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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고객만족과 기업 수익성 및 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 주 목적이다. 관계에 있어서 조절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시

장의 경쟁도나 기업이 처한 산업의 특수적인 성격(변동성 및 위험도)을

고려하여 페널 데이터 분석 모형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전환 역할을 하는 고객 만족도는 경쟁도가 높은 산업에 놓

인 기업일수록 고객 만족도가 기업 수익성과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변동성이 내재적으로 높은 기업인 경

우에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기업의 수익성과 가치에도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재(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상대적 만족도 개념을 참고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 만족도는 기업의 수익성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업 가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절 변수 중 시장 경쟁도 만이 유의한 변수로서 확인되었

다.

주요어 : 고객 만족, 재무적 성과, 기업 가치, 산업 변동성, 경쟁 정도

학 번 : 2017-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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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고객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기업의 성과와 관련해 보다 객관적

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지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미

국에서는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ACSI(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이용하여 재무 지표 및 기업 가치에 고객 만족도

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Gruca and Rego 2005).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궁극적인 이유로 기업의 가치 혹은 재무

성과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유재, 이청림 2006). 고객

만족이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

듯이, 많은 기업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이 처한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 깊게 다루지 않았던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즉, 만족도의 수준 및 경제 환경적 특성

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 환경적 변수 중에서 경쟁 정도와 산업의

변동성 등을 중심으로 고객 만족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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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연구

제 1절 고객 만족 형성 이론

고객 만족도의 효과를 측정하고 고객 만족도의 가치를 판단하기에 앞서

고객 만족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선재 되어야만 고객 만족

도가 단순한 고객의 만족/불만족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만족이란 개념은 대상과의 비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적정 수준

을 넘어선다면 만족이 발생하고 넘지 못한다면 불만족이 발생한다.

만족이라는 개념적 의의에 연장선상으로 고객 만족도가 형성되는 과정

을 가장 많이 설명한 이론은 Oliver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1980)’이다.

본 이론은 고객이 사전에 기대한 정도와 성과 간의 불일치에 의해 만족/

불만족이 발생한다고 본다.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성과가 높으면 긍정적

불일치가 발생하여 만족이 일어난다고 보고, 성과보다 낮으면 부정적 불

일치가 발생하여 불만족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지적, 감정적 충족반응으로서도 보고 있다.

제품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객관적

으로 제품 성과에 대한 판단이 제한적일 때는 사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

와 더불어 타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제품에 대한 이해

도가 낮아 타인이 제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평가

보다 타인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개인의 수준에

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준거 집단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 긍정적/부정

적 불일치가 발생한다 (Ratneshwa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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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된 이론들은 소비자들이 사전에 제품/서비스에 대해서 예측

을 하고 기대에 의해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소비자의

과거 경험이나 유사 경험 또한 소비자의 기대가 형성되는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유사 경험은 소비자가 사용했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

해서 사전적으로 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광고나 촉진활동으

로부터 영향을 받아 소비자의 기대를 형성하여 기대와 실제 성과와의 불

일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관계마케팅, 고객

관계관리 관련 문헌에 관한 종합적 고찰 (이유재, 2015)’에 따르면, 국내

에서 고객 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의 이론 기반을 살펴봤을 때 기대-불일

치 패러다임을 적용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실패와 복구 관점

에서 고객이 불일치 만족감을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 고객의 애정과 신뢰

가 발생되는 경로를 따르는 것을 보인다.

<그림 1> 고객만족 분야의 세부 연구영역과 특징 개념도 (이유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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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에서는 CS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조절변수로 제품-

서비스 유형, 절대적-상대적 만족의 구분 등을 사용하고 있다. 매개변수

로는 Word of Mouth(WOM) 의도, 전환의도 등의 변수들을 활용한 연

구도 확인되었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가운데 CS 연구 분야는 산업

및 제품 유형, 소비자 특성, 문화, 지수개발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

다. 산업 및 제품 유형 영역의 특징으로는 지난 연구 대상 산업 중에서

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 상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

음을 보인다. 소비자의 특성은 CS의 인과관계 모델에서 주로 조절변수

로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고객을 외부고객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내부고객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고객 만족

도에 대해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개

발되어 사용 중인 KCSI, NCSI 등의 지수를 적용한 연구도 많으며, 연구

영역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하여 PCSI 지수를 개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고객만족지수는 전 산업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보편성과 산업별

특수성이 고려된 지수로 개발 및 적용되어야 활용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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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고객만족도와 기업 성과

고객 만족을 여러 이론에 기반을 두어 개념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만족

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만족의 개념을 대별화하는 연구에서부

터 내부고객 만족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선행변수 – 매개변

수 – 결과변수’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며 발전해왔다 (이유재, 2000). 그

중에서 고객 만족도가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기업 성과

관련 연구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관심도가 높은 세부주제였다.

