험을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공
유하며 브랜드와 개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18‘깔때기’모델은 구매 시점에 종
료되므로 이 부분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에만 집중하는 접근 방식은 공통의 신
뢰 및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 또는 고객이 브랜드 또는 회사의 지지자가 되도록 만
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CMO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마케팅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성과가 낮은 기업에 비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훨씬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양측의 차이는 특히 판매 후에 브랜드 인지 및 욕구를 자극하
고 지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단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벨기에의 통신 회사 CMO
는“마케팅 성과 추적에서 고객 충성이 지표로 사용됩니다. E2E(End-to-end) 라이프사이클
관리가 핵심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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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Mehmet Sezgin, CEO,
Garanti Pay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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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객 데이터의 적극적인 사용

성공하는 방법 시장 내 매출 상위 기업의 CMO는 고객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돈이 있는 곳, 성장이 있는 곳이

기업 특성의 표출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디지털 시대에는 고객과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이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때는

지역, 또는 어떤 그룹인가? 사람들은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 소셜 미디어가 그보다 중요

부를 어떻게 즐기고 드러내며, 그 점에

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James Thompson, CMO, Diageo Asia

오늘날 고객은 기업이 제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제조하는지, 직원, 퇴직자 및 공급업체를 어

아태 지역

떻게 대우하는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지식은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

다시 말해서 기업이‘상징하는 바’
는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업은‘기업 특성’
, 즉 기업을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
업 특성은 단순히 회사의 사명, 로고 또는 광고로 만들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기업 특성은
기업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 그들이 지키는 믿음, 공언하는 가치
및 행동하는 방식의 총체이며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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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에서 직원들에게 사업가적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최고의
마케팅 수단입니다.”
Vivienne Tan, 전무 이사,
Philippine Airlines

CMO의 반수 이상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기업 특성이 시장에서 잘 인식되고 있으며 브랜드
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CMO는 특히 이 점수에서 자
신 있는 반응(64%, 반면 성과가 낮은 기업의 CMO는 37%)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속 질문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첫 번째 질문의 응답이 시사하는 정도에 비해 훨
씬 자신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57%의 CMO가 직원들이 기업 특성을 제대로 표출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으며, 20%의 CMO만이 이미 성공했
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CMO들이 직원들이 기업 특성을 이해하고 표출하도록 지원
하는 데 CMO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시장에서 귀하의 기업 특성이 알려져 있습니까?

그림 12
진정한 기업 특성의 형성 기업의 특성을 구축함에 있어,
고객은 기업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대 수준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업 특성이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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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고려하여 정직하고 투명
하고 진실된 태도로 브랜드 명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Dev Amritesh, 사장 겸 COO, Dunkin’
Donuts (인도), Jubilant FoodWork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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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 시장 CM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전통적으로 기업 문화와 성격을 HR에
서 관리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런 방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부 메시지와 외부 메
시지를 별도로 구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부의 행동, 기록 및 의사 결정은 광고 캠페인
과 같은 수준으로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CMO는 디지털 혁명이 야기한 투명성이 마케팅 역할에 최소한 다섯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촉구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림 13 참조). 이러한 변화는 CMO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수십 년간 CMO의 역할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마케팅하
는 일이었습니다. 허나 오늘날 CMO의 직무는 기업 자체를 마케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림 13
뚜렷한 전망 투명한 세상에서는 기업 특성이 매우 중요
하며, 마케팅은 기업 특성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명성이 요구하는 마케팅 역할의 변화 5가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

Recommendation
관계 형성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을 자극하고,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형성하여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회를 발굴하십시오.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지지자를 모으십시오.

연결을 지속하십시오.
고객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 및 일반인과 관계를 맺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브랜드를 강화하십시오.

