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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기업 경 의 최우선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 화이다.기업의 경 진은 기

업 가치를 높이기 해 다양한 경 략을 구상하고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아지고,이는 충성도의 증가 재구매

로 이어지게 되며 궁극 으로 기업의 실 가치 증가로 연결되게 된다.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실 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됨

에 따라 기업은 고객만족도에 더 많은 심을 보이게 되었다.

기존 연구 결과들은 고객만족도를 객 이고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

표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ACSI(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Index),우리나라의 경우 KCSI(KoreanCustomerSatisfaction

Index)와 NCSI(NationalCustomerSatisfactionIndex)가 고객만족도를 측정

하는 표 인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고객 만족도와 련된 연구들은 기

업의 회계지표를 이용한 실 에 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최근에서

야 기업의 시장가치와 련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고객만족도가 기

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향은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 변화율을 통해 나타

나며 이러한 주가의 변화가 고객 만족도와 무 한 수 의 변화인지 고객 만

족도로 인해 발생한 변화인지를 측정해야 한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사

건 연구 방법론(EventStudyMethod)을 이용하여 단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

정하 고 CalendarPortfolioMethod를 사용하여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

하 다.두 방법론은 재무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CapitalAssetPricing Model)과 효율 시장 가설(EfficientMarket

Hypothesis)을 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고 있다.첫

째,신규 고객 만족도 평가 기업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기존 연구들은

고객 만족도의 수 이나 변화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지만

신규 고객 만족도 평가를 받은 기업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분석

상과 동일하게 취 하여 기업의 시장가치 변화를 분석하 다.하지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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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를 받지 못하던 기업들이 새롭게 평가 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해당 기업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상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

매가 증가하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경

제 가치가 있다고 단할 것이다.따라서 신규 평가 기업들을 분리하여 비

정상 수익률을 측정한 결과 신규 고객 만족도 평가 기업의 경우 단기와 장기

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비정상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둘째,고객 만족 지수가 가지는 경제 가치의 원인을 명확히 하 다.소비

자들이나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매년 고객 만족지수가

발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특정 기업의 고객만족 수 을 과거의 발표

정보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에 발표될 고객 만족 수 을 어느 정도 측하고

있다. 한 고객만족도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고객만족 수 은 소비자들의

재구매로 이어져 매출이 상승했다고 단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에 이미 반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고객만족지수가 발표가 내포하는

정보의 경제 가치는 고객만족의 수 이 아니라 고객만족지수 변화의 방향

이라고 단하 다.시장 참여자들은 일정 수 의 고객만족도는 측할 수

있지만 고객만족지수의 년 비 상승이나 하락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따

라서 고객만족 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해당 연도의 고객 만족 수 이 높거나

낮음에 계없이 년 비 고객만족지수가 상승한 기업의 경우 기업의 시장

가치에 있어 유의한 양(+)의 단기 비정상 수익률을 나타냈다.

셋째,고객 만족 지수는 단기 으로 시장가치에 향을 수도 있고 장기

으로 시장가치에 향을 수도 있다.이러한 단기/장기 비정상 수익률은

미국의 ACSI를 이용하여 미국 내 기업을 상으로 통해 연구된 바 있으나

국내 기업들을 상으로는 평가된 바 없다.따라서 두 방법론을 사용하여 고

객만족지수가 국내 기업들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

를 보여주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고객만족도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장기 인 향을 평가할 때 사용되었던 CalendarPortfolioMethod는

측정 결과의 안정성에 한 논란이 되고 있다.따라서,국내 기업 데이터에

용시켜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차후 해당 방법론을 다른 마 역에

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문제 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본 연구에서

는 CalendarPortfolioMethod를 사용하여 고객 만족지수로 인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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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한 결과 신규 고객만족지수 평가 기업에서만 유의

한 양(+)의 값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 졌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표 인 고객만족 지수는 NCSI와 KCSI가 있다.NCSI

의 경우 ACSI와 동일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국내 데이터에 용

하는 것은 기존의 해외 연구 결과와의 비교라는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KCSI는 ACSI와 산정 방식 발표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KCSI를 국내

기업 데이터에 용시킬 경우 기존 해외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

다.이는 고객 만족도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가지는 경

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KCSI발표 시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향은 존재함이 밝 졌다. 한 국내 고객 만족

도 련 연구의 경우 KCSI를 사용한 연구가 상 으로 더 많다는 을 감

안하면 두 가지 지수를 모두 사용하여 기업의 시장가치와 고객만족도와의

계를 분석하는 것은 해외 연구와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 결과들은 고객만족도 평가의 시작이 기업가치에 유

의한 향을 다는 에서 재 고객 만족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에게 그 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 고객 만족 수 의 지속 인 상향을 통

해 시장가치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고객만족지수,고객만족도,사건연구방법론,EventStudy,비정상

수익률,기업가치,고객 충성도

학 번:2007-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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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목

1.연구의 배경

기업을 운 하는 경 진의 최우선 목표는 기업가치의 극 화이다.경 진은

기업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투자자와 기업 이해 계자로부터 엄격한 평

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경 진의 지속 인 기업 경 가능성이 결정된다.