고객 만족과 경영성과 관련 연구 초기에는 고객만족을 설문조사로 측정

하여 소비자 행동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춰졌다.

고객 만족을 통해 고객 충성도가 증진되거나 경쟁적 상황에 있어서 기존

고객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 기업 이미지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고객 만족도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러다

고객 만족도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다루는 기존 연구에서는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지표들과 연결해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 초점

을 맞춰 다뤄졌다. Anderson은 Sweden Customer Loyalty Barameter

(SCSB) 지표를 이용하여, 고객 만족이 생산 매출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Edvardsson은

고객 만족도가 기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고객의 로열티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끼쳐 기업 성장에 기여한다고 한다 (Edvardsson et al 2000).

기업의 이익 측면을 넘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고객 만족도가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Anderson은 Tobin Q를 이용하여 주주 가

치를 알아보거나,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 및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고객

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대표 연구자

인 이유재는 고객 만족도가 기업의 수익성(ROA)과 기업의 가치(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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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차후 연구를 통해 동태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특정 시점이나 단기간에 국한하여 고객 만족

과 재무적 성과관계를 검토하게 되면 경쟁자의 전략이나 환경요소들의

변화 등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으로 고객 만족의 효과

가 실효성이 낮게 평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연구도 종종 진행되었는데, 기업이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할수록 기업의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은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나타냈다 (McAlister 2007).

고객 만족과 기업의 경영성과 관계에 있어서 매개 변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변수로는 고객 충성

도, 재구매의도, 구전의도, 불평행동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고객 만족 –

고객 충성도 – 기업 성과’ 라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자신의 만족을 타

인에게 구전함으로써 다른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수익

성이 증대되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 따라서 고객 만족은 긍정적 경험

을 고전하게 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재구매의도를 높여 구매 빈도를

증대시키는 공격 효과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고객 전환을 줄이는 수비

효과 모두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유재 2007). 고객 추천에 대

한 연구는 고객추천지수를 활용하여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고객추천지수 또한 고객만족지수와 마찬가지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연구 결

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만족중심의 경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이며,

고객 만족도가 재무적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경쟁적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투자하게 될 경우

높은 고객 만족도에 대한 차별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박상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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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객만족과 기업성과 관련 주요 연구

연번 연도및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1
Anderson et al.

(1997)

Customer

satisfaction,

productivity,

and probability:

Difference between

goods and services

Panel Data

Analysis

고객 만족이 종업원

1인당 생산 매출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

2
Bernhardt et al.

(2000)

A longitudinal

analysis of

satisfaction and

profitability

Cross sectional

& Time series

Analysis

cross sectional 분석

결과, 고객 만족과

기업 성과 간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나, Time series

분석 결과에는

유의하게 나타남

3
Edvardsson et al.

(2000)

The effects of

satisfaction and

loyalty on profits

and growth: product

vs service

Partial least

squares

고객 만족도가 고객

로열티, 기업 이윤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4
Anderson et al.

(2004)

Customer

satisfaction and

shareholder value

Partial least

squares,

Hierarchical

bayesian

regression

고객 만족과 주주

가치 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

5
이유재, 이청림

(2006)

고객만족이 기업의

수익성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Panel Data

Analysis

(TSCS)

고객 만족이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가치 또한 상승

6
Fornell et al.

(2006)

Customer

satisfaction and

stock prices: High

returns, low risk

Event study

고객 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긍정적인 초과

수익률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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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태훈 (2006)
광고와 제품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광고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집중도가 낮아짐

8
McAlsiter et al.

(2007)

Adverti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ystematic risk

of the firm

Cross sectional

& Time series

Anlysis

광고비와 R&D 비용

증가는 기업의 체계적

위험을 낮춤

9

이유재,

차경천,이청림

(2008)

기업의 수익성과

가치에 미치는

고객만족의 동태적

영향

Distributed lag

Analysis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고객만족

동태적 영향

10
Anderson et al.

(2009)

Does customer

satisfaction matter to

investors?