기업 성격을 유지하십시오.
기업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는 특징을 정의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십시오. 모든 임원
(C-suite)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내부 및 외부 이미지를 통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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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Kraft Foods
고객 관계를 통해 실현한 Oreo의 대성공

Kraft Foods의 과자 Oreo는 중국에 1990년 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이 회사가 고객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Kraft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존의 Oreo가 중국인의 입맛에 너무 달고 중국의
대가족에게는 포장 단위가 너무 작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에 20가지의
다양한 시제품을 테스트한 다음 과자와 포장을 모두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Kraft는 Oreo를 다시 출시하면서 중국인들이 세계적인 유명인과 교류하기를 원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친숙하다는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NBA 농구 스타 야오 밍 - 당시 중국
에서 미국에 진출한 가장 유명한 농구선수 이름 - 을 브랜드 홍보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80%
이상 증가

또한 Kraft는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여 어린 소비자들이 Oreo의‘Twist, Lick and Dunk’콘
테스트에서 야오 밍과‘경쟁’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궁극적인 홍보 대상인 중국의 어머니
들에게는 중국의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 QZone의 온라인 다이어리에‘Oreo와 함께 한
순간’
을 공유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두 캠페인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당 온라인 게임 사이트는 총 클릭 수가 12억 회를 넘었
고 500만 건에 가까운 페이지 조회 수와 15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했습니다. QZone의 소
셜 미디어 캠페인은 처음 6달 동안 3,800만 명의 방문자를 맞이했고 사용자가 만든‘Oreo
와 함께 한 순간’컨텐츠는 4,000만 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Kraft의 대변인에 따르면 최초의 디지털 캠페인을 실시한 이래 중국의 Oreos 매출이 80%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의 매장 내 판매는 3배나 상승했습니다. Kraft는 소비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비자의 제품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함으로써 Oreo를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과자로 만들었습니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

고려해야 할 과제
혁신적인 고객 관계를 형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마케팅 전략과 투자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습니까?
고객의 인사이트를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연결하고
고객이 브랜드 또는 회사의 지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모든 고객 접점과 경험에 있어서‘기업 특성’
을
나타내기 위해 기업 내 타 부서 임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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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점유 및
결과 측정
CMO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놀로지, 디지털 및 재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CMO 자신의 능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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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를 통해 성과 책임 입증
CMO의 마지막 과제는 마케팅 노력의 성공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광고 회상, 브랜
드 인지 또는 웹사이트 트래픽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CMO는 기
업의 목표 달성에 마케팅 비용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수치화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압박은 갈수록 증가합니다.
또한 CMO는 예산을 최대한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떤 이니셔티브가 가장 우수한 성과
를 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투자를 중지하고 어디에 투자를 늘려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CMO는 앞으로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63%가 향후 3년 내지 5년 동안 마케팅 ROI가 성공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림 14

마케팅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7가지 핵심 측정 요소

확실한 측정 요소 CMO들은 2015년까지 마케팅 비용에
대한 ROI 측정이 마케팅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환률 (Conversion Rate) : 파악된 영업 기회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비율

가치 점유 및 결과 측정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응답자의 44%만이 갈수록 증가하는 ROI의 중요성을 관리할 준비가 되
어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CMO들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벨기에의 전자 회사 CMO는“분석을 제공할 적합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노력의 ROI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산업재 회사 CMO도 이 의
견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마케팅 ROI는‘성배’
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ROI를 추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측정 수단을 찾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CMO들이 CFO를 비롯한 재무
부서의 동료 직원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CMO는 또한 마케터들을 위해
재무 교육을 제공하고 뛰어난 재무 통찰력을 지닌 마케팅 인력을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영향력 범위의 확장
한편 CMO가 마케팅 성과에 책임을 지려면 4Ps, 즉 프로모션 (Promotion), 제품(Product),
유통/매장(Place) 및 가격(Price)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뜻밖에도 실
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CMO들은 광고, 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 미디어 이니셔티브와 같은 프로모션 활동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머지 세 가지 P 영역에서
는 그보다 약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가격 결정 절차의 주요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숫자는 절반 미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품 개발 주기
또는 채널 선택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숫자도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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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맡은 역할의 성공은 멋지고
창조적인 캠페인을 제시하는 광고
에이전시를 만나는 일보다는 분석
및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많습
니다. 우리는 캠페인 ROI를 증대
해야 합니다.”
Rob Colwell, 광고 및 마케팅 전무,
Qantas Frequent Flyer

