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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마케팅 성과모형 연구

이상호*, 김종배**

요 약
본 논문은 기업의 마케팅 캠페인 실행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 모델에 대한 연구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ERP, CRM, SCM 등 비즈니스 가치 사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를 마친 기업들은 마케팅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마케팅 기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많다. 특히 마케팅 프로세스

의 실행 단계인 캠페인 수행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연구 모델과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 마케팅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 모델 중에서 웹 분석, 소셜 분석,

개인 맞춤형 고객 관계 분석, 캠페인 실행 자동화, 실시간 캠페인 관리 등의 기법이 기업의 마케팅 캠페

인 실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A Study on Digital Marketing Model for Improving Campaign

Performance

Sang-Ho Lee*, Jong-Bae Kim**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research result of digital marketing model for improving enterprise marketing

campaign performance. Recently, the enterprises which had completed projects such as ERP, CRM,

and SCM for business value chain process transformation are working to improve enterprise

marketing process. It is the trend for enterprises to use digital marketing tactics to overcome the

limit of existing traditional marketing tactics. Especially, enterprises try to adopt digital marketing

for marketing campaign performance. In this paper, digital marketing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were establish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by marketing expert survey research. The research finding

is that Web Analytics, Social Analytics, Personalized CRM, Campaign execution automation,

Real-Time campaign management can be core influencers for marketing campaign performanc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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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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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기업 비즈니스 가치 사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표준화하고 리엔지니어링 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IT 관점에서는 ERP, CRM, SCM

등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뒷받

침 하였다. 이런 단계를 거친 기업들은 그 다음

단계로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사적 관

점에서 마케팅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하고 혁

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4,5,7].

마케팅을 매우 강조하는 사례로, 피터 드러커

는 비즈니스 기업은 마케팅과 혁신, 두 가지 기

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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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과 혁신만이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며, 나

머지 프로세스는 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비용(Cost) 이라고 하였다[8,11].

하지만 마케팅과 같은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

세스는 상대적으로 표준화 또는 자동화 적용이

적었던 분야이다. 마케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전사적 마케팅 관리 프레임워크에 기초

해서 마케팅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흩어져 있

는 마케팅 채널과 고객 정보들을 통합하고, 디지

털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아날로그 방식

의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들을 혁신하는 것이 필

요하다[16,9].

전사적 마케팅 관리
(Enterprise Marketing Management)

공급망
관리
( S u p p l y
C h a i n

Management)

전사적
정보처리

( E n t e r p r i s e
R e s o u r c e
Planning)

고객
관계관리

( C u s t o m e r
R e l a t i o n s h i p
Management)

기업 프로세스 가치 사슬

(그림 1) 전사적 마케팅 관리

과거 인사, 회계, 재고관리 등 부서별, 업무별

로 산재해 있던 MIS 시스템이 전사적 통합 시

스템인 ERP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처럼, 기업의

여러 부서 중 하나의 부서, 또는 프로세스 가치

사슬 중의 하나로 인식되던 마케팅 프로세스도

전사적 통합 관점으로 인식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의

전사적인 마케팅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지침으

로 전사적 마케팅 관리 (Enterprise Marketing

Management) 접근 방법과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기업의 마케팅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

하기 위해서는, ERP 프로젝트를 통해 전사적 IT

시스템을 통합했던 것처럼 전사적 마케팅 관리

관점에서 전사적 마케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6].

2. 관련연구

기존의 전통적, 인력 중심, 아날로그 방식 마

케팅 기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로

운 디지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마케팅 프로

세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연구와 프로젝트가 활

발하다.

먼저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에 대한 관련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디지털 마케팅 협회

(Digital Marketing Institute) 에서는 디지털 마

케팅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고객 확

보 및 기존 고객 유지 등 고객과 깊은 관계를

얻기 위한 목표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통합 커

뮤니케이션" 이라고 정의하였다[14].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광의의 개념으로는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디

지털 마케팅을 디지털 기술과 마케팅의 결합으

로 단순하게 정의한다.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미

디어, 컨텐츠, 캠페인 수행 방법을 디지털 기술

을 이용해서 마케팅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마케

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확장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

직접 고객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여 홍보하는

DM (Direct Mail) 캠페인 방식이 전자우편을 활

용하는 eDM 캠페인 방식으로 발전이 되었다.

eDM 방식도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지만, 여전히

개별 고객에 대한 통찰력 없이 일방적으로 메시

지를 발송하고 응답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보

면 과거 아날로그 방식과 성과 측면에서 별 차

이가 없다. 여기에 고객 반응 분석, 웹 로그 분

석, 분석에 따라 개별 고객의 욕구를 반영한 맟

춤형 컨텐츠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을 인력 작업

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 관리

툴을 통해서 자동화 하는 등의 디지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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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활용한다면 기업이 기존 마케팅 관리 방

식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다[15].

