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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 형성과정모형에 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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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Marketing Process Model for Fashion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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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relationship marketing in fashion retail setting through lit-
eratures and were to set up a relationship marketing model which is suitable for fashion stor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concepts and properties of relationship marketing were studied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Rela-
tionship marketing research tendency in retail setting was examined and relationship marketing strategies of fashion
stores were examined. As a results, relationship marketing process model for fashion stores was developed. The variables
influenced on long-term relationship intention of fashion consumers may be relationship benefits, satisfaction, trust, and
commitment. Relationship benefits might have an influence on satisfaction, trust, and commitment. Finally commitment
might have an influence on long-term relationship intention. Also, Consumer buying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rela-
tionship disposition might have an influence on relationship marketing process model for fashion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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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미 고도의 산업성장이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는 어느시장

을 막론하고 고객들은 다양한 기대와 욕구들을 가진다. 고객의

필요와 욕구는 고객조차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변화하여 기업

이 고객만족을 위해 시도해야 할 방법은 더욱 더 복잡해져 가

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은 비록 상품자체에 대해 만족을 하더

라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서비스나 차별화된 대우를 기대하고 요

구하며, 그것이 만족되어야 보다 실질적인 구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가 있다. 기업

이 이러한 고객과의 관계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고객은 다른

기업으로 쉽게 옮겨가고, 기업의 수익률은 바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고객세분화를

하여 목표고객을 설정하고, 그에 적절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

여 기존고객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최정

환·이유재, 2001).

최근 수 년동안 마케팅 분야에서는 관계마케팅에 대한 관심

이 새롭게 부각되었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를두고 학자들은 마케팅에 있어서 가

장 혁신적인 변화중의 하나(Nevin, 1995), 또는 진정한 패러다

임의 이동(Morgan·Hunt, 1994; Gronroos, 1994) 등으로 정의

하면서 여러 산업전반에 걸친 관계마케팅의 본질과 영향에 대

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계마케팅에 대한 관심은 기업과 기업

간의 장기적 관계구축 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서비스기

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제조업,

유통분야에서의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에 대한 영역까지 연구

가 확장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시장에서 전체매출의 80%가 전체고

객의 20%의 핵심고객에 의한 매출액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핵심고객의 개발과 장기적 관계의 유지가 기업의 매출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를 상대로 한 관계

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지금까지 관계마케팅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관계마케팅을

이해하고, 특히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 실행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를 관계혜택과 연관지어보는 시도를 통해 관계마케팅에서 관

계혜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점포의 관계

마케팅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

에서 이루어졌다.

2. 관계마케팅의 개념과 선행연구 동향

2.1. 관계마케팅의 정의와 발생배경

관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이란 용어는 Berry(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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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그는 관계마케팅을 기업이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 유지, 강화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정

의하였고, Kotler & Amstrong(1996)은 관계(Relationship)란

구매자가 상표에 의해 판매자를 알고 있으며, 판매자는 구매자

의 지리적 위치와 기타 신분적특성을 알고 직접적으로 구매자

와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Table 1에서는 관계마케팅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내용을 나타

낸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계에 중점을 둔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마케팅 교환을 일회적이 아닌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교환으로 보는 마케팅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합적인 관계의 수준에서 마케팅시스템을 파악하

여, 총 수요의 일부로서 익명의 존재로 고객을 간주하던 대량

생산, 대량소비 시대의 접근과는 달리 부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고객을 독립된 파트너로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른 마케팅

접근 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케팅 접근방식에서의 변화가 생긴 배경으로는 먼

저 제품과 시장의 성격이 변화하고, 과거에 비해서 반복구매와

고객유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학

자들은 시장의 성숙, 경쟁의 격화,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고객

구매패턴의 급격한 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고객의 확

보 보다는 기존고객의 유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게다가 관

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관계마케팅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본다(Berry, 1995). 또한, 전체

적인 품질관리에 대한 대중성 때문에 관계마케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전체 품질관리의 목적이 품질은 증진시

키되 비용은 절감하는 것이므로, 생산과 소비자 전체 과정에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

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관계마케팅이 발전할 수 있었

다는 것이다(Sheth·Parvatiyar, 2002).

