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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해와 고객 여정 (Customer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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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모든 채널을 장악한 디지털 광고…그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고객 이해와 고객 여정 (Customer Journey) – 시나리오 1 :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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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드림포스
가는데, 날씨도

모르겠고, 편하게
주구장창 입을 옷

없을까?

도심 속 신선한
공기와 함께

건강을 챙기는
멋진 당신!!



고객 이해와 고객 여정 (Customer Journey) – 시나리오 2 : 고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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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마케팅 행사도
있고, 가을에 입을

만한 것 없나



고객 이해와 고객 여정 (Customer Journey) – 시나리오 3 : 완벽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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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 이어 경쟁사인 B사의 제품도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군…

네이버,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본 후 제품을 구매하고, 
회원가입을 이후에 하니, 상품을 모두 산 후 쿠폰을 두
개나 받았네..앗!! 타이밍..

구매한 이후에는 동일 광고가 나오지 않거나, 
나의 다음 행동에 맞는 광고가 나와야
하는게 아닐까?

“우와! 가입만 해도 이렇게 많은
쿠폰을…But, 정작 당장 쓸 쿠폰은
없네..”

1

2

3

4

PwC CX Research



고객 이해와 고객 여정 (Customer Journey)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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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 이어 경쟁사인 B사의 제품도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군…

네이버,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본 후 제품을 구매하고, 
회원가입을 이후에 하니, 상품을 모두 산 후 쿠폰을 두
개나 받았네..앗!! 타이밍..

구매한 이후에는 동일 광고가 나오지 않거나, 
나의 다음 행동에 맞는 광고가 나와야
하는게 아닐까?

“우와! 가입만 해도 이렇게 많은
쿠폰을…But, 정작 당장 쓸 쿠폰은
없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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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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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비식별 행동정보 기반
광고는 고객 여정과 접점

관점에서는 “뒷북”일 수 밖에
없기에 선행적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 채널과 내부 시스템간
연계가 없이는 구매 여부 및
구매 상품을 바탕으로 한

상세한 추가 캠페인 설계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SNS, 광고채널, 포탈, 
웹기사, 볼로그, 메신저까지

복잡한 고객접점과 여정
정보를 포괄하여 담아야, 

Right Time, Right Channel, 
Right Context 기반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고객여정”은
외부세상에서의 광고에서

시작하여
내부 사이트/매장에서의

경험과 구매 이후의 관계(문의, 

배송, AS 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역입니다.

PwC CX Research



왜 지금 DDM인가?



[동인 1] 제품  고객 중심

9 9

준비된
상품/서비스 고객 고객

상품/
서비스

생태계
부가

서비스

Needs

Push 형 Awareness가 중요
ATL(4대 매체 광고) 효과 高

제품 중심 시장 고객 중심 시장

고객 니즈와 기업 서비스간 Fit이 중요
개인화/세분화된 고객을 찾아,

적기(Time, Context)에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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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2] 디지털 기술의 발달

복잡한
고객
여정

다양한 맥락과 니즈를 가진 고객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예측 어려움

광고
클릭

소셜
탐색

웹
방문

회원
가입

가격
비교

지불

웹
방문

App 
설치챗봇

상담

구매 리뷰
탐색

구독
이용

구독
이용

마케팅
업무

영역별
Data

& 
Tech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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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3] Data & Tech 분야의 급변

마케팅 채널&방식 진화

디지털 타겟
광고/이메일

모바일 광고
및 메시징

실시간 및
자동화

D
at

a
 진

화

외부 데이터
(3rd party data)

내부&제휴 데이터
(1st 2nd party data)

데이터 결합/확대
(1st+2nd+3rd+0+IoT..)

1

2

3

3

And Then?