기업들은 웹 2.0 기술과 소셜 미디어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여러 디지

털 마케팅 기법 중에서 특히 마케팅 캠페인 실

행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로 범위를 좁혀

서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케팅 프로세스의 시장 조사, 기획, 설계 단

계에도 디지털 마케팅을 도입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특히 마케팅 프로세스의 최종 실행

단계인 캠페인 실행 과정에 더 정교한 디지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서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것이 기존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분야이고,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

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해서 마케팅 프로

세스의 최종 실행 단계인 마케팅 캠페인성과를

향상시키는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림 3) 마케팅 프로세스와 캠페인 관리

마케팅 캠페인은 고객 접점에 있는 통합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의 최종 실행 프로그램이다. 디

지털 마케팅 기술의 활용으로 기존 전통적인 아

날로그 마케팅보다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고

객에 다가갈 수 있게 되어 마케팅 성과를 높이

기 위해서 캠페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Jeffrey는 마케팅 캠페인 관리 프로세스를 캠

페인 선정, 캠페인 실행, 성과 관리, 그리고 다시

피드백 되는 연속적인 일련의 폐쇄된 순환 구조

로 정리하였다[10].

가트너 그룹에서는 기존 캠페인 관리와 달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캠페인 관리

(MCM, Marketing Campaign Management)의

특성으로 다음을 꼽았다. 예측 분석, 오퍼링 관

리, 캠페인 최적화 등 새로운 캠페인 분석 기법

과 이벤트 트리거링, 실시간 변화 관리 등 새로

운 캠페인 실행기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2,13].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문제를 도출

하기 위해서 2011년 5월부터 두 달간 마케팅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

하였다. 현재 기업에서 캠페인을 실행할 때 어떤

기술적 제약이 있는지와 디지털 마케팅을 이용

해서 실행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 관리 기

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1년 7월 7일 리츠 칼튼 호텔 그랜드볼룸에

서 개최된 “Digital Marketing 2011" 행사에 참

석한 500여명의 마케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재 캠페인 실행의 문제 영역과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개선 가능 영역에 대한 예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91명의 마케팅 전문가들로부터 설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3].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서 5가지 문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즉 현재 기업

마케팅 캠페인 수행에 있어서 웹 분석 (Web

Analytics), 소셜 미디어 채널 (Social Media

Channel), 실시간, 상호 작용 실행, 개인 맞춤형,

캠페인 실행 자동화 분야가 여러 제약으로 실행

이 어렵고, 디지털 마케팅 기법을 이용하여 보완

한다면 캠페인 실행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

로 조사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5가

지 문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마케팅 캠페인

실행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 통계적 설문 조사를 통해서 실

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2 연구 가설

본 논문 연구 모형은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하

여 캠페인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5가지 연구

문제 영역과 연관된 5개의 독립 변수가 마케팅

캠페인 실행 성과라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친

다는 가설에 근거해서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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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설 문

A.웹분석

A1. 캠페인이 실행되는 웹의 로그/

트래픽 분석이 중요하다

A2. 캠페인 웹 방문 고객의 행동성

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A3. 유입 고객 반응 패턴에 따라 적

절한 캠페인 오퍼링 제공이 중요하

다

A4. 테스트 캠페인 실행 후 고객 반

응율이 높은 캠페인을 선별한다.

B.실시간,

인터랙티

브 캠페인

관리

B1. (웹, 모바일 등) 온라인 고객 활

동 분석이 중요하다

B2. 고객 반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

는 것이 중요하다

B3. 웹 분석 결과를 바로 그 다음

캠페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C.개인별

맞춤형

캠페인

관리

C1. 개인별 맞춤형 캠페인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C2. 정확한 타켓팅이 중요하다

C3. 불필요한 고객접촉 횟수를 줄이

는 것이 중요하다

D.캠페인

자동화

관리툴

D1. 캠페인 프로세스 수행을 자동화

해야 한다.

D2. 전산실 도움 없이 마케팅 협업

에서 바로 캠페인을 관리하고 분석

할 수 있어야 한다.

D3. 사용하기 쉬운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

D4. 캠페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

어야 한다.