 

2.2. 소매업 관계마케팅의 연구동향

Table 2는 지금까지의 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마

케팅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서, 관계마케팅의 형성과정

에 영향을 주는 변수 및 매개변수, 관계마케팅 결과변수를 나

타낸 것이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관계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주

는 변수가 관계의 강도(Ellen·Mark, 1999), 관계의 품질 (김영

아, 2002), 판매자 특성(김세환, 1997)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

고, 최근에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에 대해 초점을 둔 연

구가 진행되었다. 관계마케팅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로는 만족과 신뢰 및 몰입변수가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었고, 그

밖에 관계의 질이나 관계의지 등이 연구되었다. 특히, 상황특성

이나 상호의존정도, 지각된 위험 등이 관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마케팅의 결과변수로는 관계의 장기지향성이 가장 빈번

하게 연구되었고(권준희, 1999; 김평래, 2000; Morgan·Hunt,

1994), 미래의도나 점포수익률 등(이학식·임지훈, 2003)이 연

구되기도 하였다. 또한 관계마케팅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의 태

도와 행동의 변화를 관계마케팅의 결과로서 측정하기도 하였고,

전환감소 의도나 긍정적 구전의도 등이 관계마케팅의 결과변수

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

듯이 관계마케팅 형성과정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선택한 변수의

설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관계마케팅의 핵심개념인 소

비자의 관계혜택지각 차원에 초점을 두고 관계마케팅 결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자세하게 검증하는 연구가 부족했다. 

2.3.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 연구동향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은 패션점포 소비자의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가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

을 설정하여 주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해 교환적 거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시켜주며, 상품 및 서비스의 개별화를 위한 노력

을 통해 소비자의 지속적인 만족과 고객신뢰를 구축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의 관계지향성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목표가 될

수 있다. Table 3은 패션점포 소비자에 대한 관계마케팅 관련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Reynolds & Beatty

(1999)는 관계마케팅의 전략을 의류소매업 분야에 적용하여 연

구하였는데, 관계마케팅을 통한 기업과 고객 간의 장기적인 관

계구축이 고객만족도와 충성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구매율까

지 향상시키는 전략적 강점을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특

히 판매시점에서 고객과 판매원과의 상호작용이 중시되는 의류

업체에서 관계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Table 1. 관계마케팅에 관한 개념정의

연구자 정의내용

Berry(1983)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는 마케팅 활동

임종원·김기찬(1990) 기업과 소비자가 관계의 기반위에서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그곳에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고자 노력하

는 것

Shani & Chalasani(1993) 장기간에 걸쳐 상호작용적이며 개별화된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는 접촉을 통하여 개별고객들과의 네트워크를 파악·

유지·구축하고, 양측의 호혜적인 혜택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 

Gronroos(1994) 당사자들의 목적이 충족되도록 고객과 다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구축·유지·향상시키는 것

Kotler & Amstrong(1996) 구매자가 상표에 의해 판매자를 알고 있으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지리적 위치와 기타 신분적 특성을 알고 직접적으로 

구매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

Sheth & Parvartiyar(2002) 현재 또는 최종 소비자가 절감된 비용으로 상호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거나 고양하기 위해 협력적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지속적인과정

Berry(2002) 소비자나 마케팅, 가치창조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으로써 전략이나 기술, 도구, 기법이상의 의미를 갖는 하나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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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외(2001)는 백화점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접촉강도를 제외한, 상호 솔직함, 협력의지, 유사

성, 전문성 등이 신뢰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신뢰와

만족은 미래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Mercedes et al.(2004)의 연구에서 패션점포의 소비자는 사회적

혜택과 기능적 혜택을 지각하며, 두 가지 혜택이 전반적 만족

의 단계를 거쳐 점포에 대한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해보면, 패션점포의 관계마케

팅의 선행변수로서는 기업의 관계적 행동(예: DM 발송, 물질

적 보상, 우호적 대우 등), 점포의 서비스품질, 관계혜택, 판매

원 특성, 구매자 특성 등이 거론되었다.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Table 2. 소매업의 관계마케팅에 관한 연구동향

