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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고객임을 인지한 기업들은 제품중심의 브랜드자산관

리에서 고객중심으로 그들의 노력과 관심을 집중하였고 좀 더 효과적인 관리방법

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고객자산관리이고 관계마케팅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가 고객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연구의 중심은 브랜드자산

을 토대로 하고 관계의 매개변수도 관계질에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만족하더라

도 재구매를 하지 않는 즉, 관계매개변수가 기업의 수익성을 잘 설명해주지 못하

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자산 동인을 매개변수로 제시하

고자 한다. 또한 관계마케팅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관계마케팅활동과 고객 행

동 간의 상대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관계마케팅활동과 고객자산의 관계에 있어 고객자산 동인으로 가

치자산, 브랜드자산, 관계자산이 있고 각각의 매개역할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재무적 활동, 사회적 활동, 구조적 활동은 각각의 매개변수를 통해 재구매

의도, 구전 의도, 교차구매 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연구자가 각기 다른 정의를 제시하다 보니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도

많은 혼동이 야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자산에 관한 연구의 부족한 실정에

서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향후 관련

연구들에 있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핵심주제어 : 관계마케팅활동, 고객자산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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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고객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모든 개별 고객을 상대로 보다 차별

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객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이재식 2010). 학계에서도 고객관련 연구들의 다수가 고객

과의 관계마케팅에 관한 것으로 기업과 고객 간 장기간 관계형성 시 얻게 되는

혜택(e.g. Anderson and Narus 1990; Gwinner et al 1998; Morgan and Hunt

1994; 김용호와 백수경 1999), 관계마케팅의 결과(e.g. Reinartz and Kumar

2000), 관계를 장기간으로 발생시키는 관계의 특성들(e.g. Christopher, Payne,

and Ballantyne 1991), 관계마케팅을 통한 로열티프로그램의 효과(e.g. Sawhney

and Zabin 2002)등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고객을 무형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고객자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데(e.g. Blattberg and Deighton 1996; Gupta and Lehmann 2003) 이러

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기업의 마케팅활동은 고객의 재구매를 토대로 고

객자산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e.g. 박재용 2007).

그러나 선행연구는 관계마케팅활동과 고객자산의 관계에 있어 관계질의 매개

변수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만족, 신뢰, 몰입이 대표적인 변수로 만족과 신뢰

가 높으면 기업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고 이는 곧 로열티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

이다. 즉 로열티프로그램은 고객만족을 제공하고 재구매를 발생시키면서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이끌어 낸다는 것인데(e.g. Bhattacharya and Bolton 2000; Liu

2007) 문제는 최근의 로열티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이 그런 고객들을 통한 기업

의 실제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막연한 로열티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Reinartz, Thomas and Kumar

2005). 이는 로열티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 혜택이 누적 적립금/포인트를 위한

반복구매를 발생시키기는 하나 수익성 또는 타인에게 그 기업에 대한 구전이나

추천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면서 관계마케팅활동과 고

객과의 관계에 있어 관계질 외에 다른 변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할인된 가격

에 만족을 느끼나 이것이 재구매 또는 구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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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Palmatier et al.(2006)은 관계마케팅문헌의 메

타분석을 통해 기존의 몰입-신뢰모델이 관계마케팅 투자와 성과 간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매개변수의 고려를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마케팅활동이 성과 즉, 고객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직접적

인 동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객자산의 세 가지 동인을 매개변수로 제시하

여 그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관계마케팅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

의 선행연구는 관계마케팅의 효과를 고객측면과 기업측면으로 분류를 하고 효

과를 검증할 때 관계마케팅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관계가 발전한다는 것

은 기업과 고객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도 증가함을 의미

한다. 즉 기업은 고객의 의존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증가하기 위해 고객과의 관

계를 장기적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이는 관계단계별 기업의 다른 마케팅활동을

요구한다. 아직 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첫 구매를 유도하려는 유인전

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첫 구매를 한 이후의 고객에게는 유인전략이 더 이상 매

력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가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관계마

케팅실행 프로그램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관계마케팅노력은 고객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평가하기 이전에 마케팅활동의

구성요소들을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Berry and Parasuraman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마케팅활동을 구분하고 각각의 요인이 고객행동에 미치는 상대

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

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관계마케팅활동

관계마케팅은 기업과 교환관계에 있는 고객, 구매자, 공급자, 경쟁자들과의 관

계를 창출하고 유지, 강화함으로써 그들과 장기적 관계 및 충성도를 구축하고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마케팅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는 관계마케팅활동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력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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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기업의 관계마케팅활동은 재무적 활동, 사회적

활동, 구조적 활동으로 구분되었다(Berry 1995; Palmatier et al. 2007; Peltier

and Westfall 2000).