• 광고 타겟팅 및 사용자 추적

제한(앱 추적 투명성)

• 고객 Data 업무 활용 증대, 

Single View 구성 노력

• 메타버스 관련 1억 달러 투자

계획

• 쿠키정보 사용 제한, AR / VR

관련 조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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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4] 고객과 기술의 결합

고정 스케쥴 &
아웃바운드 캠페인

Mass&Group
Segment

채널별 마케팅
실행

일/주/월 단위, 기업이 필요시

정확한 타겟과 RTB* 통한
비용대비 노출과 클릭 증대

From… To…

고객 행동과 조건에 따른
반응형 관계 Reactive Engagement

Micro targeting ~ Individual 
Persona

신규 디지털 채널 확대에 따른
고객 관점의 채널 역할 정의 및 여정 연계

Near Real-Time 단위, 고객이 필요시

Single View와 실시간 측정으로
고객 행동 예측 및 의도 이해

캠페인/
콘텐츠

타겟

채널

주기

목표

Email 광고 SMS

RTB : Real Time Bidding, 디지털 광고 노출을 위한 경매 시스템



Case로 보는
DDM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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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Modern Marketing 핵심 기반

Customer Experience

비즈니스 가치

매출화 Growth 효율화 Efficiency

[ Capabilities ]

인사이트 기반
고객이해/전략도출

채널 연계
마케팅 실행

마케팅 성과
측정/평가

고객경험
개인화

고객向Creative 
컨텐츠 제작

Customer-Centric
Data Management

Agile Way of 
Working

Data
Scientist

Data &
IT System

[ Data Foundation ]

Marketing Value Chain

상품개발/관리 Pricing 유통/배포 캠페인/프로모션 성과고객 정보 세일즈/서비스

데이터
활용 확대

마케팅
기능

고도화

고객경험
강화

비즈니스
가치

극대화

인지 탐색 고려 구매 재구매
고객여정

광고유입
(ATL, 디지털광고)

Nurturing
(디지털 퍼포먼스)

Relationship
(멤버십, 서비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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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Modern Marketing 핵심 기반

Customer Experience

비즈니스 가치

매출화 Growth 효율화 Efficiency

[ Capabilities ]

인사이트 기반
고객이해/전략도출

채널 연계
마케팅 실행

마케팅 성과
측정/평가

고객경험
개인화

고객向Creative 
컨텐츠 제작

Customer-Centric
Data Management

Agile Way of 
Working

Data
Scientist

Data &
IT System

[ Data Foundation ]

Marketing Value Chain

상품개발/관리 Pricing 유통/배포 캠페인/프로모션 성과고객 정보 세일즈/서비스

데이터
활용 확대

마케팅
기능

고도화

고객경험
강화

비즈니스
가치

극대화

인지 탐색 고려 구매 재구매
고객여정

광고유입
(ATL, 디지털광고)

Nurturing
(디지털 퍼포먼스)

Relationship
(멤버십, 서비스, 구독)

Build value
디지털로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기 위하여, 
업무와 프로세스, 
조직과 부서 기능, 
기술/인프라와 역량 관점의
디지털 마케팅 실행체계를 수립

Create something 
memorable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 중심 여정＂전반을
재점검하고 차별화를 추구

Make it real
이론적인 CRM, 마케팅을 넘어, 
실제적인 가치 제공이 가능한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 고객 여정"에 따른
지속적인 신기술 확장에 주력

T

B
BUSINESS

TECHNOLOGY

X
EXPERIENCE

2

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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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Case 1-1] Hospitality

별도로 운영되던 다양한 고객 채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명의 고객이
브랜드 호텔 내 어디서든 동일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고객정보” 기반
마케팅 서비스를 기획함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라!!”

KEY IMPERATIVES

● 1명의 고객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여정 정보를 수집/통합하라

● 마케팅, 세일즈, 프론트 서비스 각 업무
영역별로 필요한 고객 정보는 무엇인지
정의하라

● 마케팅과 세일즈가 하나의 업무로
동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전국의 각
호텔 법인별로 분산 운영되던 모든
고객정보를 통합하여 고객 중심의 일관된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서울의 VIP고객이 부산에서는 신규 고객..”

PROBLEM

• 방대한 기존 운영시스템과
채널과의 연결이 어려워 고객
접점 채널이 각 법인별, 부서별로
개별 운영 됨

• 고객은 여러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호텔마다 기존
고객의 활동 정보를 알 수 없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함

PERSPECTIVE

• 방대한 양의 고객 정보 통합으로 마케팅부서
뿐만 아니라 영업, Front Desk 등 필요한
부서에서도 고객 이해가 가능해짐

• Mass 마케팅이 아닌, 마케터가 기획한
의도대로 고객을 파악하고, Segment화하여, 
고객 특성 별 마케팅이 가능해짐

• 통합고객정보+캠페인반응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차/3차 신규 상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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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Case 1-2] Duty-Free

DFS Strategy Statement:  
“To provide travelers with a consistent, seamless, personalized journey anywhere in 
the world through a data driven and timely omni-channel experience."