연구자 연구대상 선행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

송종호(1994) 승용차 시장 고객의 특성

판매원 특성

상호작용 특성

상황특성

상호관계정도

제품관련만족도

제품관계지속성

판매원관계지속성

Morgan & Hunt(1994) 자동차 타이어

소매상 고객

관계종결비용

공유가치

커뮤니케이션

기회주의적 행동 

상호의존정도 장기적 관계지향성

Ramsey & Sohi(1997) 자동차 고객 판매원 청위행위 만족, 신뢰 미래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 

Macintosh & Lawrence(1997) 와인소비자 판매원 신뢰

점포만족

점포신뢰

판매원 몰입

점포태도

구매의도

점포 수익률

권준희(1999) 전자제품 고객 의사결정 효율성

의사결정 일관성

품질 불일치

점포 내 정보 수집

지각된 위험

고객만족 관계지향성

김평래(2000) PC구입고객 가족의 영향

준거집단의 영향

의견 선도자 영향

의사결정과정 효율화

정보처리 과정 단순화

지각된 위험회피

인지일관성의 추구

관계지향성

이학식·임지훈(2003) 백화점 고객 사회 심리적 편익

경제적 편익

관계몰입 행동의도

전환감소의도

긍정적 구전의도

Gaby, Kriestof & Patrick (2003) 쇼핑몰 방문객 우호적 대접

개인화 및 보상

제품범주 관여

소비자 관계지향

관계만족

신뢰

관계의 몰입

구매행동

Table 3.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 관련변수

연구자 선행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

Reynolds & Beatty(1999) 사회적 혜택

기능적 혜택 

판매원 충성도

회사 충성도

판매원 구전, 회사구전

구매점유율 

안소현·이경희(2001) 의복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신뢰, 만족, 몰입 장기적 관계

이수형·이재록·양희진(2001) 상호솔직함, 협력의지

유사성, 전문성

신뢰

만족

미래 상호작용 없음

김은정·이선재(2001) 신뢰적 서비스

고객접촉

커뮤니케이션 

만족

신뢰 

장기적 관계지향성

재구매 의도

구전효과

김영아(2002) 가시적 보상

우선적 대우

상호적 정보교환

소매점에 대한 긍정적 감정

관계품질 태도적 애호도

행동적 애호도

Gaby, Kristof & Patrick(2003) 우호적 대접

개인화 및 보상

제품 범주 관여

소비자 관계지향

관계만족/신뢰

관계의 몰입

구매행동

Mercedes, Marta & Ma(2004) 사회적 혜택 

기능적 혜택 

전반적 만족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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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서는 관계혜택이 필수적인 선행요소임에도 불구하

고(Morgan·Hunt, 1994; Berry, 1995), 지금까지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에 대한 연구에서는 점포의 서비스품질이나 판매원

에 초점을 둔 관계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소비자의

구매성향이나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여러 연구들에서 관계마케팅 형성과정의 매개변수로서 만족

이나 신뢰, 몰입의 개념은 비교적 타당한 개념인 것으로 나타

났고, 몰입의 단계를 매개변수로 두는 경우와 결과변수로서 두

는 경우가 있었지만, 신뢰가 몰입의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몰

입이 장기지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어느정도 일치를 보

였다. 특히 관계마케팅의 결과변수로서는 관계에 대한 장기지

향성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3. 관계마케팅과 관계혜택 

3.1. 관계혜택의 차원 

효율적인 관계마케팅 전략은 제품을 거래하는 단 한번의 교

환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창출해야만 한다. 소비자는 공급자와의 지속적이면서 안

정된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가치를 지각해야 한다

(Gronroos, 2000). 관계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

함으로써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상당한 수준의 충성도

까지 형성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Reynolds·Beatty, 1999).

관계혜택은 기업이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핵심서비스의 근본적인 혜택과 더불어 고객

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Gwinner et

al., 1998). 관계마케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에게

얼마나 좋은 혜택을 부여해 주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고객모두가 이득이

있어야 하며, 양측 모두가 충분한 혜택을 얻게 되었을 때 관계

가 지속될 뿐 아니라 관계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관

계혜택은 관계의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Berry,

1995; Sheth·Parvatiyar, 1995). 이렇게 관계마케팅에서 혜택에

대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관계로부터 나오는 혜택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고

객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

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Mercedes et al., 2004; Berry,