1.1 재무적 활동

Berry(1995)와 Gwinner 등(1998)은 고객이 관계적 교환에 몰입하려는 동기중

의 하나는 금전적 절약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적 활동과 관련된 관계마

케팅은 과거나 미래 고객로열티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

로(Palmatier et al. 2007) 특별할인, 무료제품, 무료선적, 지불기간 연장, 로열티

프로그램, 고객별 할인쿠폰(Peterson 1995)등의 유형적 보상을 포함한다. Sharp

와 Sharp(1997)는 호텔, 영화 등의 서비스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포인트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유형적 보상은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Bolton 등(2000) 또한 재무적 프로그

램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킨다 주장하였다.

1.2 사회적 활동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관계마케팅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 관계형성(Wilson

1995), 그리고 동일시(Turner 1970)를 포함한 것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인간

적인 연대로써 특별한 상황을 전달하고 관계를 개인화하려는 노력(Palmatier et

al. 2007), 친밀성, 우정, 사회적 지지(Berry 1995), 개인적 인지와 고객이름의 사

용(Howard, Gengler, and Jain 2001), 고객을 사람으로서 아는 것, 친밀한 대화

제공이나 인간적인 따뜻함 보여주는 것(Crosby, Evans, and Cowles 1990) 등이

해당된다. 이 결과로서 형성되는 사회적 유대감은 고객의 재구매와 추천의도를

이끌고 경쟁자의 제공물에 대해서 쉽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Blau

1964; De Wulf et al. 2001), 사회적 활동은 관계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Gwinner et al. 1998). Evans 등(1994)은 쇼핑과정에서 발생되

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고객들이 그 소매점을 방문하게 하는 주요동기요인이이

라고 설명한다.

1.3 구조적 활동

구조적 관계마케팅활동은 고객 스스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유형적이거나 부

가가치이점을 기업이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적 주문 처리시스템, 고객화된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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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그 외 기업 활동과 관련된 관습절차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Palmatier et al. 2007). 또한 구조적 활동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고객이 기업과 관계종결 한다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Turnbull and Wils 1989). 주로 운영상의 시스템과 관련하는데 기업의

물리적 환경이나 서비스전달시스템 그리고 운용시스템 등이 해당된다(Turnbull

and Wils 1989).

2. 고객자산 동인

고객자산은 고객이 기업과의 거래관계기간동안 기업에 투자하는 금전 및 비

금전적 가치이다(Szmigin and Bourne 1998; Dorch and Carison 1996).

Rust 등(2004)의 연구는 Lemon 등(2001)의 연구를 확장하고 고객 재유지와

전환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치자산, 브랜드자산, 관계자산을 고객자산의 동인으로

제시하였다.

2.1 가치자산

가치는 고객이 기업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기업의 제품이

나 서비스가 고객의 욕구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최고의 브랜드 전략이나

관계마케팅 전략은 효과가 없다. 가치자산은 고객의 인지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효용에 대한 고객의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Lemon, Rust, Zeithaml 2001).

고객은 제품의 품질, 가격 그리고 편리성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Rust et al. 2000) 이는 인지적이고 객관적이며 이성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치자산은 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전, 시간 및 노

력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에 실제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적 혜택이 얼

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2 브랜드자산

가치자산이 기업의 제공물에 대한 객관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라면,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의미를 통해 형성된다(Aaker 1991; Keller

1993). 브랜드자산관련 기존연구들에서는 브랜드자산을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속성들의 결합체로 가치자산과 브랜드자산을 통합하여 정의내

리고 있지만(e.g. Keller 1993; Krishnan and Chakravarti 1993) 본 연구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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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한 동인으로 그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좀 더 협소하게 정의

내린다. 즉, 브랜드자산은 객관적으로 지각된 가치 이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고

객의 주관적이고 무형적 평가로서 정의된다(Lemon, Rust and Zeithaml 2001).

2.3 관계자산

관계자산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이상으로 브랜드

를 지지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Lemon et al. 2001).