Random effect,

Hierarchical

bayesian

regression

고객 만족이 높일수록

신용등급이 높고,

차입금 조달 비용

낮음

11
Tuli et al.

(2009)

Customer satisfaction

and stock returns

risk

Panel Data

Analysis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조적

위험은 낮고, 개별

기업의 위험도 낮아짐

12

전인수,

전명훈,유정수

(2012)

고객만족이 기업의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Panel Data

Analysis

고객만족도가 기업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

13
Malshe et al.

(2015)

From Finance to

Marketing: The

Impact of Financial

Leverage on

Customer Satisfaction

SUR Anlysis

레버리지는 고객

만족도에 (-) 영향을

끼치며, 고객

만족-기업 가치

관계에 조절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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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경쟁 수준과 산업별 특수성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고객 만족과 경영 성과의 인과 관계에서 조절변

수로 기업의 규모, 제품 – 서비스 유형 등을 사용하여 보다 인과 관계

를 잘 설명하려고 하였다. Lambert(1998)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은 만족

의 수준 이외에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기업의 경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에서 검토할 만한 변수로써 제시됨

에 따라 고객만족과 기업성과 관련 주요 연구에서 해당 변수가 모델을

검증하는데 사용했는지 살펴보았다.

<표 2> 주요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검토

연번 연구자 주요 변수
새 변수와의 일치성 검토

경쟁도 산업
리스크

산업
변동성

1 Anderson et al. (1997) 생산성, 수익성(ROI) X X X

2 Bernhardt et al. (2000) 매출액, 수익 X X X

3 Edvardsson et al. (2000) 기업 이윤, 성장 X X X

4 Anderson et al. (2004) 주주 가치 (Tobin Q) X X X

5 이유재, 이청림 (2006) 수익성(ROA), EVA X X X

6 Fornell et al. (2006) 시가총액 X X X

7 연태훈 (2006) 광고비, 시장 경쟁도 O* X X

8 McAlsiter et al. (2007) systematic risk X O* X

9 이유재, 차경천 (2008) 수익성(ROA), EVA X X X

10 Anderson et al. (2009) 신용등급, 채권 스프레드 X X X

11 Tuli et al. (2009) stock returns risk X O* X

12 전인수, 전명훈 (2012) 신용등급 X X X

13 Malshe et al. (2015) 주주 가치 (Tobin Q) X O* X

※ ‘O’표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와 일치할 경우 ‘O’로 표시함



- 10 -

<표 2>를 살펴보면, 경쟁도와 산업 리스크는 가설 검증을 목적으로 사

용되었으나 산업 변동성은 검토되지 않은 변수로 드러났다. 경쟁도와 산

업 리스크 변수들의 경우는 일부 문헌을 제외하고는 통제변수로서의 역

할로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도와 산업별 특수성 변수

인 산업 리스크 및 변동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1 경쟁 수준

일반적으로, 기업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기존 고객을 유

지하려고 하는 전략을 펼친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 고객으

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환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

용보다 더 많이 들기에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고객 만족도를 높임으로

써 고객이 당사에 머무르게 하고자 한다. Fornell (1992)에 의하면, 고객

만족 수준이 상승하면, 고객들의 충성도가 증가하여 재구매 가능성이 증

가한다고 말한다. 재구매가 반복되면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며, 해당 제

품/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증가된 선호도가 경쟁 제품에 대한 전환 장벽

역할을 하여 전환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기업은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로열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이유재, 2016). 증가된

고객만족도는 경쟁 기업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해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

할 것이고, 높은 경쟁에 직면한 기업일수록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수익성과 가

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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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업 변동성 및 위험도

조절변수로 주로 사용되었던 제품과 서비스 유형 구분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되었다. Edvardsson et al.

