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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에서 비윤리 경영의 원인(배경)에 대한 고찰1)
김종배2)

기업의 경영 활동은 국가, 경제, 사회, 개인에 방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은 이들을
위해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해 요구 받는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이 포함된다. 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윤리 경영은 중요하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의 윤리는 그 특성상 더욱 주의가 요망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비윤리적 활동들
이 자주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분야의 비윤리적 활동이 발생하는 원인(배경)
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힘의 불균형, 모럴헤저드, 커뮤니케이션 역량, 주변
기업의 비윤리성, 느슨한 제재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의 발생 배경에 대한 이해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이의 효율적, 효과적 관리
방안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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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마케팅에서 윤리경영의 중요성
기업의 경영 활동은 국가, 경제, 사회 및 개인에게 방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기업은
본연의 수익 활동에 따른 경제적, 법적 책임 이외에도 사회적 안녕, 복지와 같은 폭넓은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해 자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
업은 사회를 위해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economic/legal/ethical/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을 다할 것을 요구 받는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윤
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이 포함된다(김종배, 2016).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활동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닌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해
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 ― Kotler and Lee(2015)
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윤리 경영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마케팅 분야에서의 윤리 경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첫째, 비윤리적 활동의 즉각적 치명성: 기업이 쇄
락하거나 또는 브랜드(brand)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예: 제품 품질
의 결함, 경쟁회사(제품)의 등장, 소비자 기호의 변화 등). 그런데 비윤리적 마케팅으로 인
해 소비자의 신뢰(trust) 또는 사랑(love)을 잃어도 기업 매출은 큰 타격을 받는다(Park et
al., 2016). 특히 오랜 기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였던 기업 또는 브랜드의 윤리 기반이 무
너지면 이의 회복은 더욱 어렵다. 윤리적 활동이 단기간 기업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
우는 드물지만, 비윤리적 활동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즉각적인 치명상
을 입히게 된다(예: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갑질 사태’,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보물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
서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소크라테스
둘째, 활동 대상의 광범위: 마케팅(marketing)은 시장(market)으로부터 비롯된 용어이다.
그런데 시장에는 수많은 활동 주체들이 존재한다. 2007년 미국 마케팅 학회(AMA,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는 다음과 같이 마케팅을 정의하였다: “마케팅이란 소비자, 고
객, 파트너, 사회에 가치 있는 제공물을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 기관들 및 과정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마케팅은 시장의 여
러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전방위적 활동이다. 즉 소비자, 중간상, 공급상,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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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 사회 등의 다양한 주체들과 직간접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은 사회의 여러 집단 및 계층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셋째, 활동의 가시성: 기업의 다른 활동(예: 인사 및 조직, 회계, 재무, 생산 등)에 비해
마케팅 활동은 외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다(예: 광고, 가격할인, 판매촉진, 유통
망, A/S 활동 등). 이러한 마케팅 활동의 공개성 및 가시성으로 인해 사회 및 일반 대중의
인식은 용이하다. 또한 언론은 기업의 윤리적 활동보다 비윤리적이거나 파렴치한 행위의
선정성 및 뉴스성을 선호하여 다룬다. 그리고 발달된 SNS 기술은 기업의 좋지 못한 소식
을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파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 위치한 테마파크 ‘스페이스 월드’는 2016년 11월 물고기
5,000여 마리를 넣은 아이스링크장을 공개했다. 테마파크 측은 “바다 위에서 스케이트
를 타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테마파크 측은 물고기 사체를 얼리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전대미문의 명소”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문제의 아이
스링크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잔인하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테마파크
측은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기획으로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게재했고
결국 문제의 아이스링크장은 영업을 중단했다. ― 참조: 국민일보, 2016년 11월 28일
넷째, 사내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구성원의 숫자는 많은 편
이다. 윤리경영은 마케팅 종사자의 자긍심을 유발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기업성과의 하락으로 연계된다.
∙조직에 대한 자긍심(pride)의 주요 원천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모두 탁월함이라는 공
통된 특성을 반영한다: 수익의 탁월함, 업무 처리 효율성의 탁월함, (유용성, 차별성,
품질 등) 제품의 탁월함, 그리고 도덕성의 탁월함. 사람들은 사업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선한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 David Sirota and Douglas Klein(2013)
이러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비윤리
적 사례들이 눈에 자주 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
윤리적 사례는 마케팅 활동이 다양한만큼 그에 비례해서 여러 분야에서 표출된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결함 또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 모르게 팔기도 하고, 정
상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기도 하며,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마음을 불편하
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허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고압적 자세로 소비자를 대하기도 한다. 기업의 마케팅 종사자에 대해선 열악한 업무환경,
부적절한 보상, 부당한 판매 지시 등을 행한다. 경쟁업체에 대해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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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쟁우위를 추구한다.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당한 납품가격, 불리한 대금
결제방법, 물건 떠넘기기, 일정 압박 등을 강요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공해물질의 배출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킨다.
본 고에서는 마케팅 분야의 비윤리적 경영이 왜 발생하는지, 즉 발생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하겠다. 이러한 고찰은 비록 엄밀
한 실증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 분야의 학술 연구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
마케팅의 실천을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마케팅에서의 비윤리 경영의 발생 배경
윤리(ethics)는 인간이 어떤 무리 속에서 서로 의존해 사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질서를
뜻한다. 즉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Brody, 1983;
Chouinard and Stanley, 2012).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윤리적 마케팅이란 마땅한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이 마케팅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것
이다. 규제 및 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은 당연히 포함되며, 또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소비자, 사회에 폐가 되는 행위 역시 비윤리적 마케팅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미국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가 흑인 바비인형의 가격을 백인 바비인형의 절반 수준으
로 깎아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백인 발레리나 바비 인형은 5.93달러에, 흑인 발레리
나 인형은 3달러에 나란히 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월마트는 봄 신상품 판매를 위한
재고 처리 차원에서 가격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월마트가 가격 책정이
함축하는 의미를 좀 더 주의깊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아동발달 전문가는
“가격 인하는 흑인 인형을 낮게 평가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며 “회사 측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긴 하지만 때때로 이런 일이 부차적인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참조: 연합뉴스, 2010년 3월 12일
마케팅 분야에서의 윤리성은 소비자 및 사회를 위해서뿐 아니라 기업 자신의 존속을 위
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비윤리적 활동이 발생
하는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04