이를 해 객 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가치 척도가 필요한데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기업의 시장가치라고 할 수 있다.기업의 시장

가치는 개별 주식 가치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개별 주가의 등락이 해

당 기업 가치의 등락을 변한다.주가는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기업이

발생시킬 미래의 흐름을 재 시 에서 할인하여 평가한 가치라는 과

실시간으로 기업의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에서 과거 일정 기간의 실 을

평가하여 발표되는 재무제표 상의 항목을 이용한 실 지표와 차이 을 보인

다.

경 진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해 다양한 기업활동을 한다.마

역에서 보면 상품 서비스,가격, 진,유통 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단

기 인 이익 뿐 아니라 장기 으로 지속 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이러한 마 략들 고객 만족도는 기업이 단기 인 수익 뿐

아니라 장기 인 수익을 추구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효과 인 략 수단

으로 인식되고 있다.고객 만족도를 높이게 되면 소비자들의 기업에 한 충

성도가 높아지고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게 된다(Fornellet

al.2006).이를 통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비율을 증가 시키고 이탈 고객을

최소화 하여 장기 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고객 만족 정도가 기업의 가치나 실 에 미치는 향은 기업과 연구자들 모

두에게 요한 과제 고,이를 검증하기 해선 고객 만족도에 한 객

이고 정확한 척도가 필요했다.이에 따라 미국에선 스웨덴의 고객만족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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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 ACSI(American CustomerSatisfaction Index)가 개발되었고

(Fornell1992),국내에서는 한국능률 회 컨설 의 KCSI(KoreanCustomer

Satisfaction Index)와 한국생산성본부의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Index)가 발표되었다.

고객만족지수의 개발로 인해 고객 만족도가 기업의 실 변수인 ROI, 업

이익,당기 순이익,ROA,EVA에 미치는 향이 검증되었고(Andersonetal.

1997;YeungandEnnew 2000;Yeungetal.2002; 인수,김 정 2005;이

유재,이청림 2006),시장가치에 미치는 향도 연구되었다(Ittner and

Larcker1998;Fornelletal.2006;Aksoyetal.2008;JcobsonandMizik

2009;O’Sullivanetal.2009).

그러나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고객만족도를 새

롭게 평가 받게 된 기업들에 한 분석을 간과하 다.고객만족지수가 내포

하는 요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첫째,소비자가 기업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에 한 정보와 둘째,직 년도의 고객 만족도

비 년의 고객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 는가 하는 이다.고객 만족도

를 새롭게 평가 받게 된 기업의 경우 자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후자의

정보와는 다른 새로운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기업들을 별도로 분리

하여 고객만족도 평가의 경제 가치를 단하는 것은 고객만족지수에 한

새로운 시각이며 시장의 기업 평가에 있어 신규 고객 만족지수 평가가 어떠

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고객만족도와 기업의 시장가치에 련된 연구들은 미국의 ACSI를 이용한

연구이며 국내 기업의 시장가치를 이용한 연구는 무한 상황이다.ACSI와

NCSI는 동일한 고객만족지수 산정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KCSI는 이와 다른

모형을 통해 산정되는 지수이며 이를 국내 기업 데이터에 용한다면 기존

연구 결과의 재검증과 고객만족 지수의 산정 방법에 따른 기업가치 변화의

차이도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내의 고객만족도와 회계 지표를 이용

한 기업 실 에 한 연구들은 KCSI를 사용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KCSI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역할을 연구 한다면 기존 해외 연구와 교량 역

할을 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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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고객만족도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향은 재무 분야의 자본 자산 가

격 결정모형(CAPM:CapitalAssetPricingModel)과 효율 시장가설(EMH:

EfficientMarketHypothesis)을 기반으로 연구되었다(Fama1970).자본 자산

가격 결정모형이란 개별주식의 주가 수익률은 시장수익률과 선형 계를 가진

다는 이론이고,효율 시장가설이란 시장에 공개된 정보가 기업 가치에

향을 미친다면 그 향은 즉각 으로 반 된다는 가설이다.이에 따르면 고

객만족지수가 경제 인 가치가 있다면 발표시 에 그 가치만큼 해당 기업의

주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고객만족도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첫째,고객만족 수 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주는 향을 연구하 다.고