“Re-imagining 
Travel Retail (RTR)””

KEY IMPERATIVES

● 마케팅, 멤버십, 매장 직원의 응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라

● 주요 고객은 여행을 자주 하는
고객이므로, 이들이 세계 어디로
여행하든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고객 여정을 설계하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통해, 
전세계 14개국 매장 어디서나 연결되는
DFS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함

PROBLEM

•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연관성
높은 프로모션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 기존 시스템 한계로 마케팅
매뉴얼 작업이 많아 개인화된
마케팅을 멀티채널 형태로
수행이 불가능함

• 중국고객 특성에 맞는 마케팅
채널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음

PERSPECTIVE

• 중국고객 맞춤의 문자, 이메일, WeChat솔루션과
세일즈포스를 연동하여 추가적인 고객 정보 확보
가능해짐

• 각 채널별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마케팅
의사결정 및 전략 실행이 가능해짐

• 멤버십 회원 가입과 연동된 Onboarding 
Journey를 통해 재구매유도, 개인화, 유지
자동화가 시스템을 통해 처리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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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Case 2] Automotive

PROBLEM

• 수십년간 매출신장 및
해외진출을 진행해 왔으나, 
제대로 된 고객정보를 갖추고
있지 못함

• 딜러십 상담정보, 구매계약 정보, 
서비스센터 정보가 각기
관리되어, 1명의 고객은 수십
군데의 부서 정보로 분산되어
관리됨

PERSPECTIVE

분산된 고객정보 통합을 통해 고객
Needs와 Pain Point 이해기반 관계
관리가 가능해짐

- 마케팅: 정확도 높은 타겟 고객 관리
- 세일즈: 마케팅 과정에서의 관심 정보

기반 상세 상담
- 서비스: 고객의 방문이력, 정비사항, 

에로사항 기반 추가 응대 등

중장기 고객경험 혁신 계획에 따라, 글로벌 표준 기반 각 국가별 확산을 추진하되, 
국가별 법인별 파트너사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체계도 동시에 고려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업무를 고객중심으로

연결하라 ”

KEY IMPERATIVES

● 분산된 고객여정을 연결하라
(수평적 연결)

● 분산된 부서업무를 연결하라
(수직적 연결)

● 각 국가, 각 법인, 각 딜러십 등
시장 및 조직의 환경을 고려하라
- 글로벌/권역 별 표준과 단계별 확산

글로벌 각 법인, 본사와 딜러십 등
고객접점 개별로 관리되던 정보를
통합하고, 고객의 만남부터 구매, 자동차
구매, 이후 AS까지 포괄하는 고객 여정을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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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Case 3] CPG

PROBLEM

• 오프라인 중심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마케팅으로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 최근 도입된 온라인과 기존
오프라인을 결합한 옴니채널
기반 고객 여정을 고민함

PERSPECTIVE

• 디지털 마케팅 실행을 위한 기술, 업무, 
조직 관점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시나리오 Pool기반 성공 Case를
확보하여 고객 이해 기반 점진적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회사에 맞는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우선 실행하고,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함

온프라인과 온라인의 고객 정보를 통합하여 고객 이해도 기반 맞춤 마케팅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함

“고객 이해기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KEY IMPERATIVES

● 오프라인 식자재 고객을 이해하라

● 신규 오픈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채널을 연계하라

● 고객과 고객의 관심 상품을 이해하여
고객 맞춤 경험을 제공하라

전통적인 식품제조사의 B2B/B2C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위하여 일차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여, 고객 이해
기반 고객 소통을 추구 함

한식고객

양식고객

중식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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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Case 4] Rent a car

PROBLEM

• 각 채널별로 고객정보가 분산
수집/관리/운영되고 있음

• 각 서비스 채널별 고객 응대로
고객의 Long-Term Value와
관계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방대한 양의 IoT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를 고객
정보와 연결하여 활용하지 못함

PERSPECTIVE

• 단계별 어프로치를 통해 1단계
통합고객DB를 구축하고, 마케팅 및
세일즈 측면의 활용 Case를 발굴함

• 통합고객DB를 통해 고객 이해 작업 후
2단계 추가 정보(자동차 IoT 기반
정보)를 결합하여, 고객이해도를 높임

• 3단계 수집/통합된 고객 및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넘어
비즈니스 활용을 모색함

소유에서 이용 중심으로…고객이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Crate a Better Life”를 지향하자!!