윤리경영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29호)

김종배

1. 힘의 불균형
기업은 자신의 거래 상대방(예: 소비자, 기업 구성원, 협력업체, 또는 지역주민)에 비해
힘이 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힘이 센 기업들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기도 한다. 물론 힘이 세다고 반드시 비윤리적 활동을 하
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기업이 힘이 없다면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말
미암은 결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 함부로 비윤리적 행동을 하지는 않
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힘의 불균형은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은 된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은 2017년 4월, 자사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 이미 탑승한 승객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69)를 강제로 끌어내려 큰 비난을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오스카 무노즈 CEO는 사과문을 내놓긴 했지만, 직원을 두둔하며 “승객이
호전적이었다”고 말해 외려 거센 비판에 부닥쳤다. 또한 그 후에도 “이 사건으로 직원
을 해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 참조: 중앙
일보, 2017년 4월 19일
힘이 강한 사람 또는 집단이 좀 더 도덕적이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높다면 사회는 그
만큼 더 살기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힘과 도덕간에는 그러한 상관관계는 적은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철학자 칸트가 지적하였듯이 지적 능력이 도덕적 능력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순수이성(지식을 획득하게 하는 능력)과 실천이성(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반드시 서
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식이 많다고 하여 그것이 곧 삶의 윤리의식을 높
여준다고 볼 수는 없다. ― 칸트
배려는 힘과 능력이 더 많은 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감수
성, 공감 등의 노력이 전제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에서는 힘을 가진 계층일수록 감수성
이 떨어지고 또한 공감에 정성을 덜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감이 높아지면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은 떨어진다. 사회심리학자 Adam D. Galinsky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상사-부하 역할놀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권력감을 느낀 사
람들은 권력감이 낮았던 사람들에 비해 타인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
을 맞히는 공감 능력 과제 등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실험실에서 단 몇 분간 아
주 작은 권력감을 느끼게 했을 뿐인데도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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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는 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 타인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 불편하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의도했건 아니건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 참조: 중앙일보,
2017년 10월 2일.

2. 모럴해저드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란 기업, 공공기관 등의 조직간에 있어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 정보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
하는 걸 뜻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구매자가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하자의 내용을 숨기고 좋은 점
만 부각시켜 판매한다.
기업과 소비자(또는 유통업자, 공급업자)간의 관계에서 보자면, 기업은 여러 면에서 거
래 상대방에 비해 정보가 앞서 있다. 즉 더 많은, 양질의, 신속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모
럴해저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기업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합당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기거나 또는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희
생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비윤리적 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것이란 정보, 상대방이 이
를 알아차리더라도 여기에 합당한 대응 및 보복이 쉽지 못할 것이란 정보 역시 기업을 모
럴해저드에 빠뜨린다.