관계자산은 주주와 기업의 관계에서 잠재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으로

성장과 수익성에 주요한 동인이다(Sawhney and Zabin 2002). 또한 기업의 장부

에는 그 가치가 나타나지 않지만 관계가치는 장부 가치와 시장가치에서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기업의 시장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

서 볼 때 고객과 기업의 장기적 관계는 고객의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

는 고객자산 및 나아가 기업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관계자산이 고객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객자산의 구성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로열티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관리에 집중함에 따라

(류강석 등 2004) 연구자들은 로열티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Bhattacharya와 Bolton(2000)은 기업은 보상이나 가격할인 등의 재무적 인센티

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은 프로그램의 보상 구조가 이전 고객의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로열티프로그

램은 다른 공급업자로 전환을 주저하게 하므로 이런 형식의 보상프로그램은 고

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Fader와

Schmittlein(1993)은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너스 카드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고객의 기대에 맞는 보상프로그램은 고객유지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Caminal과 Matutes(1990) 그리고 Kim 등(2001)의 연구에서도 로열티프로그램

의 재무적 혜택은 전환비용을 창출함으로써 브랜드 로열티를 증가시키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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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을 피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운영상의 수익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재무적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의 마케팅활동에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대

표되는 기업의 재무적 활동은 고객으로 하여금 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것으로

지각하게 하고 이는 긍정적 강화로 작용하여 반복구매를 유도하며 관계를 유지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편의성, 가격, 가치 등에 의한 객

관적 평가가 아니라 무형의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재무적 혜택이 브랜드와

관련된 감정적 경험에는 미미한 영향력을 보일 것이라 판단하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1 : 재무적 활동은 가치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 재무적 활동은 관계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Bhattacharya와 Bolton(2000)은 관계를 맺은 후 고객과의 더 깊은 관계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보상에 개인적인 접촉을 통한 사회적 속성을 추가시켜

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Berry(2000)는 기업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고

객은 친밀감, 개인적 인지, 우정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고 하였다. 서비스기업

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혜택은 제공자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주변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우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데(Zeithaml and Bitner 1996) 서비스제

공자나 주변고객과의 관계에 만족한 고객은 그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Gwinner 등(1998) 또한 기업과 고객과의 개인적인 관계

형성은 고객만족을 높이는 선행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을 볼 때, 제품의 객관적인 평가를 별도로 서비스제공자나 종업

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그 브랜드에 대해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킬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종업원과의 개인적 관계로 형성된 유대는 기업과 지속적인 거래

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종업원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가격, 품질, 편의성

의 가치 즉 가치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1 : 사회적 활동은 브랜드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 사회적 활동은 관계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적 활동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고객

이 기업과 관계종결 한다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Turnbull and Wils

1989). 주로 운영상의 시스템과 관련하는데 기업의 물리적 환경이나 서비스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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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그리고 운용시스템 등이 해당된다(Turnbull and Wils 1989).

Berry(1995)는 고객 스스로가 구조적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부가가치를 얻는 다

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환경 속에서 구

조적 활동은 고객과 기업을 묶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즉 구조적 활동 또한

재무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관계종결에 따른 심리적 장벽을 고객에게 제공함으

로써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유재와 김우철(1998)은

서비스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업에 머물러야 되거나 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서비스기업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용의 편의성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가족을 동반한 대형매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주

차시설 이용의 편의성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는데 이와 같은 주차시설 이용

의 편의성, 부대시설 이용의 편의성, 휴게실이나 대기실 이용의 편의성 등은 구

조적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이러한 물리적 환경들은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업 간에 특별한 차별화가 없다

면 이런 보조서비스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기업의 구조적 활동은 핵심서비스나 핵심제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공된다면 고객의 편의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치자산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서비스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속적인 관

계를 발생시킬 것이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1 : 구조적 활동은 가치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 구조적 활동은 관계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aker(1991)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치를 높게 지각한 고객은 그 브랜

드에 만족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각된 품질을 브랜드자산

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브랜드의 기능적 혜택이나 성과에 만족한 고객은 그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반복적인 만족은 강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브랜드에 대한 애착, 로열티까지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에 대한 편익

을 지각한 고객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Gundlach 등(1993)은 브랜드

와의 관계유지에 있어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몰입은 긍정적 감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Faircloth(1996)은 지각된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간의 정의

관계를 제시하였고 Dodds와 Monroe(1985)는 제품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브랜

드평가와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mith와 Park(1992)는 기

업의 광범위한 유통망은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이는 나아가 브랜드 인

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거들을 볼 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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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높게 지각한 고객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도 호의적

이거나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것을 예상한다. 또한 누적 사용량이나 반복구매에