1995; Peterson, 1995; Sheth·Parvatiyar, 1995). 여러 선행연구

에서 관계혜택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심리

적 혜택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경제적 혜택 : 관계마케팅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

제적 혜택이란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를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

서 얻게 되는 경제적 절약과 개별화의 두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Gwinner et al. 1998). 즉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특별

보상프로그램, 금전적 할인, 시간절약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246명의 쇼핑몰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Gaby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질적 혜택이

높으면 쇼핑몰과의 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다수의 고객들은 경제적 혜택을 지각하기 때문에 서비

스 제공자를 쉽사리 교체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는 관계

를 통한 거래를 함으로써 금전적인 형태와 비금전적인 형태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혜택

이 고객이 기업과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혜택 : 관계를 통한 사회적 혜택은 판매원과 고객모

두 관계를 지속함으로서 고객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객들은 특정 서비스제공자와 발전된

관계를 가진 결과로서 사회적 혜택을 제공받는다. 사회적 혜택

은 고객과 종업원과의 우정, 배려, 친밀성, 개인적 인지, 사회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Beatty et al., 1996; Gwinner et al.,

1998). 

김은정·이선재(2001)는 의류상품이 위험지각과 관여도가 높

은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은 의류제품 구매에서 판매원의 영향

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관계마케팅 전략 중 판매원과 고객 간

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점포 내에서 구매시점

을 중심으로 판매원을 통한 점포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때때

로 상당히 중요하며 고객이 향후 장기적 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혜택 : 관계마케팅을 통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심리

적 혜택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객의 정서, 감정, 심리상

태 등과 관련된 무형의 혜택을 의미한다. Peterson(1995)은 서

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자와 발전된 관계를 가지면 편안

함 또는 안전함을 종종 느끼게 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점이 관

계를 지속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는 제

품구매 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에 참여한다고 설

명하였다. Berry(1995)는 서비스제공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

지함으로서 받는 주요결과는 위험감소라고 하였고, 이호배·장

주영(2002)의 연구에서도 고객은 관계를 통해 서비스가치로부

터 받는 근본적인 혜택 뿐 아니라 안정감과 스트레스 감소 등

의 심리적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혜택 외에도 다른 혜택

들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winner et al.(1998)의 연구

에서는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고객을 위하여 많은 서비스 제공

자들이 고객의 특별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제공에 있어 개별화나 특별대우 등과 관

련이 있는 혜택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 때문에 고객이 점

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하였다(Beatty et

al., 1996; Gwinner et al., 1998; Reynolds·Beatty, 1999).

 

3.2.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 사례와 관계혜택

패션점포에서 소비자에 대해 실행하고 있는 관계마케팅의 현

황을 살펴보고 각 내용이 어떻게 관계혜택 차원과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과 언론홍보자료를 수집하여 관계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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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내용을 살펴보았다. 소비자가 패션점포나 기업과 맺는 관

계의 유형은 관계대상에 따라 소비자-제조기업(브랜드), 소비자

-유통업체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고, 각 유형에 따라 실제 행

해지고 있는 관계마케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관계혜

택 차원과 연관시켜보았다.

소비자-제조기업간의 관계마케팅 : 패션관련 웹 기사나 인터

넷 저널 자료, 패션관련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패션상품 제

조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관계마케팅 사례를 살

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태리 라이선스 브랜드인 FILA Korea의 경우는 대리점을

통한 제품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 본사와 대리점이 각각

고객에 대해 관계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었다. 구매 시 포인트 적

립은 물론, 구매결과를 분석하여 구매고객에게 적합한 쇼핑제

안을 하고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별 개인화된 화

면을 제공하면서 패션정보를 제안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형성

을 통해 제품개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다. 매장단위의 자체

적인 사은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하였으며, 본사차원에서 사은행

사 및 이벤트를 실시 할 경우 고객이 주서비스 매장에서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매장단위의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 및

고객관리를 지원하였다(http://www.00db.co.kr). FILA Korea의

경우 IT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과 접근하고 있으며, 개인화된

정보의 제공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을 통한 경제적 혜택, 커뮤니

티를 통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남성복과 여성복 중

가 브랜드인 세정 인디안의 경우 고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세분화를 하였고, 그에 맞추어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주)LG패션의 남성복 브랜드인 마에스트로(Maestro)도 차별

화된 타깃 마케팅과 one to one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

인 고객관리를 통한 관계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이메일

이나 휴대전화 같은 개인화된 채널을 통하여 고객에게 맞는 정

보적 혜택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었고, 적중률이 높은 고객에 대

해서 구매 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 수시로 현금과 유사한 상

품권을 지급함으로서 고객들이 경제적 혜택을 직접 지각할 수

있게 하였다(http://www.CRMonline.com). 