48

From Stretched to Strengthened

그림 15

4Ps 및 하위 요소에 대한 CMO의 영향력

모든 수단을 활용 CMO가 마케팅 지출에서 최고의
성과를 실현하려면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4Ps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점유 및 결과 측정

성장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CMO는 일반적으로 성숙한 시장의 CMO에 비하여 나머지 세
가지 P 요소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시장의 몫을 나누기보다 시장
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CMO가 알다시피 가격, 제품 및 유통/매장은 고객 선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
다. 동시에 마케팅에서 수행하는 행동은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특별 프로모션은
공급망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CMO는 기업 전반에서 그와 같은 고객
에 대한 인사이트를 포착하고 전달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IQ 향상
그렇다면 CMO는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싱가폴의 소비재 회사 CMO의 조
언에 따르면‘마케팅 팀의 디지털 IQ를 향상시키는 것’
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응답자들이 새로운 인재 투입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프랑스의 석유화학 회사
CMO는“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웹과 모바일 기술이 등장한 시대에
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전통적
인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중요했던 부분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CMO들은 반
복해서 인재의 부족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의 항공사 CMO는“적합한 사람을 찾는 일은 매
우 어렵습니다. 요즘 인재들은 개인 사업가로 독립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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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에서 마케팅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과 필요가
신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형석, 부장, 마케팅 전략팀,
삼성제일모직 패션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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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많은 CMO들이 외부 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현재 대부분의 CMO는 주로 광고 및 이벤트 관리와 같은 프로모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파트너사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응답자들에게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외부 인력을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중점이 뚜렷하게 이동
했습니다.
특히 리드 관리(새로운 영업기회 관리), 고객 및 데이터 분석, 직접 마케팅 또는 관계 마케팅
에 외부 파트너사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CMO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IT, 고객
또는 서비스센터 관리와 트래킹 그리고 측정과 관련하여 지원을 얻을 계획인 CMO의 비율
도 반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업은 고객의 말과 행동을 트래킹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추론하며, 고객 접점을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초점의 변화는 CMO들이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벗어
나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많은 기업에게 이러한 부분은
미지의 영역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을 제공
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가치 점유 및 결과 측정

마케팅 조직에서 활용하는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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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인적자원 활용 증가 CMO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등 새로
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해야 합니다.

최전방에서 선도

CMO 자신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재무 역량을 강화하여 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놀랍
게도 많은 CMO들이 이 부분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들에게 앞으로 개인적으
로 성공하기 위하여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테크놀로지 경쟁력,
소셜 미디어 전문 지식 및 재무 인사이트 등이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전통
적인 리더십 자질에 훨씬 더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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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향후 3~5년 간 CMO 개인적으로 필요한 역량

새로운 기회를 위한 요구 CMO는 기술, 소셜 미디어 및
ROI 측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역량을 획득하여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CMO는 전통적 자질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CMO들이 생각하는 주요
당면 과제를 알아본 결과는 전통적 부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CMO는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테크놀로지의 활용, 혁신적인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재무적인 성과
영역에서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치 점유 및 결과 측정

Recommendation
무엇이 중요한지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십시오.
마케팅 의사 결정을 개선하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고급 분석 및 정확한 측정 기준을 사용하십시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향상시키십시오.
내부 마케팅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아
테크놀로지 및 재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전문 지식을 강화하십시오.

모범을 보여 선도하십시오.
자신의 재무 역량 및 테크놀로지,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켜
능력을 확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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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FootSmart
분석으로 교차 판매 성공을 지원

온라인 상거래는 영향력 있는 고객에게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와 동시에 마케터는 구매 습관을 알아야 하
는 고객의 수가 무수히 증가한다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기업은 세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형성
된 자동화된 고객 상호작용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ootSmart는 소비자에게 직접 신발 및 하체 건강 관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 기업으로, 190
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 판매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
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사 고객 데이터에서 개
인의 과거 행동 및 전반적인 경향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했습니다.