3.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일반적으로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큰 편이다.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가도
많고, 이에 대한 경험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 기
업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창출하기도 하고 또한 매출 증대에도 활용한다. 커뮤니케이
션 역량을 올바로 활용한다면 기업, 소비자 및 사회에 모두 순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다(안
광호 등, 2014). 그렇지만 기업의 비윤리적 활동을 감추거나 또는 변명하는데 잘못 활용한
다면, 이러한 능력은 비윤리적 활동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최근의 SNS 기술은 기업의 힘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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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견해가 많다. 그렇지만 기업 역시 SNS를 활용하고 있고 그 능력은 개인의 능력을
상회한다. 결국 기업은 은밀하게 시장에서의 정보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다.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성 댓글을 임의로
삭제해온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014년 한 해에, 11번가는
3257건, 옥션은602건, G마켓은 501건 등 총 4360건의 구매후기(상품평)를 삭제한 것으
로 나타났다. 삭제된 상품평은 주로 제품에 대한 항의성 댓글이나 불만성 구매후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상품 구매후기에서는 제품에 대한 불만족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들이 구매후기 삭제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삭제의 근거가 되는 ‘부적절’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 참조: 뉴시스,
2015년 7월 7일

4. 주변 기업의 비윤리성
동일 업계에 속한 기업들 대부분이 윤리를 준수한다면 어떤 특정 기업이 이를 깨뜨리고
비윤리적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다(참조: ‘Broken Windows’ - Wilson and Kelling, 1982).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이 윤리성을 저버린다면, 어떤 하나의 기업만이 윤리 경영을 고수하
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비용, 시간, 노력이 더 드는 편이다. 예를 들어,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생각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포장을 만들고 제조 공정을 설계한다면, 제품원가의 비중
은 올라가고 신제품 개발속도는 더디게 된다. 또한 식품 및 의류의 재료를 유기농으로 바
꾸면 제품 하나당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참조: Chouinard and Stanley, 2012). 이와 같이
윤리적인 행동의 고수는 어떤 하나의 기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윤리적 제반 사항을
지키려면 속도감이 떨어지고 원가부담은 늘어난다. 한편 이를 무시한 경쟁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한다면, 어떤 기업도 윤리
경영을 고지식하게 고수하기는 어렵다. 모든 기업들이 윤리보다는 수익성을 먼저 추구하게
된다면 환경, 안전, 규칙 등은 무너질 것이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 갈 때, 모두 천천히 걸으면 그대로 걸어간 순서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먹기 위해 뛰기 시작하면 모두가 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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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아프리카의 속담)”라는 말처럼 어떤 하나의 기
업이 윤리적 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주변의 기업들 모두가 윤리적이어야 한다. 수단방법
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경쟁 사회, 경기불황으로 기회가 제한된 사회 등에서 윤리 경영은
그만큼 어렵다.