객 만족도 수의 발표 시 고객 만족도 수가 높을(낮을)경우 기업의 시장

가치가 증가(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 다(IttnerandLarcker1998;

Aksoyetal.2008).둘째,직 측정 시 비 고객만족 지수 변화에 따른

시장가치 변화를 검증하 다(Fornelletal.2006;Aksoyetal.2008).고객

만족도에 한 평가는 개별 회사 기 1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데 직 년도

의 평가 비 상승(하락)정보가 기업가치를 상승(하락)시키는 지에 한 연

구이다.셋째,고객만족지수 발표가 가지고 있는 경제 가치가 기업 가치에

즉각 으로 반 되는가에 한 연구이다(Fornelletal.2006;Aksoyetal.

2008;JcobsonandMizik2009;O’Sullivanetal.2009).효율 시장가설에

따르면 정보가 가지는 가치는 정보 공개 시 에서 즉시 주가에 반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하지만,최근 문성이 필요한 정보들이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정보의 정확한 가치를 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반 에 시간이 걸리는 이상 상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Aksoyetal.2008).

그러나 세 연구방향은 공통 으로 고객만족지수의 발표에서 고객만족 수

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 다.

하지만 시장이 효율 이고 개별 기업의 고객만족 수 의 변화폭이 격하지

않는 한 시장 참여자들은 고객만족의 수 을 어느 정도 측하고 있고,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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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계 지표나 기업 가치에 반 이 되어 있을 것이다.따라서 해당 연도

의 고객 만족 수 은 기업 가치에 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라고 보기 어렵

다. 한 이 연구들에서 새롭게 고객 만족도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개별 으

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주식시장에서 고객 만족도를 새롭게 평가받기 시

작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요한 정보이다.기존에 고객만족도 평가

를 받지 못하던 기업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회사의 규모나

매출액, 는 소비자 인지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 수익이 증가

할 것이라는 정 인 신호를 투자자들에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평가 기

업들과는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을 검증

할 것이다.

첫째,기존 연구에서 새롭게 평가 받게 된 기업들을 분리하여 해당 기업들

의 주식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고객만족도 수 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향과 고객만족지수

변화의 방향성이 시장가치에 미치는 향을 국내 기업을 상으로 검증할 것

이다.

셋째,고객만족지수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단기 으로 향을 미치는지 장기

으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의 세 가지 연구 목 일부는 기존 해외 연구들과 복되는 부분이 존

재한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검증이 필요하다.우리나라에는 제품

과 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평가한 표 인 지표로 KCSI,NCSI두 가지

고객만족지수가 있다1).이 ACSI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된 NCSI를 사용

하여 국내 기업을 상으로 고객만족지수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할 경우 해외의 연구 결과가 문화 차이와 상 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부

분인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KCSI의 경우 NCSI와 산정 방식에 있어서

차이 이 있으며 KCSI를 사용하여 고객만족지수가 기업의 시장 가치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할 경우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가 시장에서 어

떻게 평가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 고객 만족도와 기업 실 가치에 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

1)KS-SQI도 국내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수이긴 수차례의 모델 보완이 있어서 연속성이 결여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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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장에서는 연구모형에 한 설명을 할 것이다.4장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

과 실증 분석 결과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분석결과의 요약과 향후 연구

과제에 해 말하고자 한다.

제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지수가 발표되는 순간을 기 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수익률(abnormalreturn)을 측정할 것이다.비정상 수익률이란 기업의 시장가

치에 향을 미치는 정보가 공개 되었을 때 정상 수익률을 과 는 미달하

여 발생하는 수익률을 의미하고 이는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는 기간에 따라

단기 비정상 수익률과 장기 비정상 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다.단기 비정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측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으로 정보

공개일(0일)의 수익률만 보는 경우부터 길게는 30일 까지도 수익률을 측정하

기도 한다.장기 비정상 수익률 역시 측정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3개월,6개월,12개월 등의 다양한 기간의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한다.비정상

수익률을 정의하기 해선 비교의 기 이 되는 정상 수익률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정상 수익률을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CAPM)을 사용하여 측

정할 것이다.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의해 측정된 정상 수익률을 넘어

서는 과(미달)수익률이 발생한다면 고객만족지수에는 경제 인 가치가 있

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이 경제 가치가 주가에 반 되는 시

간이 단기에 발생하느냐 장기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할 것이다.