따른 할인은 고객의 만족을 향상시키고 이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브랜드

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할 것이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4-1 : 가치자산은 브랜드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 관계자산은 브랜드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계마케팅의 성과는 기업의 수익성향상이다. 고객은 기업의 반복적인 구매나

교차구매 등으로 거래량을 증대함으로 직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긍정적

구전효과를 보임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고객은 재구매, 교차

구매, 구전의도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객의 행동을 확인 후 기업의 다음 과제는 어떻게 하면 고객자산을 높일 수

있냐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객자산을 발생시키는 동인들을 밝히는 것

은 중요하다.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고객자산의 동인으로 가치자산, 브

랜드자산, 관계자산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Rust et al. 2004).

가치자산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객관적인 평가로 지각된 품질, 가

격, 편의성으로 구성되고 브랜드자산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주관적

인 평가로 감정적인 경험과 관련한다. 그리고 관계자산은 제품이나 서비스 외

기업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동인들은 그

기업의 제품을 다시 구매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5-1 : 가치자산은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2 : 가치자산은 구전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3 : 가치자산은 교차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1 : 브랜드자산은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2 : 브랜드자산은 구전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3 : 브랜드자산은 교차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1 : 관계자산은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2 : 관계자산은 구전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3 : 관계자산은 교차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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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모형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실증분석은 총 145부의 설문을 배포하고 유효한 133부를 SPSS 14.0과 Lisrel

8.3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본은 여러 나라에 체인을 가지고 있는 국

내 한 호텔 면세점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관계마케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중 서비스기업에서의 그 활용

정도는 아주 높다고 판단되고, 특히 면세점 이용고객은 호텔이나 헬스클럽 등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본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들의 연령은 20대가 41명(31.3%)이고 30대는 85명(64.6%), 40대는 7명

(4.2%)로 분포되었고 남자가 77명(58.3%)이고 여자가 56명(41.7%)으로 남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면세점에서 평균 구매량은 $500에서 $1000미만 구

매고객이 전체의 41.6%였고 $1000이상 구매고객도 35명(27.1%)이었다. 아래의

<표 1>은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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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사회적 활동 구조적 활동 재무적 활동

재무1 회원 등록시 가격할인 정책 제공 .225 .133 .799

재무2 비성수기 이용 시 할인제도 제공 .067 .028 .740

재무3 포인트, 적립 등 제공 .328 .130 .614

재무4 할인권이나 쿠폰 제공 .206 -.052 .713

재무5 다양한 가격 옵션 제공 .384 .280 .508

사회1 고객 신상명세를 데이터화하여 활용 .630 -.327 .010

사회2 고객의 일반적인 취향 파악 .738 .230 .219

사회3 고객 개개인의 인간적/개인적인 관심 제공 .732 .161 .099

사회4 고객의 질문에 친절한 설명 제공 .678 .330 .275

사회5 품위 있는 서비스 제공 .742 .347 .280

사회6 우수고객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665 .274 .287

사회7 동종업계의 시장 동향 파악 노력 .743 .397 .200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이용기간 평균구매금액 최근해외방문시기

20대

41(31.3%)

30대

85(64.6%)

40대 7(4.2%)

남 77

(58.3%)

여 56

(41.7%)

6개월 19(14.6%)

12개월 19(14.6%)

18개월 19(14.6%)

24개월 76(56.3%)

$300미만 16(12.5%)

$300～$500미만 24(18.8%)

$500～$700미만 29(20.8%)

$700～$1000미만 29(20.8%)

$1000이상 35(27.1%)

1～2월 11(8.3%)

3～4월 39(29.2%)

5～6월 17(12.5%)

7～8월 11(8.3%)

9～10월 6(4.2%)

11～12월 49(37.5%)

계 : 133명

Ⅳ. 실증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가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할 때

(Nunnally 1967) 모든 요인들의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났고 요인

분석 결과 각 요인의 고유 값이 1이상이고 요인부하량도 0.5 이상(Bagozzi and

Yi 1988)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타당성도 확인되었다. <표 2>, <표 3>, <표 4>

는 각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관계마케팅활동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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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맺을 환경 마련 .689 .332 .385