교차 판매 매출이

90%
이상 증가

Footsmart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교차 판매 부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동시에 성과
가 낮은 부분을 가려내기 위하여, 분석 분야의 파트너사를 고용하여 자사 사이트에서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행동과 시스템에 저장된 광범위한 검색 및 구매 정보를 수집했습
니다.
현재는 신중하게 대상을 지정한 주문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온라인 고객들이
훨씬 만족해할 만한 적절한 제품들을 받고 있습니다. FootSmart는 분석을 통해 놀라운 수치
를 달성했습니다. 전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교차 판매가 147% 증가했고,
교차 판매의 매출이 97% 증가했으며, 교차 판매 전환률이 31% 증가했고, 교차 판매 제품 구
매 시 평균 주문액이 19% 증가했습니다. 만족한 온라인 고객들은 이제 FootSmart 매출의
65%를 차지합니다.

가치 점유 및 결과 측정

고려해야 할 과제
마케팅 기능의 신뢰성과 성과 측면의 책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측정, 분석, 전달하고 있습니까?
마케팅팀의 재무적 관점, 테크놀로지 및 디지털
인사이트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CMO로서 본인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55

56

From Stretched to Strengthened

CMO Agenda

미래를 위한
대비
디지털 혁명으로 마케팅활동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CMO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700여 명의
CMO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성공을 위해 자신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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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을 받는 대신 스스로를 강화

결합입니다. 바람직한 방식은 테크놀

마케팅 활동이 전대 미문의 변화기를 거치면서 도처의 CMO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지가 제공하는 데이터 인사이트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탕으로, 인간의 창조성과 논리적
사고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Le Quang Thuc Quynh, 마케팅 이사,
Saigon Co-op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면 계속해서 압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혹은 다음
과 같은 새로운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마케팅을 변혁할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 이제는 영향력을 지닌 고객이 비즈니스 관계를 제어합니다.
�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의 행동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만큼이나 고객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마케팅을 통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압박은 어려운 시기에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과 역량을 요구하는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

본 연구에 참여한 최고 마케팅 책임자 1,734명의 인사이트를 종합한 결과, 성공 가능성을 높
이기 위하여 CMO가 수행해야 할 전략적 긴급 과제 세 가지가 도출되었습니다.

출발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마케팅의 미래를 선도할 열정적인 직원들 - CMO가 될 잠재
력을 지닌 기업 구성원 - 로 구성된 소규모의 활동 팀을 구성하십시오. 이들에게 단기간 내
에 문제를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제안토록 하십시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전체적인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비즈니스 기회(Small
deal)를 포착하고,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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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팀을 구성하는 것 외에도, 타 부서 최고 임원(C-suite)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하십시오. CIO에게 마케팅 툴 및 테크놀로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십
시오. CHRO에게 직원들이 기업의 특성을 더욱 잘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하십시오. 아
울러 CFO와 협력하여 적절한 마케팅 성과 측정 기준을 개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객의 눈으로 기업을 관찰하십시오. 고객과의 관계는 고객 라이프사이클 전반
에 걸쳐 진보합니다.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결코 고객의 구체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못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꾸준히 매장과 현장을 직접 들러 보십시오. 특
히 고객 센터를 방문하여 임의로 선택한 고객 담당자와 상담을 하거나 녹음된 대화를 들어
보십시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객들의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고객의 입장에서 자사의 브랜
드를 경험할 때는 무엇이 자사의 브랜드를 경쟁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들은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블로그, 제품 리뷰 사이트 혹은 다른 고객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주고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품/서비스는 가격 비교 목록에서 어떤 순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고객이 귀사의 제품/서비스와 판매 전, 판매 중, 판매 후에 얼마나 쉽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객과 관심사가 동일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장기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위한 대비