패션란제리 생산업체인 신영 와코루는 고객관리시스템인

CRM 솔루션시스템을 도입한 후 고객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특히, 사이즈별, 체형별로 부분적인 맞춤제작,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매액의 3%를 적립하는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http://www.Ciokorea.com). 신영 와코루와 마찬가

지로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미국의 경우 훨

씬 앞서서 시행되고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대표적인 예는

Land's End와 NIKE를 들 수 있다(이승일, 2003). Land's End

같은 의류전문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맞춤 상품을 제공하고 있

는데,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에 가장 잘 들어맞는 가상모델을

설정해두고, 청바지 뿐 아니라 셔츠 등에도 개인별로 적합한 주

문제품을 제작,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NIKE의 경

우 신발을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데, 고객들은 NIKE ID라는 방

식을 통해서 원하는 사이즈 및 색깔, 그리고 문자 등을 지정하

여 인터넷을 통해 주문할 수 있게 하였다. 고객만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고객별 필요와 요구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두

고 시기별, 아이템별로 고객에게 적절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수입명품브랜드의 경우 2004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SVIP(Special VIP)에 대한 다양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있다(Vogue Korea, 2004).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라다, 팬디

등은 ‘오더메이드’라인을 따로 두고 VIP들을 위해서 전용룸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직접 샘플을 보며 디자인, 원단을 고른 후

맞춤제작 하고, 완성된 후 제품 또는 라벨에 주문자의 이니셜

을 넣어주는 서비스까지 시행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은 최

고의 수익율을 주는 최상급 고객에 대해 집중적이며 차별화된

관계마케팅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유통업체간의 관계마케팅 : Table 5에서 볼 수 있듯

이 패션관련 유통업체들은 비교적 세분화된 관계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고, 상당부문 성과가 확인되고 있어서 패션상품

에 대한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 적용이 실효성이 나타나 타깃

Table 4. 소비자-제조기업 관계마케팅 사례

제조기업 관계마케팅 내용 관계혜택

FILA Korea 포인트 카드 사용 구매 시 5%적립 

본사 주최 이벤트 안내 

구매결과 분석→고객맞춤 제안 

FILA 홈페이지에 개인화된 화면 제공

커뮤니티 형성-사교 및 제품개발 아이디어 제안

경제적 

경제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세정 인디안 고객상담 사례분석 후 제품 및 서비스 개선 

적립형 카드발급

고객정보 바탕으로 세분화-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LG 마에스트로 개인화된 채널(메일, 휴대전화)통한 서비스 제공

포인트 적립→현금유사 상품권 증정 

경제적

경제적

신영 와코루 고객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몸에 맞춘 제작판매 서비스

구매액 3%적립

경제적

경제적

해외명품 브랜드 ‘오더 메이드’라인 시작, 전용 VIP룸에서 주문

비즈니스 슈트, 셔츠, 타이, 코트, 결혼예복, 턱시도에 대해 전용 VIP룸에서 원단 샘플 및 디자인 선택가능

완성 디자인 및 라벨에 주문자의 이니셜 첨가 작업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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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지속적 발굴전략이나 프리미엄 마케팅이 유통업체의 핵

심마케팅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http://www.CRMonline.com,

http://www.samsungdesign.net). 유통업체에서는 구매력 있는 고

객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기업의 매출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은 관심을 두지 않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http://

www.CRMonline.com). 