E.소셜

미디어

채널확장

E1. 캠페인 수행을 소셜 미디어 채

널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E2. 소셜 미디어 채널의 고객 분석

이 중요하다

E3.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한 고객

대응이 중요하다

<표 1> 가설 검증을 위한 설문 자료

(그림 4)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연구 가설

- H1. 통찰력 있는 분석(Analytics) 기능

웹 및 디지털 채널의 고객 활동 분석뿐 아니

라 입출금 내역 등의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데이

터웨어하우스의 전형적인 고객 분석까지, 고객과

접점이 형성되는 전 과정의 분석 기능을 제공하

여 캠페인 실행 성과를 향상시킨다.

- H2. 실시간, 상호 작용 (interactive)

온라인 고객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

객 반응에 바로 대응하며, 웹 분석 결과를 바로

다음 캠페인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비스니스 환

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H3. 개인 맞춤형 고객 접점 관리 기능

기존에 구축된 CRM 기능을 고도화해서 개인

화된 마케팅 캠페인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불

필요한 고객 접촉을 줄이고, 정확한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맞춤형 캠페인을 수행하

여 고객의 캠페인 반응율을 높여야 한다.

- H4. 마케터를 위한 캠페인 자동화 관리 툴

마케터가 IT 부서의 도움 없이 직접 수행 가

능한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여 마케터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마케팅 사이클 시간을 단축한다.

- H5. 소셜 미디어 채널 확장

캠페인 수행을 소셜 미디어로 확장해서 마케

팅 채널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고객에 대한 소셜

분석을 통해 캠페인성과를 향상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5가지 독립 변수가 마케

팅 캠페인성과를 높이는 데에 정(+)의 효과가 있

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통계 분석을 통해 실

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4.1. 설문 도출

본 논문의 연구 가설을 검증을 위해서 2011년

7월 예비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2012

년 1월부터 한 달간 마케팅 전문가 그룹과 함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다시 진행하여 5개의 독

립변수에 대한 설문을 도출하였다. 가트너 그룹

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캠페인 관리의

요인들[12,13]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17개의 설문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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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인원수 분포비율

금융 19 18%

제조 8 7%

유통 25 23%

정보서비스 15 14%

통신 13 12%

정부, 의료기관 11 10%

기타 17 16%
　 　 　

직무 분류 인원수 분포비율

관리직 28 26%

전문직 80 74%
　 　 　

직급 분류 인원수 분포비율

임원 7 6%

실장/부장 21 19%

차장/과장 38 35%

대리/주임 25 23%

사원 10 9%

기타 7 6%
　 　 　

성별 인원수 분포비율

남자 48 44%

여자 60 56%
　 　 　

전체 108 100%

<표 2> 설문조사 참가자 인구 통계 분포

4.2. 표본의 특성

본 논문은 디지털 마케팅 모델에 관한 연구이

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마케팅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 2012년 2월 8일에 개최된 “Digital

Marketing 2012" 행사에서 108명의 마케팅 전문

가들로부터 7점 척도를 이용한 본 설문 조사에

대한 답변서 결과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

가한 108명의 인구 통계적 분포는 다음 <표 2>

와 같다. 다양한 산업 분야, 직무, 직급 및 성별

의 마케팅 전문가들이 설문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신뢰성 및 타당성

연구 모델을 통해 제시된 5가지 독립변수에

대해 2번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1번의 예비

조사를 거쳐 보완된 17개 질문에 대해 본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한 조사 결과를 SPSS 최

신 버전 v.20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

다.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문 조사 결과

를 요인 분석을 통해서 변수들을 축소하고, 신뢰

분석을 통해서 신뢰도를 확인한 다음, 회귀 분석

을 통해서 가설 검증을 시도하였다.

<표 3> SPSS 요인분석 KMO 검정측도

17개의 질문들을 해당하는 변수들을 축소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3>의

KMO 측도를 확인하면 0.813으로 0.5 이상으로

나와서 표본의 적절성을 확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와서 요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PSS 요

인분석의 공통성 표를 확인하면 변수의 공통성이

0.515 - 0.800으로 모두 0.5 이상이므로 변수의 분

산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설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의 총분산표를 확

인하면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인 요인이 5개

가 추출 되었고, 추출된 5개의 요인들이 전체 입

력변수들이 가지는 총분산을 69.04% 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표 4> SPSS 요인분석 총분산표

연구 모델에서 사용한 독립 변수가 5개이므

로 17개의 설문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하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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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으로 축소될 것을 기대 하였는데, 설문

조사 결과가 5개의 요인으로 잘 축소가 되었다.