또한 귀사의 직원들이 고객과 세상과 내부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
십시오. 직원들은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고유한 기업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든 접점에서 기업 특성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 타 부서 임원(C-suite)들의 인사이트, 그리고 TF
팀이 발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면, 디지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 기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ibm.com/kr/2011cmostudy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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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식
이 보고서는 CMO를 대상으로 한 IBM의 첫 번째 연구이자 IBM 기업가치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최고 임원 연구(C-suite Studies)의 일환입니다. CMO의 목표와 당면 과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64개국, 19개 산업의 CMO 1,734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응답자는 인터브랜드(Interbrand)에서 최근에 선정한 100대 브랜드 중 48
개의 글로벌 브랜드에서부터 자국 비즈니스에 국한된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의
CMO들로 구성되었습니다.19
그림 18
연구 관련 정보 전 세계에서 1,700여 명 이상의 CMO가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전세계 64개국, 19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 진행

연구 방식

기술 통계 및 분산 분석(요인 및 군집을 모두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전체 응
답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CMO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
을 정도로 지역별 또는 업종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CMO와 성과가 낮은 기업의 CMO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점하는 순위를 1
에서 5까지의 숫자로 분류하여 평가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4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균적인 성
과를 내는 기업으로 분류되었고, 1에서 3까지의 기업은 성과가 낮은 기업으로, 그리고 5에 해
당하는 기업은 가장 성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이 자신의 기업에 호의
적인 인지적 편향성을 갖는 경우를 보정하기 위하여 4그룹을 중간 등급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인 두 가지 객관적 재무 지표 -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영업 이익과 세전 수익을 모두 고려한 연간 성장률 - 와 비교하여 교차 검증했
습니다. 분석 결과 CMO의 자체 평가와 실제 성과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이 확인
되었고 따라서‘후광 효과’
에서 비롯되는 왜곡 가능성이 제거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성과가
우수한 기업 및 성과가 낮은 기업이 언급된 경우는 모두 CMO들이 자신의 기업을 평가한 결
과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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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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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ias Hartmann, Jay Henderson, John Kennedy, Christine Kinser, Dave Laverty,
Eric Lesser, Karen Lowe, Alisa Maclin, Bevin Maguire, Paul Papas, Gautam
Parasnis, Ben Roden, Rohini Srivathsa, Katharyn White, Maria Winans, Mike Wing,
Jacqueline Woods, Keith Yamashita
프로젝트 팀: Carolyn Heller Baird(연구 총괄), Stephen Ballou, Linda Ban, Madhuri
Banda, Marni Barrett, Kristin Biron, Nicoline Braat, Angie Casey, Rob Garretson,
Rachna Handa, Ellen Johnson, Helen Kay, Kathleen Martin, Jim Phillips
마지막으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전 세계 1,000여 명의 IBM 리더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든든한 파트너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든든한 파트너
IBM은 고객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인사이트, 선진 연구 및 기술을 종합하여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확실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설계 및 실행에 대한 IBM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IBM은 17개 산업에
서의 전문 기술과 170개국에 걸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이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기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BM기업가치연구소 소개
IBM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에 속한 IBM기업가치연구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 중요한
산업별 문제 및 범 산업적 문제에 대하여 사실에 기초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시합니다. 본
글로벌 CMO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 진행 중인 C-suite Study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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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한, 추가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국IBM 마케팅총괄본부 02-3781-7800, mktg@kr.ibm.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bm.com/kr/2011cmostudy

�

Copyright IBM Corporation 2011
(135-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2
군인공제회관빌딩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마케팅총괄본부
TEL: (02)3781-7800
www.ibm.com/kr
2011년 11월
Printed in Korea
All Rights Reserved
IBM, IBM 로고 및 ibm.com은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이와 함께 기타 IBM 상표가 기재된 용어가 상표 기호(� 또는 TM)와 함께 이 정보에 처음 표시
된 경우, 이와 같은 기호는 이 정보를 발행할 때 미국에서 IBM이 소유한 등록상표 또는 일반 법적 상표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표는 기타 국가에서 등록상표 또는 일반 법적 상표입니다. 현재 IBM 상표 목록은 웹 "저작권 및 상표 정보
"(www.ibm.com/legal/copytrade.shtml)에 있습니다.
기타 회사,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 표입니다.
이 책에서 IBM의 제품,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언급하는 것이 IBM이 영업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01ML02D

GBE03419-KRKO-00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