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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성공에 대한 전략의지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 종 원**
이 은 영**

본 연구에서는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고객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실천
하려는 전략의지가 어떻게 그 기업을 변화시켜 나가는가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기업의 고객만족
행동 등에 대한 일부 연구는 있었으나 기업전략 측면에서 고객성공을 그 전략적 기대 성과까지를 연결하
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고객에게 10년-10만 마일이라는 보증수리 책임을 선언함에 따라서 그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이 개선되어 가는 과정을 내부 종업원들의 의식변화에 기초해 기업정신-전략의지행동변화-구조변화-성과에 대한 기대의 모델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I. 서

론

기업마다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업의 미션으로 흔히 선택되는 것으로 다음
과 같은 전략목표들이 있다.“21세기 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
,“세계 10위권 이내의
기업을 목표로 한다”
,“슈퍼 엑셀런트(super excellent: supex) 기업을 지향한다”
,“싱
가폴 항공이나 스위스 항공보다 더 우수한 기업으로 만든다”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구호들은 구호로 거칠 뿐 기업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하여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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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목표는 기업의 최종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조건이나 과정에 대한 수단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21세기 초일류 기업
으로 발전하려는 목표가 조직구성원들에게 매일 매일 수행하여야 할 과제와 그 과제
를 과연 21세기 초일류기업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의 전략 목표는 기업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 기업의 경쟁력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한다면 매출액
과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조사를 2003년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500대기
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윤리경영이란 기업과 그 구성원들에게 윤리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목표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규범을 스
스로 찾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조직원의 윤리
행동강령은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때 그 기업과 상표의 선호도가 개선되
고 기업성과가 향상되어 결국 종업원들에게도 보상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
의 전략목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전략목표가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기업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고객만족으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고객
성공 개념을 도입하였다. 고객이 성공하기 위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을 하며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기업성과가 개선되는 과
정을 전략의지, 구조개선, 행동개선, 성과변화의 관계모델(strategic intent-structurebehavior-performance)을 제시하였다.
“고객의 1달러를 아껴 드립니다”
라는 전략의지를 실천하여온 미국의 월 마트는 미
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EDLP(Every Day Low Price) 전략에
따라 경쟁사가 월마트 보다 더 싸게 판매한다면 그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
(structure)를 채택함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하여 월마트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소
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삼성전자의 애니콜은 이제 세
계적인 상표로 성장하였다. 세계 1등상표가 되겠다고 선언하기 보다는 고객에 대한
약속을 고객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였다.
“Customer Exciting”
이란 약속에서 고객이 애니콜을 사용하면 Exciting한 경험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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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환상적인 품질을 제
공하는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객에 대한 무한 책임정신을 수행
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려는 전략의지가 어
떻게 그 기업을 세계 1등 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고객에게 10년-10만 마일이라는 보증수리 책임을 선언
함에 따라서 그 자동차회사의 경쟁력이 개선되어 가는 과정을 기업정신-전략의지-행
동변화-구조변화-성과변화의 모델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II. 전략목표 요소로서의 고객 성공
1. 고객만족관리와 고객성공관리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무시되고 소비자불만(customer
complain)이 많았다. 소비자들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마다 소비자 보호 센타
를 운영하였다. 소비자의 불평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소비자의 만족
(customer satisfaction)을 통하여 고객들과의 단골관계(customer loyalty)를 유지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객은 왕이다’
라는 표현에는 고객에 대한 무한 서비스
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수록 고객
의 기대도 높아가게 되었다. 고객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비하여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헌이익이 적은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만족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과거에 만족한 경험이 있
던 상표에서 새로운 상표로 전환(brand switch)하는 경우도 있어 고객만족이 곧 반복
구매, 즉 고객 충성도와 직접적인 연결효과가 있다고 믿을 수 없다는 논문이 발표되
어 왔다(D. Stum and A. Thiry, 1991; Reichheld, F.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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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P(Customer Loyalty Program)의 도입과 고객성공 서비스 개발
흔히 20퍼센트의 고객이 80퍼센트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한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
은 모든 고객에 대한 무한 서비스보다 목표고객을 선택(selection of target customer)하
고 그 목표고객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것(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기업활동의 구입이 고객의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효과가 증대할수록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
드 업계나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의 평생가치(life time value of customer)를 계산하여 고
객이 기업에게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customer rating)하여 선택된 목표고객
(target customer)인 우대고객에 대한 특별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우대고객을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기도 한다. 고객들도 우대고객으로 대우를 받기 위하
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특정기업과의 거래관계강도를 강화하려는 프로그램(customer
loyalty program)에 가입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 빈번하게 항공여행을 하는 고객들에
게 보너스 마일을 누적하게 하여 특정 항공사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판촉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 미국여행을 네 번하면 한번은 보너스 왕복 항
공권을 얻게 되므로 최근의 기간(recency) 동안 여행의 빈도(frequency)를 증가시키는
효과와 항공권의 가격이 20퍼센트 정도 비싸더라도 마일리지 혜택을 얻기 위하여 항
공여행의 예산(money)을 더 지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격할인 경쟁에
서 벗어나면서도 일정 기간이내에 고객의 이용빈도와 이용금액을 증가시켜 주는 마
일리지 프로그램은 주유소, 호텔, 식당, 카드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왔다.
고객의 사용, 구매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어떤 고객은 언제 어떠한 구매를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안할 수 있게 되었
다. 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환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customer intimacy)
를 통해서 환자에게 맞춤서비스(tailor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생활을 회복하도록 환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권고하는 서비스(coaching service)도
제공한다. 제약회사와 의사들은 서로 협력하여 의약품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partnering service)도 추진한다. 고객의 평생가치를 창조하려면 고객의 문제를 풀어
주는 이상의 세가지 종류의 고객 성공 서비스(customer success service)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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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고객들의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건
강한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암이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암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과 평생동안 거래관계를 유
지하기 위한 종신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성공하고 있다.