사회9 멤버십 가입 시 혜택의 다양성 .614 .303 .473

사회10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 .808 .281 .117

구조1 경쟁업체 비해 최신 시설 마련 .146 .740 .172

구조2 경쟁업체 보다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제공 .308 606 .404

구조3 VIP 라운지, 휴식 공간 제공 .174 .764 -.015

구조4 독특한 프로그램, 이벤트 실시 .304 .744 .195

구조5 다양한 시설과 편안한 휴식공간의 제공 .206 .725 -.044

구조6 경쟁업체보다 주차시설의 편의성, 편리성 .164 .716 .200

구조7 경쟁업체 보다 CRM 시스템 마련 및 활용 .246 .724 .040

Cronbach's α 0.929 0.846 0.728

초기고유값 9.911 2.150 1.506

pct of Var(61.667) 45.048 9.774 6.845

<표 3> 고객자산 동인 타당성 검증

요인

설문항목 관계자산 가치자산 브랜드자산

가치1 가격 대비 높은 가치를 지닌 서비스제공 .514 .624 .093

가치2 적정한 수준의 가격 .377 .773 .226

가치3 지각된 가치 .516 .735 .170

가치4 합리적인 제품/서비스 수준 .284 .879 .176

가치5 납득가능한 수준의 가격 .229 .852 .185

브랜드1
다른 면세점의 제품/서비스의 내용은 사실상
똑같다고 하더라도 특정점포 이용하는 것 일
리가 있음

.010 .559 .756

브랜드2
다른 점포가 특정 점포와 동일한 제품/서비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특정 점포를 이용
할 것

.231 .243 .841

브랜드3
그 특정 점포만큼 좋은 다른 곳이 있어도 특
정 점포 이용할 것 .339 .316 .805

브랜드4
다른 점포와 그 점포의 별 차이가 없다면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108 .288 .846

관계1 높은 수준의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674 .329 .449

관계2 보너스 프로그램의 혜택의 중요성 .689 .335 .356

관계3 마일리지/보너스 적립을 위한 절차의 인지 866 .276 .082.

관계4 고객에 대한 풍부한 정보 보유 .636. .541 254

관계5 고객을 특별 취급함 .644 .350 .426

관계6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낌 .807 -.049 .369

Cronbach's α 0.889 0.935 0.936

초기고유값 9.364 1.466 1.180

pct of Var(80.062) 62.427 9.771 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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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객자산 타당성 검증

요인

설문항목 구전효과 교차구매의도 재방문의도

구전1 추천 의도 .916 .196 .272

구전2 권유 의도 .907 .185 .242

구전3 주변사람이 OO면세점 이용하기 바람 .837 .226 .357

구전4 긍정적 얘기의도 .770 .170 .434

교차1 호텔 이용의도 .173 .951 .045

교차2 부대시설 이용의도 .095 .920 .179

교차3 레스토랑 이용의도 .313 .872 .249

재방문1 계속 이용의도 .513 .250 .788

재방문2 다시 방문의도 .529 .203 .787

Cronbach's α 0.952 0.943 0.940

초기고유값 5.920 1.791 1.477

pct of Var(91.982) 65.782 15.897 10.303

2. 가설검증

2.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X
2
(작을수록 바람직함), X

2
에 대한 p값

(≥0.05), GFI(Goodness of Fit Index:≥0.9.),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0.90),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0.50), NFI(Normed Fit

Index:≥0.90)등을 이용하였다(Anderson and Gerbing 1988). 외생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결과, X2=282.24(df=206), p=0.0133, NFI=0.88, GFI=0.85,

RMR=0.06, RMSEA=0.0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못

하지만 거의 근접하고 있고 지표수(22개)를 고려해 볼 때 수용할만하다. 매개변

수에 대한 분석 결과, X2=91.23(df=87), p=0.35271,GFI=0.92, AGFI=0.89, NFI =

0.94, RMR=0.041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결과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X
2
=201.47(df=24), p=0.00151, CFI=0.89, NFI=0.83, RMR=0.064로

수용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모든 요인들에서 합성신뢰도가 0.7을 그리고

평균분산추출이 0.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구성개념들이 잘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표 6>, <표 7>은 위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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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관계마케팅활동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항목 표준 부하량 t 값 R2 개념신뢰도 분산추출값

재무적

활동

x1 0.67 7.29 0.41

0.770 0.649
x2 0.63 7.32 0.36
x3 0.64 7.42 0.37
x4 0.65 7.57 0.38
x5 0.68 7.97 0.42

사회적

활동

x6 0.52 6.19 0.25

0.851 0.607

x7 0.70 8.77 0.44
x8 0.63 7.77 0.36
x9 0.72 9.20 0.47
x10 0.82 11.01 0.61
x11 0.77 10.05 0.54
x12 0.87 12.07 0.69
x13 0.88 12.28 0.71
x14 0.83 11.18 0.63
x15 0.80 10.60 0.58