(2000)의 연구를 비롯한 선행 연구에서는 고객추천이나 구매-소비-재구

매 사이클에 따라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고객 만족이 기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조업의 제품의 경우 동일 수준

의 품질 제공이 가능하지만,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체감하는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나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제시한다 (이유재

2006). 그러나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에는 제품과 서비

스 구분만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제한된다. KCSI

조사 대상기업은 크게 내구재, 소비재,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같은 제조업이라도 내구재와 소비재에 따라 고객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

나며 각 기업의 고유 특성 및 재무성과 등이 상이하다. 회계/재무 학회

의 연구들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를 고려할 때 산업의 변동성(Volatility)

및 위험도(risk) 또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자금 조달 변동

성이 개별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김현수, 2016) 혹은 ‘Earnings

volatility, cash flow volatility, and firm value(George 2006) 등의 선행

연구에 개별 기업 및 산업 변동성 변수를 활용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

에서도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산업 변동성 및 체계적

위험이 제품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인과 관계를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여 조절변수로서 활용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리하자면, 경쟁 수준과 산업별 특징요소가 높게 나타나는 기업일수록

고객 만족도를 통하여 재무 수익성이 높을 것이고 <가설 1>, 기업가치

또한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나아가, 산업의 변동성과 위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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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는 기업일수록 고객 만족도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이 개선되어 나타날 것이고 <가설 3>, 기업가치 또한 해당 효

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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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1 고객 만족도

해외 선행연구들의 경우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표준모델로서 ACSI를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조사 및 발표하는

KCSI를 사용하였다. KCSI는 국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

도 수준을 측정하여 해당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산정하여 측정한다. 상장된 기업 중에서 2013년∼2017년까지 5

개년의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한 기업들이 분석대상으로 해당된

다. 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거나 코스닥(KOSDAQ)에 등록된 기

업, 금융업 이외의 산업에 속한 기업을 선별하였다. 기업들에 대한 자료

중에서 고객만족도 변수인 KCSI에 대한 자료는 한국능률협회 사이트에

서 해마다 발표되는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로부터 데이터를 구하였으

며, 나머지 재무적인 데이터는 FnGuide의 Dataguide 및 KIS-VALUE를

이용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객만족지수인 KCSI의 노이즈를 제거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이 탈락하였다.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자

료를 제외하고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내구재, 소비재, 서비스의 세 가지

산업을 모두 합하여 29개 기업이었고, 5개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총 145

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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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쟁 수준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광고와 상품시장 간에는 크게 3가지의 관점으

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설득적 관점으로, 광고가 소비자들의 선호도

를 변화시키고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기존 기

업에 의한 광고는 진입 장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

면, 정보적 관점의 광고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

고 기존 상품에서 신상품 혹은 신 브랜드로 이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고 본다. 그로 인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기보다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마지막 보완적 관점은 광고가 상품 소비와 보완적 관

계로서, 소비자의 선호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단순한 정보 제공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Bagwell, 2005).

과거 실증연구에서 매출액 대비 광고비 지출이 많을수록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여 독점적 시장으로 형성한다는 연구(이성순, 1986)가 있으나 이

를 보완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광고 집중도가 시장의 집중도를 높여 경

쟁적인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혀졌다(연태훈, 2006). 해당 연구에서 광고

집중도가 시장 집중도(CR3, CR5, HHI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는

데 CR이나 HHI를 구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모든 기업의 매출액을 사용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매출액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들로 인해 모든 기

업의 매출액을 측정하기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산업 분류에 대한 기준점

을 선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나타냈다. 이론적인 배경과 더불어, 분

석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도에 대한 대용변수로 광고 집중도를 사

용하여 기업의 산업별 비중 산정의 임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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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 위험도 및 변동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산업 위험도는 기존 문헌들에서 주로 사

용되었던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와 일맥상통하나, 체계적 위험도

가 주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주주의 수익률과 관련이 있는 연구가

주였기에 본 연구에서 표현의 목적상 산업 위험도라는 표현으로 사용하

고 있다. 이러한 산업 위험도는 KIS-VALUE Database를 통해 산출하는

데, 이전 1년간의 개별종목의 일간 수익률과 해당 기업이 속한 섹터 지

수 수익률을 이용하여 산출되며, 개별 수익률과 기준 수익률(섹터 지수

수익률을 의미) 간의 공분산을 시장포트폴리오 분산으로 나눈 값과 일치

한다. 개별 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와 시장과의 상관계수가 동시에 큰 값

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베타(즉, 산업 위험도)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산업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제한되어 있기에 산업 변동

성(Volatility)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한 산업 변동성은 이전

1년간 동안 주가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반영하여 주식의 위험도를 의미한

다. 해당 기간 동안 주가 수익률의 표준편차에 그 기간 동안의 거래일수

제곱근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주가수익률의 표준편차가 1이고 연간 거래

일수가 252일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변동성은 15.87을 의미한다. 변동성