3. 고객성공 지표로서의 고객 즐거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과연 고객의 평생가치를 얼마나 증
대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게 되어, LG그룹에서는“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를 강조하게
되었다. 고객과의 관계는 서로가 만나면 웃게되는 관계, 즉 즐거움을 주고 받을 수 있
는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LG의 상표는 L과 G를 연결하여“웃는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 엄마가 아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 즐거움이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감정
(customer flow)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유지되어야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삼성전자에서는 Digital Exciting이라는 개념을 휴대폰
마케팅에 도입하여 큰 성공을 기록하고 있다. 휴대폰이 휴대하는 전화가 아니라 인터
넷이나 게임의 단말기로 변화하고, 친구들간에 음성이외의 각종 형태의 의사소통 수
단을 제공함으로서 컬러 휴대폰을 사용하는 즐거움이 Exciting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고객의 편안함(customer comfort), 또는 고객
의 즐거움(customer delight)으로 표현하는 논문도 있다.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고객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customer problems)을 찾아 주고
또 그 해결방안(solution package)을 고객들에게 제시하여 주어야 고객들은 기업을 믿
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편안하게 거래하면서 장기적으로 고객 성공(customer
success)으로 연결될 경우에 고객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4. 고객성공과 구조개선: 고객문제의 Solution Providers들과의 고객 공유형
공동 마케팅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행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많다. 여권의 발급,
비자 취득, 비행기 예약, 숙박장소의 선택과 예약, 낮설은 목적지에서의 여러 가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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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기가 어렵다. 고객이 당면하게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여행상품 패키지로 만들어 값싸게 공급함으로서 해외여행의 대중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여행사는 한국의 여행객들을 모아서 중국, 동남아, 인도 등 여러 나라의 관광관
련 업계에 고객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다. 수요를 조직화하는 기능과 다양한 공급자들
에게 고객들을 할당하여 주어, 협력업체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객의 건강한 생활을 즐기도록 하려면 병원, 약국, 생활 체육 기관, 등 여러 가지의
이업종이 서로 결합하여 복합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롯데월드는 대형 단지를 개발
하여 예식장, 체육관, 어린이 놀이터, 민속촌, 영화관, 호텔, 백화점, 등 다양한 업태
들에게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참가업체들에게는 매출 증대를 통한 이익증가를 주
고 고객들에게는 한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게 하는 도움을 주고 있다. 고객에게
Exciting한 체험을 제공하려는 애니콜은 단순히 전화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진촬
영, 게임 등 다양한 기능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convergence) 상품이다.
이와 같이 업종과 업태는 달라도 같은 고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같다
면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고객
에게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여러 항공사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팀
을 만들고 여행자들이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같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코드 공유제도(code sharing program)을 활성화하고 있다.
고객성공을 실현하려면 여러 측면에서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와 고객성공서비
스(tailored service, coaching service, partnering service)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모델과 가설
1. 전략의지와 행동변화, 구조변화 및 기대성과와의 관계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사명, 비젼 등에 대한 공유정도가 높을 수록 전략목표를 달
성하려는 의지(strategic intent)가 강화되며, 조직구성원들의 신뢰와 몰입도도 증가하
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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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종업원들의 고객성공에 대한 전략의지의 공유정도는 조직구조변화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종업원들의 고객성공에 대한 전략의지의 공유정도는 고객성공서비스 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종업원들의 고객성공에 대한 전략의지의 공유정도는 조직의 기대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고객성공을 위한 구조변화와 고객성공서비스행동 및 기대성과와의 관계
마케팅 커뮤니티에서 참여자들간의 관계는 구조의 주요한 특성을 설명하는데 필수
적 요소이다. 관계구조는 자본소유, 정보에 대한 계약, 교환 등에 의해 조절가능하다.
만약 마케팅 커뮤니티내의 관계의 참여자간에 핵심적인 정보가 공유된다면 참여자들
의 행위는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쉽게 협력이 가능하다. John and
Reve(1982)는‘조직간 관계의 주요한 구조적 특징’
으로 공식성(formalization)과 중심
성(centralization)을 제시하였다. Ellram(1995)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유지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서 파트너간 쌍방향의 정보공유를 지적하였다.
Amidon(1997)은 고객간 응집된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 고객성공의 핵심 개
념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고객성공을 위한 사업구조변
화에 대한 공감정도는 종업원의 고객성공지향 행위와 기업의 미래 기대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구조변화에 대한 종업원의 동의정도는 고객성공지향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구조변화에 대한 종업원의 동의정도는 기업의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고객성공서비스 행동과 기대성과와의 관계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비즈니스전략의 형성에 기본적 요소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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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모델