구조적

활동

x16 0.53 5.96 0.25

0.755 0.603

x17 0.67 8.06 0.41
x18 0.69 8.27 0.43
x19 0.76 9.45 0.53
x20 0.66 7.77 0.39
x21 0.67 7.96 0.41
x22 0.73 9.00 0.49

X2=282.24, df=206, p=0.0133, NFI=0.88, GFI=0.85, RMR=0.06, RMSEA=0.05

<표 6> 고객자산 동인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항목 표준 부하량 t 값 R2 개념신뢰도 분산추출값

가치

자산

x1 0.76 10.55 0.58

0.925 0.712

x2 0.83 12.11 0.70

x3 0.89 13.54 0.80

x4 0.89 13.34 0.78

x5 0.84 12.21 0.70

브랜드

자산

x6 0.6 7.83 0.37

0.896 0.687
x7 0.92 14.11 0.84

x8 0.8 12.65 0.74

x9 0.91 13.88 0.83

관계

자산

x10 0.77 10.54 0.59

0.881 0.555

x11 0.74 10.03 0.55

x12 0.68 8.99 0.47

x13 0.77 10.70 0.60

x14 0.78 10.75 0.60

x15 0.72 9.61 0.51

X
2
=91.23, df=87, p=0.35271, GFI=0.92, AGFI=0.89, NFI=0.94, RMR=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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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

항목 표준 부하량 t 값 R2 개념신뢰도 분산추출값

재구매

의도

X1 0.94 14.76 0.89
0.94 0.89

X2 0.95 14.96 0.90

구전

의도

X3 0.96 15.47 0.91

0.95 0.83
X4 0.99 16.54 0.98

X5 0.90 13.93 0.81

X6 0.81 11.68 0.65

교차구

매의도

X7 0.93 14.58 0.87

0.94 0.84X8 0.95 15.07 0.90

X9 0.88 13.20 0.77

X2=201.47 df=24, p=0.00151, CFI=0.89, NFI=0.83, RMR=0.064

<표 7> 고객자산 확인적 요인분석

2.2 가설검증

2.2.1 고객자산 동인의 매개역할

본 연구는 기존의 관계질 매개변수 외 고객자산 동인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고객자산 동인의 일차적 요인 이전의 2차적

요인인 고객자산 동인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마케팅활

동과 고객 행동 간의 직접경로와 간접경로간의 X2 변화량을 검증하였다. 그 결

과 X
2

변화량이 0.34(△df=1)이고 이때의 p값이 유의수준 0.05를 초과하므로 직

접경로의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관계마케팅활동은 고객자산 동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8>은 고객자

산 동인의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고객자산 동인의 매개효과

분석 경로 x2 df p 경로계수 t 값 비고

분석1 관계마케팅활동→고객자산 13.88 3 0.0031

분석2
관계마케팅활동→고객자산 동인

8.68 25 0.998
0.9 6.43

고객자산 동인→고객자산 0.98 4.74

분석3

관계마케팅활동→고객자산 동인

8.34 24 0.998

0.86 6.19

고객자산 동인→고객자산 0.66 1.46

관계마케팅활동→고객자산 0.33 0.78

분석2

vs

분석3

△x2

=0.34

△df

=1

모형의

적합도

개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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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관계마케팅활동과 고객자산 동인 간의 관계

재무적 활동이 가치자산과 관계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

과 가설1-2를 검증한 결과, 재무적 활동과 가치자산의 관계에서는 p<0.001 수준

에서 경로계수가 0.28이고 t 값 3.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

나 재무적 활동은 관계자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경로계수가 0.10, t 값 1.18) 이는 표본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

된다. 표본의 다수가 면세점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의 고객들이고 평균 구매량도

$300을 초과하는 고객이 70% 이상이고 그 중 약 30%는 $1000을 초과하는 고

객들로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한 고객들이 많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1

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사회적 활동이 브랜드자산과 관계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2-1과 가설2-2

는 모두 지지되었다. 사회적 활동이 브랜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0.19(t value:

2.41)이고 관계자산에는 0.22(t value: 2.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흥

미로운 점은 사회적 활동은 브랜드자산 보다 관계자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인데, 이는 고객들이 어떤 면세점을 이용하던지 면세점 자체를 일반 쇼핑

몰에 비해 브랜드자산가치가 높다고 지각은 하지만 면세점간에는 거의 비슷하

게 지각하기 때문에 브랜드에서의 차별화 보다는 관계에서의 차별화를 더 고려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적 활동이 가치자산과 관계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3-1과 3-2를 검증

한 결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조적 활동은 가치자산에는 경로계수가 0.26(t

value: 3.22)이고 관계자산에는 0.19(t value: 2.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

냈다. 본 연구의 측정 기업으로 선정한 면세점은 주변의 경치와 건물의 배치가 좋

아서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 종종 선택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구조적 활동의

긍정적 영향은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로써 가설3도 지지되었다.