5. 느슨한 제재망
주가조작, 회계정보의 고의 누락, 노조탄압, 불량품 제조 등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법 조
항, 그리고 강력한 견제 집단이 존재하기에 재무, 회계, 인사, 생산 등의 분야에서는 비교
적 처벌 및 제재가 엄격하다. 이에 비해 마케팅에서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은 무른 편이다. 마케팅 활동의 내용은 무척 다양하고 새로운 변화가 많기에 이를 사전에
규제할 방법이 많지 않고 또한 성문화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많다. 이러한 느슨한 사회적
제재 시스템이 기업의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을 방조할 가능성이 있다.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분화하고, 성장하는 학문입니다. 1960년대에 통용
됐던 마케팅 이론을 결코 오늘날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필립 코틀러 교수와의 인터
뷰(조선일보, 2007년 8월 11일).
소비자 의식과 행동 역시 기업의 윤리적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와 기업은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어울리는 행동방식을 형성해 나간다. 예를 들어, 기업의 비
윤리적 행태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는 소비자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기업도 이에 준해서 윤
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금방 잊거나 또는 개인적 이득만을 취하는 소비
자들의 비중이 큰 사회의 경우에는 기업도 소비자들을 만만히 보고 행동하게 된다.
∙폴크스바겐이 ‘디젤게이트’ 등의 여파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실적 부진을 겪
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빠르게 판매가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서는 무성
의한 대응으로 리콜 계획을 3번이나 퇴짜 맞았지만, 독일과 미국에서는 고객에 보상
을 약속하거나 순조롭게 리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국내시장에 대한
홀대는 이러한 배출가스 조작사건에도 불구하고 할인만해주면 매장에 달려가 폭스바
겐 디젤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 참
조: 연합뉴스, 2016년 6월 9일
∙1970년대 분유제조업의 강자였던 네슬레는 아프리카에도 분유를 팔려고 하였다. 당시
아프리카 여성들은 대부분 모유를 먹이고 있었으나, 네슬레는 모유보다 분유가 낫다
는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에서는 건강하고 예쁜 아기들을 모델로 내세우고, 네슬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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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는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다고 하였다. 무료샘플과 광고 등에 영향을 받은 아프리
카 여성들은 모유대신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분유에는 모유에만 있는 항체
가 없기에 아기들 건강에 해롭다. 더구나 비싼 분유값 때문에 아기들은 충분히 먹지
도 못하였다. 여기에 더해 강에서 퍼온 오염된 물에 분유를 타서 먹이는 일까지도 있
었다. 그 결과 수천명의 아기가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대한 거센 항의가 있었지만 네슬레는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러
한 사실에 분노한 전세계 소비자들이 네슬레 분유뿐 아니라 네슬레의 모든 제품에 대
한 불매운동을 벌이자, 결국 세계 최대의 식품업체인 네슬레는 기존의 마케팅 전략을
바꿨다. ― 참조: 오마이뉴스, 2008년 6월 26일.