이를 해 고객만족도가 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고객 만족

도의 수 이나 시간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가 기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련한 문헌 연구(literaturereview)를 실시할 것이다.고객만족지수를 사용

하여 고객만족정도가 기업의 회계 실 에 미친 향에 한 연구들과 기업의

가치에 미친 향에 한 연구들을 분리해서 살펴볼 것이다.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친 향에 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본 연구와의 차이 을 밝

히고 실증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어떤 차이 이 있는 측정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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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지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신규 고객만족도 평가 기업에 한 단기 비정상 수익률을 국내

고객만족지수인 KCSI와 NCSI를 사용하여 검증하고 비정상 수익률이 존재한

다면 고객만족도 발표 정보의 어떠한 부분이 해당 결과를 발생시켰는지에

해 설명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계속 받고 있었던 기업에

서 고객만족지수 발표시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 는지 살펴보고 만일 발생

하 다면 고객만족지수가 가진 정보 어떠한 부분이 경제 가치를 가지는

지 KCSI와 NCSI를 통해 검증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비정상 수익률이 장기

에 걸쳐 나타나는지 KCSI와 NCSI를 용하여 살펴볼 것이다.단기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이는 고객 만족 지수 정보에 련된 시장의 효율성에 한 검증이 될

것이다.세 가지 분석에 모두 KCSI와 NCSI를 용시킴에 따라 자연스럽게

두 고객만족지수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단기/장기 향력에 한 검증

도 동시에 가능할 것이다.본 연구는 SAS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연구 방법

론은 사건 연구 방법론과 CalendarPortfolioMethod를 사용하 다.

제 3 연구의 구성 체계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 ,연구 방법,그리고 연구의 구성

체계를 제시하 다.

제 2장 문헌 연구에서는 제 1 에서 무형자산의 요성과 무형자산으로서의

고객만족도가 가지는 요성을 살펴볼 것이다.제 2 에서는 국내 고객만족

지표인 KCSI와 NCSI에 해 살펴보고 두 지수를 사용하여 연구된 국내 연

구들을 살펴볼 것이다.제 3 에서는 고객만족도와 기업 실 과의 연구

기업의 회계지표에 향을 주는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며 제 4 에서는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기업의 시장가치와 고객만족도와의 계에 한 연구들

을 살펴볼 것이다.

제 3장 연구 모형에서는 기업의 시장가치 변화를 측정하는 모형인 자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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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격 결정 모형,사건 연구 방법론,CalendarPortfolioMethod에 해 설

명할 것이다.

제 4장 실증분석 제 1 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단기 비정상 수익률에

한 가설 두 가지와 장기 비정상 수익률에 한 가설 두 가지를 밝히고 그

근거에 한 설명을 할 것이다.제 2 에서 자료 수집에 한 부분을 설명

할 것이며 제 3 에선 비정상 수익률에 한 원인을 찾기 한 포트폴리오

구성 기 에 해 설명할 것이다.제 4 에서는 제 1 에서 설정한 가설에

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장 결론에서는 제 1 연구 결과의 요약과 시사 에 해

서술하고 제 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과제에 해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연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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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연구

제 1 무형자산으로서의 고객만족도

무형자산이란 특정기업이 오랫동안 업 는 생산에 이용하기 하여 보유

하고 있는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미래 경제 효익 창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

는 법 인 경제권 권리를 의미한다(박윤옥 양동우 2010).2011년부터 국내에

서 의무 시행되는 국제회계 기 인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 :Korean

InternationalFinancialReportingStandard)따르면 무형자산은 물리 실체

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하며 표 인 로 컴퓨터 소

트웨어,특허권, 작권, 화필름,고객목록,모기지 리용역권,어업권,수

입할당량, 랜차이즈,고객이나 공 자와의 계,고객 충성도,시장 유율

과 매권 등이 있다.무형자산의 가치는 시장가치로 표 되는 기업의 시가

총액에서 장부상의 기업가치를 차감한 값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Simonand

Sullivan1993),산업자본시 에서 지식자본시 로 환됨에 따라 기업가치의

주요 요소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 되고 있으며 마 무형 자산

에서는 랜드나 고객가치 등이 국제회계기 에서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CarparoandSrivastava(1997)는 Fortune이 선정한 500 기업을

상으로 시장가치 장부가치(BooktoMarketRatio)값이 평균 3.5에 이른다

고 주장하고 체 시가 총액의 70%이상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을 밝혔다.