이 클수록 실현 수익률이 기대 값에서 벗어나는 정도는 커지고 투자 위

험은 높아지는데, 이는 시장에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높게 볼수록 변동성은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

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자금 유입 제한 및 수익성 악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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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가설검증

제 1절 기초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 <표 3>과 같다. 고

객 만족 변수인 KCSI의 평균값은 평균 77.53점이고, 중위수 77.65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수준의 대용변수로 활용한 매출액 대

비 광고비의 비율의 경우, 평균 3.87%로 나타났으며 최소 1%에서 최대

30%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아 지출 규모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초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소 최대

고객만족(CS) 77.53 5.78 77.65 62.00 90.70

경쟁정도

(AD/SALES)
0.03 0.04 0.02 0.001 0.30

수익성(ROA) 0.05 0.06 0.04 -0.34 0.70

기업가치(EVA) 0.02 0.03 0.02 -0.14 0.21

브랜드 수 3.67 2.66 2 1 8

산업 위험도 0.86 0.33 0.91 0.12 1.46

산업 변동성
(INDUSTRY VOLATILITY)

17.57 3.84 17.54 11.96 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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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고객만족은 경쟁정도(AD/SALES)와 긍정

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ROA와 기업 가치

지표인 EVA 또한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경쟁 정도와

ROA 및 EVA 간 상관관계도 유의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산업별 특

수성을 고려한 산업별 위험 및 변동성 또한 타 변수들 간 유의한 설명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였다.

<표 4> 상관관계 결과

CS AD/SALES
SERVICE

DUMMY
ROA EVA Brand Risk VOLATILITY

CS 1.000

AD/SALES 0.04* 1.000

SERVICE
DUMMY

0.52*** 0.09** 1.000

ROA 0.15*** 0.33*** -0.16*** 1.000

EVA 0.10** 0.44*** -0.07 0.74*** 1.000

Brand 0.20*** -0.01 -0.15*** 0.20*** 0.11** 1.000

Risk 0.48*** 0.04 -0.50*** 0.23* 0.22* 0.22*** 1.000

VOLATILITY 0.004* -0.24*** -0.12*** -0.02* -0.08* 0.41*** 0.14*** 1.000

※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 0.1 (양측) 유의, ** 0.05(양측) 유의,

*** 0.01(양측)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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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모델 분석 및 결과

2.1 분석방법

앞서 조사된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된 재무지표를 활용하여 연구 목적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을 수행하여 모델을 분석했다. 패널

데이터 분석의 경우, 횡단면 자료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나 시

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에 비해 추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사용하였다

(Gujarati 2003). 또한, 일반적인 OLS 회귀분석에서는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그룹이나 시간에

따른 효과를 추정오차가 통제된 환경에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패널 데이터 분석은 오차항의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모형 선택을 하기 위해선 Hausman test를 거치게

된다. 고정효과 추정량과 랜덤효과 추정량이 모두 일치추정량으로 체계

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랜덤효과 모형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하고 일치 추정량이 아니라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면 고정효과 모형을 선

택한다. 또한, 패널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정으로 μit(총오차)가 μi

와 εit 두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데, μi는 시간에 걸쳐 변

하지 않는 개별효과이며, εit는 i와 t에 걸쳐서 변하는 고유오차를 의미한

다. 관측되는 속성인 Xit와 무관하게 임의로 주어지는 개별효과 μi를 임

의효과라고 하는 반면에, 상관될 수 있는 개별효과를 고정효과라고 한다.

효율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μi와 εit가 서로 비상관이고, μi가 i에 걸쳐 동

일한 분산을 가지며, εit가 i와 t에 걸쳐서 비상관이며 등분산적이라는 가

정을 이용한다 (Gujarat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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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쟁 정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 분석

모델 분석에 앞서 경쟁 정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 간 특성차이를 검증하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 구

분은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율이 상위 50%인 기업의 경우 경쟁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하고, 하위 50%인 기업의 경우 경쟁이 낮은 기업의 분류

하여 경쟁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봤다.