Ⅲ. 결론 및 토의
본 고에서는 기업에서의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의 발생 배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향후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내용 및 연구과제를 제시하겠다.
첫째, 여기서는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의 발생배경 요인으로 다섯가지를 거론하였다. 물
론 이러한 요인들 이외의 것들도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포괄적 규명이 요구된다. 예컨대,
조직 차원의 특성과 관련하여, 조직의 윤리적 가치(corporate ethical values)는 윤리적 마
케팅 행동의 원인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한편 요인에 대한 추가적
인 규명 이외에도 요인들 각각의 특성, 그리고 요인들간의 제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어떤 발생배경(원인)이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가?
▶ 제품, 기업, 산업, 나라별로 이러한 발생배경이 작동하는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
▶ 발생배경 요인들간의 위계 관계 또는 선후 관계는 없는가?
둘째, 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의 원인 요소를 보다 포괄적으
로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인 요소를 그 성격에 따라 구조화하여 제
시하는 노력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구조화의 한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 차원(Societal
Level), 산업 차원(Industrial Level), 조직 차원(Organizational Level), 조직의 개인 구성원
차원(Individual Level) 등으로 레벨을 나누어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
원으로 원인을 분류한다면, 본 고에서 제시된 힘의 불균형, 주변 기업의 비윤리성은 ‘산업
차원’, 모럴 해저드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조직 차원’, 느슨한 제재망은 ‘사회적 법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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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은 보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중심으로 한 설
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구조적인 분류 틀은 좀 더 많은 원인 요소를 추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현상 및 결과 요인 등, 비윤리적 마케팅 행동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추후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마케팅에서의 윤리경영, 그리고 비윤리경영이 발현되는 양상은 다르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윤리적 활동을 일으키는 원인과 비윤리적 활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공통점도 있
지만 상이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윤리 및 비윤리 활동 모두는 기업이 수익창출, 이윤확
대, 생존 및 성장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철학적 배경, 윤리적 가
치관, 진행 메커니즘 등은 전혀 다르다. 또한 윤리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인 활동을 그저 하지 않는
다고 해서 이를 윤리적인 기업이라고도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늘은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니 음식 값은 절반만 받겠습니다.” “최근에 재료비가 절
감되었기에 제품가격을 인하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벌이는 기업
은 윤리적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를 하지 않는 기업을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윤리, 비윤리간의 공통점 및 상이점에 대한 지식이 규명되면 될수록 이를 좀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다루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넷째, 여기서는 마케팅 분야에서의 비윤리 경영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서 특히 전반적
배경(여건, 토양)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의 발생 원인에는 이
러한 배경 이외에도 동기, 계기, 이유 등의 차원이 존재한다. 즉 ‘어떤 하나의 행동이 발생
하는 원인’은 동기, 계기, 이유, 배경(여건, 토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불이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으로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들이 말랐고 낙
엽이 쌓여 있다는 점(배경), 여기에 누군가 담배꽁초가 던져졌다는 점(계기), 소방서가
멀어서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콜
라를 구입하였다면, 그 원인으로 오랜 시간 갈증 상태였다는 점(배경), 길을 걷다가
△△자동판매기를 발견했다는 점(계기), 최근 TV광고를 통해 △△콜라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는 점(이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어떤 배경(여건)이 갖춰졌더라도 이를 촉발하거나 진척시키는데 관련된 계
기, 동기, 이유 등이 없다면 비윤리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
라서 비윤리적 행동이란 어떤 특정 결과의 통제를 위해서는 배경(여건)뿐 아니라, 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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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기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동기, 계기, 이유, 배경(여건, 토양)
등에 대한 전반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이의 관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동기, 계기, 이유, 배경 중에서 어떤 원인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가?
▶ 동기, 계기, 이유, 배경 등에 대한 통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 제품, 기업, 산업, 나라별로 어떤 것을 통제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가?
다섯째, 마케팅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활동의 원인은 기업 경영의 다른 분야(예:
재무, 회계, 생산, 인사 등)에서의 원인과는 다를 수 있다.
∙생산에서는 원가절감, 생산효율성 등과 관련된 비윤리 활동이 발생한다면, 마케팅에서
는 매출증대, 시장점유율 확보 등의 원인에서 비윤리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활동의 원인은 모두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버리고, 특정
기능 분야별 고유한 원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 고유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의 발생 배경은 한국적 정서, 기업구조, 산업/경제/기술적 환경 등이 고려될
때, 좀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즉 자기 삶을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선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열심
인 사람을 사회가 인정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름난 사람만 알아준다. 사람들이 자
기 일에서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에는 도제 전통이 남아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존중받는 문화가 있다. 우리처럼 전부 다 감투만 좋아
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성립 안 된다. 본 고에서는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의 원인 중에서 특히 발생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마케팅 분야에서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비윤리적 활동을 축소 또는 제거하려면
이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물론 원인만을 이해해서는 부족하다. 마케팅의 비윤
리적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윤리적 마케팅 활
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의 현황(지역별, 시기별, 산업별 등), 비윤리
적 활동의 범주,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의 영향력, 비윤리적 활동에 대한 관리방안 등. 이러
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입체적이면서도 총괄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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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될 것이다.
마케팅 책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마케팅을 잘 하는 방법, 성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경쟁사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마케팅을 배우기 보다는,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소비자, 고객,
파트너, 사회, 국가를 위해 올바른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국의 프로축구팀 맨유는 “그저 축구를 잘하는 팀”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을 주는 팀, 지구촌 모두가 응원하는 팀”이 되고자 하였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가지는 팀이 되었다고 한다. 우수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우승도 많이 한 야구팀
보다 롯데, 한화에 더 많은 열성팬이 있는 이유는 이들 팀의 개성 또는 사람들의 마
음에 자리잡은 좋은 포지셔닝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업의 최고 목표인 이익은 나쁜 이익과 좋은 이익으로 구분된다. 고객과의 관계를
희생해가며 얻은 이익은 나쁜 이익이다.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대부분은 좋은
이익과 나쁜 이익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좋은 이익을 내는 기업의 고객은 친구
나 동료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한다. ― Frederick F.
Reichheld (Bain & Company, 로열티 경영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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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uses (Background) of Unethical
*
Marketing Activity
1)

**

Jongbae Kim

Business activities vastly influence country, economy, society and individual. Thus,
companie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economic/legal/philanthropic/ethical
responsibility. In this resp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volves ethical
responsibility. Ethical business activity is crucial in all fields of a company. However,
it ought to pay special attention to ethics in marketing area due to its traits.
Unfortunately, when examining the present state of marketing practices, unethical
behaviors are frequently found.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uses (background) of
unethical marketing activity. Unbalance of power, moral hazar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apability, unethical behaviors of competitors, and loose sanction are
considered such causes. Ethical mind and behaviors in marketing are more likely to
be strengthened when the causes (background) of unethical marketing activity are
clearly understood and carefully managed. Most managers want their organizations
to be ethical, but not all of them are aware of how to attain that goal. Those
organizations that can accurately identify, assess, and manage the causes inherent in
unethical marketing activity are likely to gain important management solutions as
well as competitive advantages.
Key words: Marketing, Ethic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Causes
of Unethical Market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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