있어서 고객의 지식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객과의 협
력적 상호작용은 위험을 줄여주고 네트워크 학습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Amidon
1997).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역량있는 기업일수록 일반적 성과기준을 넘어서서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수준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한다(Fitzgerald 1998). 기업의 내부고객인 종업원들과의 공유가치에 기반한 협
력적 상호작용은 내부고객의 철학에 대한 긍정적 행동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
의 미래기대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종업원의 고객성공지향 행동은 미래 기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가설에 따른 연구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IV.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실증조사는 국내의 H자동차사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내 메일을 통해 발송하여 개별 회신을 받는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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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범위

응답자(N = 961)

연령

20대

398(41.3%)

30대

462(48.2%)

40대

95(9.9%)

50대

6(0.6%)

남자

733(76.3%)

여자

228(23.7%)

사원급

498(51.8%)

대리급

222(23.1%)

성별
직급

근속년수

과장급

152(15.8%)

차장급

54(5.6%)

부장급

35(3.6%)

1~4년

600(62.4%)

5~9년

261(27.2%)

10~14년

75(7.8%)

15년 이상

25(2.6%)

총 1,0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96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는 2002년 10월 14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주요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네 가지 주요한 개념들 ─ 고객성공전략에 대한 공유가치, 사업
구조변화에 대한 동의정도, 고객성공지향 행동의도, 미래 기대 성과 ─ 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측정항목들의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각 측정항목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7점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 고객성공전략에 대한 공유가치
공유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관계규범의 구성차원으로 상호성, 유대성, 역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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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문제해결의 공유, 갈등의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Macneil 1980; Heide and John
1992; Kafmann and Stern 1988; Noordewier 1986; Gundlach et al. 1995; Achrol 1997).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내부고객인 종업원간의 관계 규범을 기업의 문화와 철학에 대
한 가치 공유정도로 정의하였다. 관계규범으로서 공유가치에 대한 항목은 Heide and
John(1992), Achrol(1997)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2) 구조변화에 대한 동의
정보공유의 질과 관련하여 Forza(1995)와 임종원(1998)은 가시성, 충분성, 정보의
내용을 주요한 차원으로 제시하였고, Berry and Parasuraman(1997)은 관련성,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 이해성, 시의적절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변화에 대한
동의정도를 관련성, 이해성, 유용성으로 측정하였다.

3) 고객성공지향 행동
내부고객의 성공지향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Nwanko(1995)와 Dshpande, Farley,
and Webster Jr.(1993)에 근거하여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고객성공지향은
시장지향성의 행동적 요소중의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Narver and Slater 1990).
Nwanko(1995)의 연구에서는 자사의 고객지향성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객성공지향 행위에 대한 내부고객의 평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 미래 기대 성과
많은 비즈니스전략의 타당성 평가에서 기업의 미래 성과는 경쟁력 향상이나 새로
운 이익의 발생가능성으로 측정하고 있다. Aaker(2001)에 따르면 기업의 성과측정시
제품품질이나 비용 등 현재의 성과 못지않게 장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제
품개발활동이나 종업원들의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경쟁력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고객의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미래경쟁력 향상과 새
로운 사업기회와 이익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정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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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의 결과
1. 연구의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대상
으로 <표 2>의 결과와 같이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
반적으로 신뢰도 검증에 사용되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통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구성개념에 대해 요인의 고유치가 1 이상, 요인부하량이 .7 이상이
며 Cronbach’s α 계수도 Nunnally(1967)가 주장한 .7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신
뢰성이 확인되었다.