Table 5에서는 패션점포에서 제공하는 관계마케팅의 여러가

지 실행내용들을 관계혜택의 초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 기업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서 1~

2가지의 혜택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대부분의 경

우 특히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

었는데, 전체 고객을 기반으로 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

던 ‘매스(mass) 마케팅’ 을 줄이는 대신 특정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타깃 마케팅’에 주력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우수고객에게는 각종 혜택이 집중되지만, 일반고객은 많

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우편으로 할인 쿠폰책자를 받아볼

수 있는 우수고객들은 바겐세일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정품목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일반 사은행사가 없어도 때

때로 사은품을 받으며 각종 이벤트에 특별 초대된다. 온라인 쇼

핑몰의 경우는 초우량 고객의 확보가 수익 창출의 지름길이라

는 판단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고객과는

거래를 끊는 ‘디마케팅(Demarketing) 전략’까지도 실시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기업에서는 고객의 만족과 반복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계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실시하지

만, 실제 패션점포의 고객들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관계마케팅

실행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혜택을 지각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고, 관계혜택의 지각이 장기적 관계지향성을 형성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3.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 과정

관계혜택이 관계마케팅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정에 대해 실

증연구를 한 Morgan & Hunt(1994)는 관계혜택이 관계마케팅

의 궁극적 목적인 장기적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발견하였고, 관계혜택을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발달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또한 서문식 외(2001)의 연구를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 관계혜택과 장기적 관계지향성의 정적인 영향관계를

입증하였으므로,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 형성과정에 대한 본 연

구의 이론적 모형에서도 관계혜택이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주성래, 2003;

Mercedes et al., 2004). 

다음으로 관계혜택이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중간변수로서 만족, 신뢰, 몰입의 단계를 추가하였다.

Anderson & Narus(1990)는 관계만족이란 소비자가 소매점 간

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종합적인 평가로부터 형성된 소비자

Table 5. 소비자-유통업체 관계마케팅 사례

유통업체 관계마케팅 내용 관계혜택

롯데백화점 고객의 의견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불만족 사항을 입력과 동시에 해당팀장에게 연결, 후속조치 이뤄지게 함

매장 직원 대상으로 고객과의 약속 100%이행의무 부여

커뮤니티 마케팅: 20대 고객대상 ‘쿨플러스’ 동호회 결성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Kids 클럽

연령별, 직업군에 따른 고객분류 후 맞춤 서비스제공

MVG(Most Valuable Guest):우수고객 특별관리 제도 도입 -점장안내서비스, 무료 음료 제공 서비스

각 점포의 사은품이나 이벤트에 고객들의 아이디어 채택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경제적

현대백화점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현대TV홈쇼핑, 호텔까지 통합한 전사적 고객관계 시스템 도입

아이클럽 제도: 각종문화 행사 참여, 육아, 예절, 교육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 참여 후 포인트 제공

Top Class 프로그램: 구매액과 내점회수 많은 고객 대상으로 구매금액의 1.5%-1.9% 환급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애경백화점 고객세분화(Client VS Customer) 한 후 맞춤형 프로모션 진행

 (구매 액 상승 프로모션 / 이탈방지 프로모션 / 내점횟수 상승 프로모션)

고객등급 별 DM 방법 세분화: VIP 프로모션/ 우수 고객 프로모션/ 휴면고객 프로 모션

고객등급 별 Tele Marketing방법 세분화: Happy Call프로그램 / Again Call프로그 램 / Fresh Call프로그램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신세계백화점 카드 상위 매출 1% 고객에게 고품격 정보지 ‘First Lady’발송

VIP를 더욱 세분화, 상위 그룹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별도 라운지 마련

단순 문화서비스 지양, 고객별 세분된 VIP 관련행사 진행

신세계만의 등급방식으로 3개월마다 고객 등급 설정: 적절한 관계마케팅 방법 제공

경제적

심리적

경제적

경제적

갤러리아백화점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통합된 고객정보 분석 후 고객에 맞춘 채널을 사용한 DM 발송, SMS(문자 메세지), 이메일 마케팅