마 자산의 가치는 공식 인 회계 기 에서 인정될 만큼 요성이 커지

고 있으며 회사의 시장 가치에서 요한 치를 차지해 가고 있다(Aaker

andJacobson2001;AmirandLev1996;Srivasta,Shervani,andFahey

1998).마 측면에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회계 기 에서 인정

되는 것 보다 훨씬 범 하다.고객만족도, 랜드 자산,고객 계,마

믹스 요소,마 략 등 무형자산의 형태를 가지는 미래 수익 창출의 기

반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Aksoyetal.2008;이학식 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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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tetal.2004;Fournelletal.2006;이유재,이청림 2006).마 무형자

산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는 (Luo2007;LuoandDonthu

2006;See2006)해당 마 자산이 미래에 기업이 획득하는 흐름을 증

가하게 하고 미래 흐름을 재가치로 할인한 주가를 변화시킨다는 논리

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실 을 다루는 회계 기 상의 가치와 차이 이 있

다.

최근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의 비 을 감안한다면 무형자산 내에서 마

자산의 가치 한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른 주식가치의 변화를 측해

볼 필요가 있다.특히 기업의 안정 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고객만족도에

한 부분은 요도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마 무형자산인 고객만족이 고객 충성도로 이어지고 기업의 가치 수

익성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부분은 실무와 학계 모두의 주요 심

사이다(이유재 2000).고객만족도에 한 연구 기에는 설문조사를 통한 고

객의 만족도가 측정되었다(PetersonandWilson1992).소비자들에게 제품이

나 서비스에 해 질문할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해 가 평균을 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Kristensenetal.1992).그

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객 인 고객만족도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두되

었고 이를 해 스웨덴의 고객만족지표인 CSB(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를 비롯하여 미국의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경제지표인 ACSI가

개발되었다(Fornell1992).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생산성본부 CS경 센터가

주 하는 NCSI(NationalCustomerSatisfactionIndex)와 한국능률 회컨설

이 주 하는 KCSI(KoreanCustomerSatisfactionIndex)를 표 으로 사

용한다.

제 2 고객 만족도 측정 지표

Oliver(1980)는 개인 수 의 고객만족이 어떤 구조로 나타나는지에 해 기

수 ,행동,의도,부 합,태도 등을 변수로 하여 모델을 제시하 고 고객

만족이 이후의 재구매에 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 다.고객만족도가 제품이

나 서비스의 재구매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고객만족도의 수 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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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제조업 7 7 5 5 7 14 33 32 43 48

서비스업 5 1 7 8 8 30 27 42 45 47

계 12 8 12 13 15 44 60 74 88 95

연 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제조업 53 53 63 58 57 59 57 54 48 48

서비스업 47 47 47 45 44 46 49 49 51 54

계 100 100 110 103 101 105 106 103 99 102

업의 실 이 달라진 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객만족과 기업 실 과의 계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요 심사가 되었다.따라서,고객 만족 수 을 객 이

고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이 나타났고 Fornell(1992)은

Sweden의 고객만족지표를 기반으로 ACSI(AmericanCustomerSatifaction

Index)를 1994년 개발하 고 미국에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표 인 척도

로 자리매김 하 다.국내의 표 인 고객만족지수로는 1992년에 한국능률

회 컨설 에서 자체 개발한 KCSI,1998년에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미국의

ACSI의 산정모형을 용한 NCSI,한국 표 회가 주 시행하고 있는

KS-SQI의 세 가지 지표가 있으며 KS-SQI는 지수의 연속성 측면의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객만족 련 연구에서 상 으로 많이 사용되는

KCSI와 NCSI를 다룰 것이다.

1.KCSI

KCSI(KoreanCustomerSatisfactionIndex)는 1992년 한국능률 회 컨설

에서 국가 산업 경제의 질 성장을 평가하게 해 개발된 지표이다.개발된

연도를 기 으로 한다면 미국의 ACSI보다 2년 먼 개발 되었으며 NCSI보

다 5년 먼 만들어진 지표이다.2000년 이 에는 조사 산업의 수가 어

서 100개 미만이었으나 2000년 에 들어오면서 조사 기업의 수가 확 되었

다.<표 2-1>은 KCSI의 연도별 발표 산업수를 나타낸다.