하지만 <표 1>의 설문 분류와 달리 B1, D4 두

개의 설문 항목이 다른 요인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B. 실시간 관리 질문인 B1 항목이 A.

웹 분석 요인에 포함이 되었고, D. 캠페인 자동

화 관리 질문인 D4 항목이 E. 소셜 미디어 채널

요인에 포함이 되었다. 온라인 고객 분석을 묻는

B1 질문은 실시간 관리 측면을 질문한 것인데,

질문 내용에 분석이 포함이 되어서인지 참가자

들의 응답은 웹 분석 요인으로 포함이 되었다.

캠페인성과 측정을 묻는 D4 항목에 대한 참가자

들의 응답은 소셜 미디어 채널과 같이 측정이

어려운 채널에 대해서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 채널 요인에

포함이 되었다.

요인 분석결과 재분류된 B1, D4 두 개의 설문

을 A, E 요인에 포함시킨 후에, 5개의 요인에

속한 입력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척도

화 분석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 작업을 하면,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 알파 값이 <표 5>에

서 보는 것처럼 모두 0.6 이상이므로 요인들은

신뢰성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 역 설문수 신뢰도

A. 웹 분석 5 0.816

B. 실시간, 인터랙티브 2 0.630

C. 개인 맞춤형 3 0.743

D. 캠페인 관리 자동화 3 0.712

E. 소셜 미디어 채널 4 0.841

<표 5> SPSS 척도화 신뢰도 분석 (Cronbach

알파값)

4.4. 가설 검증

디지털 마케팅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준비된 17개의 설문은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요

인을 잘 축소가 되었다. 5개 요인으로 축소된 독

립 변수들과 마케팅 캠페인성과에 관한 종속 변

수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

을 수행한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는데 사

용하는 통계량 F값은 16.062, 분산 분석의 유의

확률은 0.000, 결정 계수 R 제곱 값은 0.441 이

었다. <표 6> 회귀 분석 계수의 유의 확률을

살펴보면 유의 수준 0.01 기준에서 요인 A, E만

유의하고, 0.05 기준으로는 요인 B를 제외한 모

든 요인이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SPSS 회귀분석 계수 및 유의확률

그러므로 회귀 분석 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

은 44.1% 이며, 유의 수준 0.05에서 요인 B를 제

외한 모든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종속변

수인 마케팅 캠페인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서 <표 7>과 같이 가설을 검

증 하였다. 요인 B를 제외한 4개 변수만을 이용

해서 회귀 분석을 다시 수행하여 회귀식을 완성

하면, 마케팅 캠페인성과 = 0.366 x A + 0.382 x

E + 0.151 x C + 0.142 x D + 5.796 으로 정리

된다.

가설 검증 (유의 수준 0.05 기준) p 값
결

과

A. 웹분석을 활용한 기법이 마케팅 캠페

인성과에 정(+)의 유의한영향을 미친다
0.000

채

택

B. 실시간, 인터랙티브기법이 마케팅 캠

페인성과에 정(+)의 유의한영향을 미친

다

0.081
기

각

C. 개인별맞춤형캠페인 관리 기법이 마

케팅 캠페인성과에 정(+)의 유의한영향

을 미친다

0.022
채

택

D. 캠페인 자동화툴기법이 마케팅 캠페

인성과에 정(+)의 유의한영향을 미친다
0.030

채

택

E.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기법이 마

케팅 캠페인성과에 정(+)의 유의한영향

을 미친다

0.000
채

택

<표 7> SPSS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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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배

2002년: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6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4년～2006년: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겸임교수

2006년～현 재: 서울여자대학교 컴퓨터학부 겸임교수

2011년~현 재: 숭실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에이전트 시스템, 오픈소스 SW 등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캠페인 실행 성

과향상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연구 모델과 설문

조사를 통한 실증적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 기법 중에서 5가지 이슈 영

역을 선정하여 추출한 5개의 독립 변수들이 마

케팅 캠페인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설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표 7>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이

용해서 4개 요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

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소셜 미디어 채널 확장

(36.6%), 웹 분석 (35.1%), 개인 맞춤형 (14.5%),

캠페인 자동화(13.6%) 순으로 확인 되었다.

향후에는 실제 기업 마케팅 환경에 적용해서

필드 테스트 및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과 관련된 웹 분석, 소셜

분석, 소셜 미디어 등에 대한 확장된 연구가 필

요하다. 한국의 기업들이 디지털 마케팅 기법을

적용하여 마케팅 캠페인 실행 성과를 높이고, 나

아가 기업 성과를 높이는 데에 본 논문 결과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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