<표 2>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구성개념

구성항목

고객성공전략에 고객서비스품질

요인값 아이겐값 누적분산비율 신뢰성 계수
0.826

자동차내구성

0.808

제품구색 및 유통제공성

0.792

고객데이타 축적 및 마이닝

0.736

구조변화에

복합사업구조로의 변화

0.814

대한 동의

사용시장확대

0.782

고객문제해결위한 사용시장관리

0.750

고객성공지향

자동차운행 데이타관리

0.863

행동

성공철학구현위한 행동구체화

0.840

대한 공유가치

자동차운행시 결함관리

0.823

서비스지향

0.804

고객데이타관리

0.785

미래성과에

미래경쟁력 향상

0.878

대한 기대

새로운 사업기회와 이익

0.860

2.757

19.692

0.8422

2.148

15.345

0.7949

3.422

24.441

0.8821

1.670

11.929

0.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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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연구개념들을 대상으로
AMOS 4.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델적합도

χ = 397.382(df = 71), p = .000
GFI = 0.943
NFI = 0.938
CFI = 0.948
RMR = 0.059
RMSEA = 0.069
2

s1

p1

s2

Consensus to
Structural
change

p2
0.582
(.000)

Shared value
To customer success

s3

–0199
(.001)

pe2

Customer success
behavior

p4

b1

b2

pe1
Performance
expectation

0.056
(.342)
0.159
(.004)

p3

0.731
(.000)

b3

b4

0.123
(.002)

b5

<그림 2>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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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 조사자료가 연구모델에 잘 부합하는지를 알아보는 적합도 분석에서는

χ 값이 397.382, GFI가 0.943, NFI가 0.938, CFI가 0.948, RMSEA가 0.069로 상당히
2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었다.
실증결과를 보면 먼저 종업원의 고객성공에 대한 공유가치가 구조변화에 대한 동
의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과 고객성공 지향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성공에 대한 전략의지로서의 공유
가치가 구조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의 비전에 대한 종업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변화와 내부혁신을 위해서
는 고객성공을 염두에 둔 기업전략에 대한 전략의지, 즉 내부적 공유가치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객성공에 대한 전략의지로서의 공유가치가 종업원의 미래성과에 대한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미래의 기대성과가 고
객성공에 대한 전략의지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된다기 보다, 고객성공에 대한 전략
의지의 형성을 기반으로 이를 위한 구조변화에 대한 동의, 종업원의 고객성공 행동이
라는 내부적 조율과정과 실행과정을 거쳐 성과로서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
다.
한편, 구조변화에 대한 동의정도가 종업원의 고객성공지향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가설 4의 실증결과는 (-)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구조변화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을수록 현재의 고객성공지향 행동은 상대적으로 미흡
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측정과 관련한 설문조
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조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가 종업원의 미래성과에 대한 기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 5와 종업원의 고객성공지향 행동이 미래의 기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6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커뮤니티내의 구성원간에
형성된 관계규범이 행위와 미래성과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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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21세기 초일류기업”
과 같은 기업 성과를 전략목표로 설정하는 것보
다 고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고객만족보다 고객성공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고객에 대한 이러한 약속의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전략의지를 조
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할수록 기업의 구조(시장구조, 제품구조, 원가구조, 기술
구조, 손익구조, 인력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변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고
객의 성공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객성공서비스를 개발하게 되
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략의지가 행동변화와 구조변화를 일으킬때, 조직의 성과가 개선되는 모
델을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회사에 대한 실증연구로서 검정하였다.
기업성공의 첩경은 바로 기업의 고객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윤리의 실천을 기업성장에 직접적
으로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기 보다 마지 못해 최소한의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중심경영을 주장하는 기업들도 고객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제시하기 보
다 기업성과관리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중심이 기업이익증가에 도움이 된
다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고객성공만이 기업의 장기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고객성공지향적 서비스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자산적 지출이라는 점을
이론과 실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다는데 본 연구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고객에 대한 책임수행에 대한 전략의지를 기업성장에 이르
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실천이
기업성공과 직접 연결된다는 실증연구를 계속 개발함으로서 기업인들에게 기업성공
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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