<표 2-1>연도별 KCSI조사 산업 수



- 11 -

매년 4월부터 8월 까지 국내에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내국인 서울 수

도권 6 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를 상으로 유

의할당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각 기업 랜드 당 100명 이상의 데이터

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한다.조사 상 기업은 소비재 제조업,내구재 제조

업,일반 서비스업,공공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100개 이상의 기업을 상으

로 한다.데이터 수집을 한 설문조사는 면 원이 직 가구를 방문하여 일

일 면 을 통해 진행된다.설문문항은 반 만족도,요소별 만족도,재구

입(거래)의향률의 조사로 구성되는데 조사 결과 수를 각각 4:4:2의 비율

로 가 평균하여 KCSI를 산출한다. 반족 만족도는 상품,서비스,이미지

등을 종합하여 만족하는 수 을 평가하고,요소별 만족도는 상품,서비스,이

미지에 해 고객의 요도와 만족 수 을 감안하여 평가한다.조사가 완료

되는 시 에 따라 매년 9월과 10월 사이에 발표를 하며 KCSI의 과거 추이,

해당 년도와 직 년도 사이의 지수 변화,산업별 특징,1 기업 그룹에

한 정보를 추가 으로 발표한다.<그림 1>은 KCSI산정 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세부 산정 방법에 해서는 <부록 1>에 첨부하 다.

<그림 2-1>KCSI산정 모형

국내 기업의 고객만족도에 한 연구는 KCSI를 사용한 연구들이 NCSI에

비해 상 으로 많다. 인수와 김 정(2005)는 KCSI를 사용하여 고객만족

과 기업의 성과변수와의 계를 연구하 는데 종속변수로 매출액 성장률,매

출액 이익률,자산 이익률을 사용하 으며 해당 연도의 고객만족지수 뿐만이

아니라 직 년도의 고객만족지수도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양(+)의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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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것을 밝혔다.이유재와 이청림(2006)은 고객만족정도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과 가치가 달라지는지 패 데이터 분석법을 통해 검증하 다.KCSI를

고객만족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고 ROA(ReturnOnAsset)를 수익성

변수로 사용하 으며 기업가치의 척도로 EVA(EconomicValueAdded)를 최

로 도입하 다.이 연구에서 고객만족도가 기업가치와 수익성에 모두 유의

한 양(+)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밝히고,고객만족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 더 큰 것을 검증하 다.

고객만족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향은 단순히 해당 연도에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장기 으로 향을 다는 동태 인 향에 해 KCSI를 사용하

여 검증되었는데(이유재,차경천,이청림 2008),해당 년도의 고객만족과 기업

성과 간 기존 연구에서 발 하여 장기 향력을 검증했다는 것은 미래의

흐름을 할인한 가치인 주식가치나 미래 흐름과 같은 지표와 연계해

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고객만족도(KCSI)와 고객 추천의향(NPS)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동태

향을 비교한 연구가 발표됨에 따라(이유재,이청림 2010)고객만족지수를

체할만한 지표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객

추천의향 역시 기업의 성과(ROA)에 장기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

렸으며 고객 만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객추천의향은 고객 만족도와 더불어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서

연구의 상이 되는 지수로 두 지수의 비교 연구는 다른 체 지수의 연구

혹은 연계하여 쓸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NCSI

NCSI는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1998년 도입한 고객만족 지수로 미시건 학

의 국가품질 연구소(NQRS:NationalQualityResearchCenter)와 공동으로

개발한 고객만족 평가 지수로 체 산업을 4개 군으로 나 어 매 분기별

NCSI를 발표하며 기업단 의 측정 뿐 아니라 산업별,경제부문별,국가단

로의 측정까지도 가능한 모델이라는 특징이 있다.

표본 집단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상으로 국 5 도시에 거주하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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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산업수 37 46 46 49 49 51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산업수 51 52 53 56 56 56

서비스 사용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상으로 모든 업종에 해 일 일

면인터뷰를 실시하며 각 기업 당 278명의 응답 인원을 배정하여 약 63,000명

의 표본을 선정한다.한 고객은 한 기업에 해서만 조사가 허용되며 2년 연

속 동일한 고객이 동일 업종에서 조사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측정 상은

2010년 기 13개 경제 부문 27개 산업을 GDP기여도 기 으로 선정하고 그

외 공공서비스 부문을 추가하여 2010년 기 총 225개 기업에 해 고객만족

지수를 평가하고 있다.<표 2-2>은 NCSI의 연도별 평가 산업 수를 나타내

고 있다.

<표 2-2>연도별 NCSI조사 산업 수

NCSI는 ACSI와 동일한 측정 모델을 사용하며 고객기 수 ,고객의 제품

서비스인지 품질 지수,고객의 인지 가치지수가 잠재변수로서 고객만족도

에 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한 수를 가 평균하여 NCSI를

산출한다.NCSI로 나타난 고객만족도는 고객품평율과 고객 충성도에 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그림 2>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 으며 세부 산정 방법은

<부록 2>에 첨부하 다.