경쟁이 낮은 기업들에 비해 높은 기업들은 고객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

타나고 그 차이에 대한 t-값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쟁정도에

따라 고객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기업의 수익성과 기업

가치 또한 경쟁이 높은 기업들이 낮은 기업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게

나오는 것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업의 안정성 또한 우수하

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경쟁적인 환경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경쟁 정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변수 상위 50% 평균 하위 50% 평균 t-값 p-값

CS 77.86 77.21 2.28 0.023

ROA 0.06 0.03 5.67 0.0001

EVA 0.04 0.01 7.69 0.0002

RISK 0.82 0.90 -2.61 0.0092

VOLATILITY 16.80 18.35 -4.42 0.0001

※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 0.1 (양측) 유의, ** 0.05(양측) 유의,
*** 0.01(양측)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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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결과 및 해석

먼저, 경쟁을 통한 고객만족과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랜덤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모

델P-값이 0.0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객만족

도 지수의 계수는 0.00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고객만

족도 지수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쟁도 자체적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효과변수(CS * AD/Sales)의 계수 0.00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의 총 효과를 따져보면, 광고비의 비율이 높은 기

업일 경우에 고객만족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유의성을 보면, 브랜드의

수의 계수가 0.0032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대상의 브랜드 수

가 많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산업 변동성의 계수가

-0.031로 유의하게 확인이 되었는데, 기업이 속한 산업이 안정적일수록

기업의 수익성 또한 개선되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상호효과변수(CS *

Industry Volatility)의 계수 0.0004를 고려하여 총 효과를 살펴보면, 고객

만족도가 높은 기업인 경우에 산업 변동성이 낮을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 가치에 관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모델 또한 랜덤효과모

형으로 분석한 결과, P-값이 0.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객만족 계수가 0.00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고객만족 지수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해당 모델에서도 경쟁도 지수 자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효과변수(CS * AD/Sales)의 계수가 0.0046으로 유의확률 1% 하 유

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총효과를 고려했을 때, 광고비의 비율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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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 경우에 고객만족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가치 또한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모델에서도 총 효과를 고려했을 때의 산업 변동

성의 계수가 -0.0223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이 속한 산업 변

동성이 낮을수록 기업 가치가 향상되는 것을 나타낸다.

두 모델 모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해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즉, 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만

으로 구분했을 때 고객만족이 수익성이나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차

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이 속한 산업별로 구분하여 변동성

측면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했을 때, 산업의 변동성이 낮을수록 상대적으

로 수익성이나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객 만족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만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기

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나아가 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Breusch-Pagan Lagrange

multiplier를 수행하여 랜덤효과 모델을 테스트하였다. LM test의 귀무가

설은 변수 간 variance가 0임을 나타내며, 이는 패널 그룹 간 특성 차이

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수행 결과, 모델 1(ROA)과 모델 2(EVA) 둘 다

p값이 0.01보다 작기에 1%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랜덤효과모형이 OLS모형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모델에 autocorrelation이 내포되어 있는 확인하기 위해 Breusch–

Godfrey serial correlation test를 수행한 결과, 모델 1(ROA)과 모델

2(EVA) 둘 다 1% 유의 수준 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

들 간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분산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으나 특이점이 탐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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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델 분석 결과

변수 가설 1 (ROA) 가설 2 (EVA)

Intercept 0.7544
(3.2628)***

0.4581
(3.8415)***

CS
0.0095

(4.1997)***
0.00600

(3.9124)***

NUMBER of BRANDS 0.0032
(2.7920)***

0.0018
(0.1479)

SERVICE DUMMY
-0.0919
(-0.7990)

-0.0626
(-1.0173)

AD/SALES 0.1832
(0.1979)

0.0013
(0.0026)

INDUSTRY RISK (산업 위험도) -0.1769
(-1.2949)

-0.1057
(-1.4825)

INDUSTRY VOLATILITY -0.0316
(-3.1301)***

-0.0223
(-4.2165)***

CS * SERVICE DUMMY 0.0010
(0.6721)

0.0009
(1.0643)

CS * AD/SALES 0.0034
(2.2814)**

0.0046
(2.7051)**

CS * INDUSTRY RISK 0.0025
(1.4548)

0.0016
(1.7152)*

CS * INDUSTRY VOLATILITY
0.0004

(3.0113)***
0.0003

(4.1743)***

R-Squared(Adj. R-Squared) 0.1168(0.1094) 0.1497(0.1328)

※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 0.1 (양측) 유의, ** 0.05(양측) 유의,

*** 0.01(양측) 유의함을 의미

※ ( ) 안의 값은 t-값을 의미

<표 7> 모델 타당성 분석 결과

가설 1 (ROA) 가설 2 (EVA)

LM Test Chi-Square
(P-value)