2.2.3 고객자산 동인간의 관계

가치자산과 관계자산은 브랜드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1과 가설

4-2를 검증한 결과, 가치자산과 관계자산은 브랜드자산에 각각 0.24(t value:

3.08), 0.24(t value: 2.97)의 영향력을 보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치자산과 관계자산은 브랜드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 4는 지지되었다. 이는 브랜드인지도, 브랜드태도, 브랜드이미지 등을 통해 브

랜드자산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 보다 고객과의 더 깊은 유대관

계를 형성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높게 지각하게 만듦으로써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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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2.2.4 고객자산 동인과 고객자산 간의 관계

가치자산, 브랜드자산, 관계자산이 재구매 의도, 구전 의도, 교차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5, 가설6, 가설7은 모두 유의한 통계치를 보였다.

먼저, 가치자산은 재구매 의도에 0.18(t value: 2.24), 구전 의도에 0.24(t

value: 3.02), 교차구매 의도에는 0.27(t value: 3.38)의 값을 나타냈다. 브랜드자

산은 재구매 의도에 0.17(t value: 2.18), 구전 의도에 0.16(t value: 2.06), 교차구

매 의도에는 0.19(t value: 2.21)의 값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산은 재구매 의도에

0.17(t value: 2.09), 구전 의도에 0.16(t value: 2.04) 그리고 교차구매 의도에는

0.17(t value: 2.15)의 값을 보임으로써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치자산, 브랜드자산, 관계자산은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복구매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

품들의 구매도 발생시키는데 재구매보다 교차구매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제품에 대해 만족한 고객은 후광효과에 의해 교차구매를 하

게 되면서 고객자산 가치를 높여주고 아울러 해당기업에 대한 고객점유율도 향

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 9>는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

내고 있다.

<표 9> 가설검증 결과

가설경로 경로계수 T-value 표준오차 결과

H1-1 재무적 활동→가치자산 0.28 3.47 0.08 채택

H1-2 재무적 활동→관계자산 0.10 1.18 0.09 기각

H2-1 사회적 활동→브랜드자산 0.19 2.41 0.08 채택

H2-2 사회적 활동→관계자산 0.22 2.56 0.09 채택

H3-1 구조적 활동→가치자산 0.26 3.22 0.08 채택

H3-2 구조적 활동→관계자산 0.19 2.14 0.09 채택

H4-1 가치자산→브랜드자산 0.24 3.08 0.08 채택

H4-2 관계자산→브랜드자산 0.24 2.97 0.08 채택

H5-1 가치자산→재구매 의도 0.18 2.24 0.08 채택

H5-2 가치자산→구전 의도 0.24 3.02 0.08 채택

H5-3 가치자산→교차구매 의도 0.27 3.38 0.08 채택

H6-1 브랜드자산→재구매 의도 0.17 2.18 0.09 채택

H6-2 브랜드자산→구전 의도 0.16 2.06 0.08 채택

H6-3 브랜드자산→교차구매 의도 0.19 2.21 0.09 채택

H7-1 관계자산→재구매 의도 0.17 2.09 0.08 채택

H7-2 관계자산→구전 의도 0.16 2.04 0.08 채택

H7-3 관계자산→교차구매 의도 0.17 2.15 0.08 채택

χ2=41.88, df=16, p=0.14041, GFI=0.93, AGFI=0.85, NFI=0.89, CFI=0.91, R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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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관계마케팅활동이 고객자산 동인과 고객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마

케팅적 측면에서 실증 검증하였다. 그 결과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업의 관계마케팅활동과 고객자산의 관계에 있어 고객자산동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재무적 활동은 가치자산을 매개로 하여 재구매, 교차

구매, 구전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할인혜택을 제공해주

는 로열티프로그램은 재구매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업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

게 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 선정된 표본

들이 기업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 된 자들이고 평균구매량도 $300을 초과하는

자들이 다수이라는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들은 가격 중심의 거래 지향적 성향을 지니기 보다는 감정적인 혜택을 추구

하는 관계 지향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할인 중심의 재무적 혜택에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더 다양한 표본을 추가하여 검증한다면

이에 대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리라 예상한다.