<그림 2-2>NCSI산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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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 과 김 철(2003)은 고객만족지수와 기업성과와의 계를 알아보기

해 NCSI를 사용하 다.기업성과를 측정하기 한 변수로 시장 유율을 사

용하 고,세 가지 모형에 해 시장 유율과 고객만족지수의 해당연도,직

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종별 분석을 실시하 다.그러나 일 성 있

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고객만족도가 시장 유율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검증하 으며,정유경과 구원일(2011)은 호텔산업에 해 NCSI를 이

용하여 경 성과에 미치는 양(+)의 유의한 향력을 밝혔다.

KCSI와 NCSI를 동시에 사용한 연구들도 있는데,이학식과 임지훈(2005)는

NCSI와 KCSI의 측정 방법 상의 문제 과 새로운 고객만족지수 개발을 한

개선 을 제안하 다.NCSI에 해 인과 계 설정,잠재변수와 측정 항목들

간의 계,고객만족 결정의 선행변수,설문 항목,측정단 ,측정 시 의 문

제 ,설문 항목의 논리성의 역에서 문제 을 지 하고,KCSI의 경우 인과

계 설정과 산출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 필요성을 언 했다.

박상 외(2010)는 KCSI와 NCSI에 해 고객만족지수들이 개발되어

에게 발표된 이후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한 동태 분석을 검증

하 다.이에 따르면 고객 만족도는 진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경쟁자의 수에 따라 고객만족도의 차이도

달라진 다는 을 밝혔다.

조선배와 김 용(2008)은 NCSI,KCSI,KS-SQI의 세 고객만족 지수의 재

무 성과에 한 측력을 검증하 다.상 계 분석을 통해 검증한 이 연

구는 매출액 측면에서는 KCSI가 상 으로 타 고객만족지수 비 우수하지

만 업이익이나 순이익의 경우 KCSI와 NCSI의 측력의 수 이 큰 차이가

없음을 주장했다.

두 모델은 서로 상이한 산정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형이 더 우

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두 모형 간의 가장 큰 차이 은 KCSI의 경우

고객의 재구매 의사가 고객만족 지수 산정에 고려되었고,NCSI의 경우 고객

만족지수가 고객의 재구매에 향을 미치는 형태라는 이 주목할 만한 이

며 KCSI와 NCSI가 기업 실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는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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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내 용 기업성과변수 연구결과 방법론

K

C

S

I

인수와

김 정

(2005)

고객만족과

기업성과변수와의

계

매출액성장률

매출액이익률

자산이익률

(+)

(+)

(+)

회귀

분석

이유재와

이청림

(2006)

고객만족과

기업성과

가치에

미치는 향

ROA

EVA

(+)

(+)

패

데이터

이유재 외

(2008)

고객만족과

기업성과

가치에 미치는

동태 향

t-1기 ROA

t-1기 EVA

(+)

(+)

Distribut

-ed

Lag

이유재와

이청림

(2010)

고객만족과

고객추천이

기업성과/가치에

미치는

동태 향

t-1기 ROA (+)

Distribut

-ed

Lag

N

C

S

I

박상 과

김 철

(2003)

시장 유율 시장 유율 (+),(-)
시계열

분석

정유경과

구원일

(2011)

서비스기업(호텔/

외식)의

경 성과와의

계

업이익률

순이익률

ROA

ROE

(+):서비스,호텔

insignificant

(+):서비스

(+):서비스

상 계수

분석

K

C

S

I

/

N

C

S

I

이학식과

임지훈

(2005)

KCSI와 NCSI의

문제 과

개선방향

새로운

고객만족 지수

개발을 한

제언

조선배와

김 용

(2008)

KCSI/NCSI/KS-

SQI의 기업성과

측력 비교

매출액

업이익

순이익

KCSI우수

KCSI/NCSI

우수

NCSI우수

상 계수

분석

박상 외

(2010)

KCSI와 NCSI의

동태 분석
변화율 등

CSI의 반

상승,상승 속도

둔화

<표 2-3>KCSI와 NCSI를 고객만족평가 척도로 사용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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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객만족이 기업의 회계 실 에 미치는 향

무형자산으로서 고객 만족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고객 만족이 향을

주는 기업 실 변수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Fornelletal.(2006)은 기

업의 실 은 크게 장부상의 가치나 실 을 평가하는 회계지표와 시가 총액으

로 변되는 기업의 시장가치로 나 수 있다고 설명하 다. 자는 과거의

실 을 반 하고 후자는 고객 만족이 발생시키는 미래의 수익을 반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기존의 고객만족과 기업성과와의

계를 기업의 회계실 과 시장가치를 이용한 수익률로 분류하여 설명할 것

이다.