고객초청 패션쇼나 사은 행사 때 고객정보에 따른 선별초청

명품관 고객위한 ‘Galleria Prestige Cooking Class’ 개최

일본인 우수 고객을 위한 일본어 DM 발송 

명품관의 SVIP(Special Very Important Person) 350여명 특별관리-개인 기념일 방 문 축하 서비스

VIP 커뮤니티 및 전용 라운지 개설. 1:1 전담 어드바이저 프로그램, 사전상품 예약 프로그램, 핫라인(hot-line) 프로그램, 

고객 구매상품 만족도 관리

우수회원을 위한 Thank you 프로그램: 개인적 감사카드 DM

갤러리아 이스트(기존의 명품관)에 4층에 별도의 피팅룸과 화장실이 설치된 퍼스 널쇼퍼룸인 PRS 오픈, 국내 최초의 퍼

스널 쇼퍼제(Personal Shopper)도입. 개인 비 서역할을 하는 버틀러(butler:집사)’ 서비스까지 실시

경제적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경제적

심리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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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상태라고 했으며, 만족이 상대방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객만족과 거래성향이 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권준

희(1999)의 연구에서도 고객만족은 관계지향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 형성과정모형

에서도 만족이 중간변수로 적절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뢰와 몰입은 관계마케팅 연구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Berry, 1995;

Dwyer et al., 1986; Morgan·Hunt, 1994). 관계에 대한 주요

성공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Morgan & Hunt(1994)는 관계마케

팅의 성공, 실패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권

력이나 상대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닌, 관계에 대한 몰입과 상

대방에 대한 신뢰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패션점포의 관계마

케팅 형성과정에 대한 모형에서도 신뢰와 몰입단계의 추가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험지각, 상호작용정도, 관계전

환비용 등 상황특성이 관계마케팅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

고(Dwyer et al., 1986; 김용정, 1998), 최정환·이유재(2001)의

연구에서는 고객의 관계성향에 따라 거래 지향적 소비자와 관

계지향성 소비자로 고객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관계행동

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서문식 외(2001)는 관계기간 같은

소비자 구매행동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계지향성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패션점포의 관

계마케팅 형성과정모형은 Fig. 1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패션상품 소비자는 기업의 관계마케팅 실행에 대해서 다양

한 혜택을 지각하게 된다. 관계혜택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

에대한 만족정도가 기업이나 점포에 대한 신뢰도의 형성으로

연결될 것이고, 신뢰도는 몰입의 단계를 거쳐 결과적으로 장기

적 관계지향성을 형성할 것이다. 관계혜택이 장기적 관계지향

성을 형성하기까지 소비자의 거래성향, 예를들어 소비자가 얼

마나 사회적 성향이 강한지, 고객관리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

가격중심적인 사고가 강한지 등의 소비자 특성이 관계혜택의

지각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환비용이나

위험지각, 상호작용 특성과 같은 상황특성이 관계마케팅의 몰

입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관

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점포의 종류나 관계를 맺은기간, 관계의

정도 등 소비자의 구매행동 특성들이 관계혜택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4. 결 론

나날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패션유통의 세계에서 보다 현

명해지고 감각적으로 되어가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어 지속

적으로 자사의 기업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관계

마케팅의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관

계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관계마케팅에서 관계혜택이 가

장 중요한 초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계혜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간 장기적 관계 유지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는데 아직도 관계혜택에 대한

실증적,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점포 관계마케팅의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

으로 지금까지 패션기업 및 유통업체의 관계마케팅 사례에 대

해서 살펴보았고, 그 결과 패션점포 관계마케팅 형성과정에 관

한 모형을 구성해보았다. 

패션점포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계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제조기업의 실

행내용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계마케팅 전략을 적용하

고 있었다. 또한,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IT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었고, 개인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개

인화된 채널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를통해 다양한 형태의 혜택

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패션점포 관계마케팅

형성과정모형을 구성하였는데, 패션점포 소비자의 관계혜택지각

은 만족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신뢰는 몰입의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관계에 대한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위험지각이나 관계전환비용 같은

상황특성은 몰입단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소비자의 거래성향

이나 구매행동 특성이 관계혜택의 지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최근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은 고객중심의 사고와 경

영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업의 한정된 역량을 우수고객에게 집

중적으로 투입하여 장기간의 기업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

마케팅 개념이 보다 더 확산될 것으로 생각된다. 패션산업의 미

래에 있어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예측

됨에 따라,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 차별화나 맞춤 서비스 같은

고객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전략이 주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매

우 우세하다. 왜냐하면 관계마케팅을 통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패션상품 소비자의 관계혜택내용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

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계혜택이 실제적으로 장기적 관계지

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Fig. 1. 패션점포의 관계마케팅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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