사회적 활동은 브랜드자산과 관계자산을 매개로 하여 재구매, 교차구매, 구전효

과를 발생시키는데 특히 브랜드자산 보다 관계자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연구들에서 강조되었던 접점에서의 종업원과

고객의 상호작용이나 친밀한 관계가 품질과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일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고객들은 주로 종업원이나 주변인들과 상호작용하게 되

는데 접점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브랜드에 대해서도 긍정적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특히 종업원이나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가치를 느낀 고객은 재구매 및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설계된 사회적 활동은 브랜드와 관계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 관리자는 이를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 활동은 가치자산과 관계자산을 통해 재구매, 교차구매, 구전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적 활동은 가치자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기업의 운영시스템이나 물리적 환경에 만족할수록 고객은 기업이나 브랜드

에 대해 더 가치 있게 여김을 나타낸다. 오늘날 서비스기업에서는 운영시스템이나

물리적 환경이 부가적 서비스로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경쟁적 이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구조적 활동을 보다 가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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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객 지향적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표본은 기업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고객들이 다

수로 이들에게는 기업의 재무적 활동이 관계자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사회적 활동과 구조적 활동은 관계자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객과 기업과의 관계기간이 오래

된 고객들에게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재무적 활동

이 영향력을 미치지만,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을 위해서는 재무적 활동 이상의 사회

적 활동이나 구조적 활동을 추가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고객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연구자가 각기 다른 정의를 제시하다 보니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

도 많은 혼동이 야기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고객자산과 브랜

드자산 그리고 고객가치와 고객자산의 개념을 구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브랜드

자산은 한 제품에 대한 가치이고 고객가치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나

이점 등을 의미한다. 반면, 고객자산은 기업과의 관계기간동안 고객이 기업에 지

불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가치를 고객생애가치라 할 때 모든 고객의 생애가치

를 합한 것이 고객자산이다. 이러한 차이는 고객자산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적 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고객자산에 관한 연구의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향후 관련 연

구들에 있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연구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첫째, 표본의 다수가 기업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의 장기 고객들인데 거래

기간이 짧은 고객들을 더 많이 포함하여 연구 한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오프라인기업의 표본으로 대상으로 면세점 이용고객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서비스와 달리 해외출국자를 제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를 다른 서비스에 적용시키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므로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일반 서비스이용고객을 포함하여 측정한

다면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연구의 일반화적용가능성도 높일 수 있으

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는 고객자산을 측정함에 있어 개별 고객과의 관계 강화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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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못하였다. 기업의 마케팅활동 1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로 변화함에 따

라 개별고객과 기업은 신규고객에서 유지고객으로 나아가 충성고객으로 변화할

것인데 기업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강력 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기업에 기여

하는 바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따라서 마코브 체인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유

지율을 산출할 때 고객이 속해 있는 관계단계를 포함하여 측정한다면 고객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기업의 수익성을 예측하는데도 보다 유용

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객자산의 세 가지 요소를 고객의 설문에 근거해 측정하

였다. 그러나 마케팅적 접근법과 함께 실제 생애가치를 포함하여 측정한다면 고

색자산의 정의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고

객자산이 향상되었는지를 생애가치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더 많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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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Relationship Marketing Activities on Customer Equity Drivers

and Customer Behaviors

Cho, Sang-Lee
＊

For many firms, customers are their most valuable assets. This is a shift in

the interest of managers and researchers from a traditional focus on product

management to a more recent focus on customer management. And they

manage their customers with relationship marketing.

Despite the recent academic interest in the study of customer equity,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brand equity and limited relationship mediated variate

such as satisfaction, commitment and trust. This paper suggests customer

equity drives with mediated variate and examines how relationship marketing

can generate drives of customer equity and influence on customer behaviors.

The results are like this.

First, customer equity drives include value, brand and relationship equity and

they mediate between relationship marketing activities and customer behaviors.

Second, financial, social and structural activiti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repurchase, positive word of mouth, and cross purchase through customer

equity drives.

Third, this study tried to organize literature on customer equity

systematically. It will become the foundation of follow-up studies.

Key Words : relationship marketing activity, customer equity d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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