136.81*** 305.01***

Serial
correlation Test

Chi-Square
(P-value) 5.87 9.67

Testing for
heteroskedasticity

BP
(P-value) 128.88*** 7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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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추가 연구 분석 및 결과

가설에서부터 추가 연구까지 기업이 속한 경쟁정도 등 다양한 상황적

변수를 활용하여 고객 만족도를 절대적 수준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측정

했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객만족 수준이 있을 것이고,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사에 상대적인 수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되었던 고객 만족의 이론으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고객의 만족도는 소비자가 사전에 기대하고 있던 수

준이 준거점이 되어 준거점을 넘어서게 되면 만족이 발생하며 넘어서지

못하면 불만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유재(2006)의 연구결과에서 본 개념이 기업차원의 상대적 만족도와

적정 만족도에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상적인 만족수준

(MCSS)은 산업에서 고객으로부터 가장 높은 만족도를 획득한 기업의

점수를 활용하고 적정 만족수준(MCSA)은 고객이 불만 없이 받아들일

만한 만족도 수준으로 산업 평균 고객만족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해당 연구 또한 산업별 특

수성을 반영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개념

을 본 추가연구에서 적용해봤다. 변수들의 경우, 앞의 분석에서 사용되었

던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되 만족도는 절대적 만족이 아닌 상대적 만족도

만을 고려하여 고객만족우위도(MCSS)와 고객만족적정도(MCSA)를 각

각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모두 랜덤효과모형을 사용하였는데, 분석결과

가 앞의 분석과는 다른 결과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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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대적 만족도 기초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소 최대

MCSS -8.69 4.7663 -8.8 -22.6 0

MCSA 0.00 4.5726 0.0700 -12.5895 10.9875

<표 9> 상대적 만족도 모델 분석 결과

변수
수익성(ROA) 기업 가치(EVA)

고객만족우위도 고객만족적정도 고객만족우위도 고객만족적정도

Intercept
-0.0063
(-0.1883)

0.0174
(1.0730)

-0.0025
(-0.1258)

-0.0039
(-0.4022)

상대적 만족
-0.0023
(-0.7055)

-0.0032
(-0.9716)

0.0003
(2.4633)**

0.0005
(2.6326)**

NUMBER of BRANDS
0.0036

(2.7723)**
0.0039

(3.0564)**
0.0004

(2.4999)**
0.0005
(0.6326)

SERVICE DUMMY
-0.0211
(-1.4891)

-0.0110
(-1.3335)

-0.0023
(-0.2740)

0.0001
(0.0195)

AD/SALES
0.2251
(2.1174)*

0.4619
(6.9119)***

0.2113
(3.3479)***

0.3639
(8.6975)***

INDUSTRY RISK
(산업 위험도)

0.0386
(1.9614)

0.0305
(2.7453)**

0.0324
(2.7865)**

0.0271
(3.8186)***

INDUSTRY
VOLATILITY

0.0002
(0.1714)

-0.0011
(-1.4511)

-0.0003
(-0.4020)

-0.0004
(-0.9252)

상대적 만족 *
SERVICE DUMMY

-0.0013
(-0.9879)

-0.0014
(-0.9854)

-0.0003
(-0.4174)

-0.0002
(-0.2925)

상대적 만족 *
AD/SALES

-0.0283
(-2.4600)*

-0.0301
(-2.4532)*

-0.0185
(-2.7939)**

-0.0174
(-2.4617)*

상대적 만족 *
INDUSTRY RISK

0.0007
(0.4171)

0.0006
(0.3486)

0.0006
(0.5686)

0.0007
(0.6901)

상대적 만족 *
INDUSTRY VOLATILITY

0.0001
(0.9380)

0.0002
(1.2690)

0.0001
(0.0113)

0.0001
(0.3532)

R-Squared(Adj. R-Squared) 0.1524 (0.1495)
0.1672
(0.1539)

0.1984
(0.1801)

0.1844
(0.1771)

※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 0.1 (양측) 유의, ** 0.05(양측) 유의,

*** 0.01(양측) 유의함을 의미

※ ( ) 안의 값은 t-값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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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만족도와 달리 상대적 만족도는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 가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났다. 앞에서 진행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호효과변수(절대적

만족 * AD/Sales)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총 효과

를 따져봤을 때 광고비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 경우에 고객만족이 높아질

수록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본 추

가연구에서는 상대적 만족도와 경쟁 정도의 상호효과 변수가 역(-)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가치를 종속변수로 두고 고객만족우