“고객Data-차량Data-
서비스 결합으로
여정을 완성하라”

KEY IMPERATIVES

● B2C 전 채널 상의 고객을 구분하고, 
통합된 Single View로 이해하자

● 수집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Value를 창출하라

● 잠재고객-구매고객-이용고객별 특성을
파악하고 서비스로 차별화를 추구하라

렌탈 방식의 신차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 
단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 신차 구매
후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등

이 모든 고객 정보를 차량 DATA와
결합하여 고객 중심 서비스를 발굴



마치며…
디지털 마케팅 공식



Today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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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과 고객 여정

연결성

고객과 우리 회사의 연결

우리 업무와 디지털 기술의 연결

고객관점 마케팅-세일즈-서비스 연결



[공식1] 서비스/제품력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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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고객에게 Fit한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과 고객이 지속적으로 관계 맞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목적임마케팅의 시작은 고객의 이해

고객이해 고객만족 재구매 충성도
상승

기업매출
상승기업투자더 좋은 경험고객만족

MVP
(minimum valuable 
product)

루틴을 만들어 익숙하게 하면, 
체류시간과 객단가가 늘어난다



[공식2] 고객여정은 만남부터 구매이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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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여정 매순간 고객과 Fit해야 한다.

첫 방문
느낌

매장/
사이트
분위기

서비스/
제품
품질

편리/
응대/
청결/
트렌디

재방문

입소문만족 진성
고객

X X X

80점 90점 50점X X X

인지 탐색 고려 구매 재구매

광고유입
(ATL, 디지털광고)

Nurturing
(디지털 퍼포먼스)

Relationship
(멤버십, 서비스, 구독)

상품광고를 보고 클릭을
했는데, 전체 상품 소개
페이지가 나오네…
[랜딩 페이지 Miss]

자사몰이 포탈보다 더
비싼데, 왜 여기서
사야하지?
[자사몰 혜택 부각 Miss]

저렴해서 샀는데, 
배송료가 더 나오고, 
문의할 곳은 없네…
[내부 마케팅 및
서비스 연계 Miss]



성과 모니터링과
피드백 (A/B결과)

[공식3] 매출화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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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매출) = 잠재고객 수 X  전환율 X  객단가

Awareness Interest Buy & User

• 브랜드 광고
• 제품 광고
• 디지털 광고

- 인플루언서 광고
- 블로그 광고
- 유튜브 광고
- SNS 광고

• 매장 방문
• 온라인 사이트 방문
• 모바일 방문
• 제휴사 방문

- 포탈사이트 등

• 제품/서비스 Fit
• 재방문/재구매
• 멤버십

컨텐츠
(right creative)

매체
(right media)

고객 상황
(right context)X X

우리회사와 고객의 Fit은 다음 매출화 공식의 여러 조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
(같은 캠페인도 시장, 고객, 제품, 회사 브랜드 및 이미지, 시기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남) 

지속적인 A/B테스트 통한 역량 내재화 필요



PwC컨설팅 Customer 본부

• 100명+의 각 분야 전문 컨설턴트

• 글로벌 157개 국가 네트워크망

• 글로벌 디지털 전략 컨설팅 서비스 #1 그룹(Leader)(2021 IDC 평가)

디지털 고객 전략디지털 고객 전략 혁신과 운영혁신과 운영 Tech 전환과 도입Tech 전환과 도입

고객 경험
전략 및 설계

CX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플랫폼
전략

디지털서비스 / 
채널 기획

CX 운영 모델
설계

고객 분석 및
개인화 방안 수립

디지털마케팅
Managed Service

CX 업무 프로세스
설계 / 개선 UI / UX 설계

디지털 역량
진단 및 개선

글로벌 롤아웃 및
운영

신규 플랫폼 도입
관리 솔루션 구축 PMO

Data 분석과
모델링

세일즈포스 구축
및 운영 체계

신기술 검증 및
Masterplan수립

Data 및 디지털
거버넌스 수립

디지털 마케팅 End to End 서비스 오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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