위도의 효과를 분석한 모델을 살펴보면, 상대적 만족의 계수 0.0003과 상

호효과변수(상대적 만족 * AD/Sales)의 계수 –0.0185를 함께 고려한 총

효과를 살펴봤을 때, 광고비의 비율이 높은 경쟁사가 고객 만족이 높을

수록 기업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해보자면, 실제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산업의 경쟁정도

이외에 다양한 상황 변수들에 따라 요구되는 고객만족 수준이 있을 것이

고 경쟁적인 산업에서 필요로 요구되는 고객만족 수준 이상으로 고객 만

족 향상에 투자하게 되면 고객 만족에 대한 차별 효과가 사라져 기업 가

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은 다양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경쟁 정도 이외에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변수

들의 경우는 본 연구와는 다르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기에 다른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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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요약 및 시사점

고객 만족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

는 고객 만족도의 증가가 재무적 성과와 연결되는지 패널 데이터를 사용

하여 관계를 분석했다. 성과 변수로서 기업의 수익성 지표(ROA)와 기업

가치 지표(EVA)를 각각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기존 연구에서 주

로 조절 변수로서 활용되었던 제조업/서비스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기업의 특성이 나타나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고객

만족과 기업 성과간의 관계를 설명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처한

경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산업의 경쟁정도, 산업 위험도, 변동성 등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객 만족과 기업의 수익성 관계에서 경쟁도가 높

은 기업들의 경우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객 만족도와 기업 가치 관계에서 또한 경쟁도가 높은 기

업들의 경우에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산업 위험도 변수의 경우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산업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기업의 경우에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

업의 성과와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만

족도는 전환 장벽을 역할을 하기에 경쟁도가 높은 산업에 놓인 기업일수

록 고객 만족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또한 산업 변동성이 내재적으로

높은 기업인 경우에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기업의 수익성과 가

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지니기에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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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유재(2006)의 연구에서 진행했던 상대

적 만족도의 개념을 참고하여 고객만족우위도와 고객만족적정도로 나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상대적 만족도는 기업의 수익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기업 가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절대적인 만족을 높이려는 노력

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모델에서 산업 위험도와 변동성은 유의

한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쟁도만이 유의한 조절 변수로 확인되었

다. 산업 변동성의 경우, 기업이 속한 산업의 내재적 위험도이기에 경쟁

기업 또한 유사한 위험도를 나타내기에 경쟁기업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기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변수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표본 수의 확보 문제 및 제한적인 연구 자료의 활용으로 고객 만

족도와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시장 경쟁도를 광고 집중도로 대체해서

분석을 진행한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효성 논란 문제를 피하기 어

렵다. 향후 연구에서 고객 만족도 및 재무성과 데이터와 대응 되는 유효

한 경쟁지표를 참고하여 경쟁 정도의 조절 효과를 다시 분석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변수 조작(로그화 및 비율화)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 비선형적 관계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으

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모델 기법을 활용하여 설명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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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해보는 것 또한 시도해볼 필요가 있

다.

셋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랜덤효과모형을 활용하였는데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계층적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비재무적 지표로 시장의 경쟁정도를 활용했는데, 그

외에 다양한 비재무적 지표(기업의 지배구조, 브랜드 가치 등)를 활용하

여 고객 만족도와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 규모에 따라 본 관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위 30%의 기업

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를 활용해 추가 분석을 실시했으나 해

당 변수를 고려하기 이전의 관계가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고

려해 볼 것이 ROA의 경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눠 산출된 값이기에

기업 규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선 종속변수 중 하나인 기업의

수익성 지표 (ROA) 대신 다른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여 판단하는 것 또

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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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ustomer

Satisfaction on Firm’s Profitability

and Value in Light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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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rporate profitability and value.

This paper has examined on the moderating roles of the relationship,

and considered the specific nature of the industry (variability and

risk) of the market or the industry facing the business through the

model of the Penal Data Analysis.

Results have revealed that customer satisfaction, which serves as a

transition wall, has a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profitability and

value for companies in highly competitive industries. In addi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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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of an entity with inherently high industrial variability, efforts

to enhance customer satisfaction have also been shown to play a

positive role in the profitability and value of the entity.

Key words: customer satisfaction, profitability, firm value, industrial

variability, degree of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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