ReichheldandSasser(1990)은 층성고객의 수가 5%증가하면 기업이익률이

두배로 증가하는 것을 밝혔다.층성고객의 증가는 기업에게 장기 이고 안정

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충성고객을 증가시키는 고객

만족도에 한 심은 높아졌다.

Fornell(1992)은 스웨덴의 고객 만족도(CSB: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와 시장 유율과의 계를 검증하 는데,소비자의 욕구의 다양

성에 비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 으로 획일성을 가지고 있다면 고

객 만족도가 낮을 수가 있으며 시장 유율이 높은 기업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시장 유율이 낮은 기업보다 상 으로 불리하다는

을 밝혔다.박상 과 김 철(2003)은 국내기업을 상으로 고객만족도와 시

장 유율과의 분석을 실시하 는데 고객만족도와 시장 유율과의 인과 계

가 일 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Fornell(1992)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Rust and Zahorik(1993)은 고객만족도가 시장 유율,이익률,연장률

(retentionrate)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 고객만족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소매 융업에 용시켜 실증분석하 다.이들은 고객

만족에 한 투자가 이윤추구에 도움이 되는지에 한 연구를 ROQ(Return

onQuality)모형을 통해 추가 으로 검증하 는데(Rustetal.1995)서비스

품질의 개선노력이 수비효과와 공격효과를 통해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하 다.수비효과란 고객유지효과를 의미하고 공격효과란 구 효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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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규고객의 유입을 의미한다.이는 투자의 형태에 한 연구로 발 되었

는데 (Rustetal.2002)비용을 이는 투자보다 수익을 늘리는 투자의 형태

가 ROQ에 더 효과 이라고 주장하 다.

이후 고객만족과 시장 유율의 계는 인과 계라는 가설이 변화하기 시작

하 다.Andersonetal.(1994)은 Fornell(1992)의 연구를 발 시켜 고객만족

도가 시장 유율과 기업의 투자수익률(ROI:ReturnOnInvestment)에 미치

는 측면을 연립방정식(SystemsofEquation)을 통해 검증하 다.고객 만족

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ROI가 증가하여 기업의 경제 수익성은 증가하지만,

시장 유율은 고객 만족도와 상충 계(trade-offrelationship)라는 을 밝

혔다.Andersonetal.(1997)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고객만족도와 생

산성간의 상충 계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을 밝히고 서비스업에서 고객 만

족도와 생산성 모두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을 스웨덴의 고객 만족 데

이터를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IttnerandLarcker(1998)는 고객 만족도가 기업의 회계지표 뿐 아니라 고객

의 계약 연장 등에도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매출액(revenues),매출액 변화율(revenuechange),고객의 계약 유지 여부

(retention)마진이나 매 비 수익(returnonsales)를 통해 고객만족과 수익

성과의 계를 측정하 다.

2000년 이후 기업의 다양한 성과지표를 상으로 한 분석이 본격 으로

시작되었는데 YeungandEnnew(2000)는 고객만족도가 기업 재무제표상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sales), 업이익(operating income), 순이익(net

income),유보이익(retainedearning)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다는 을

밝혔다.

Edvardssonetal.(2000)은 스웨덴의 고객만족 지수를 이용하여 고객만족이

기업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고객 충성도,수익,매출액 성장률을 변수

로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고객만족수 은 충성도,수익,매출액 성장률에

향을 미치며 제조업 보다 서비스 업종에서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도출

하 다.Yeungetal.(2002)은 이 연구에서 고객만족도와 종속변수인 업

이익과 순이익에 주는 향을 단순회귀 분석 뿐만 아니라 로그선형,제곱근

형태로도 계를 검증하 고 함수 형태와 무 하게 유의한 양(+)의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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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을 밝혔다.

국내 연구로는 인수와 김 정 (2005)이 KCSI를 사용하여 고객만족이 높

을 수록 매출액 성장률,매출액 이익룰,자산이익률이 높다는 을 밝혔고,

고객 만족도의 수 에 따라 기업을 분리해서 평가한 결과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더 뚜렷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한 고객만족 투자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력도 검증하 는데 이는

Rustetal.(1995)의 ROQ모델에 한 추가 인 분석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

록 투자효과가 더 크다는 을 주장하 다.이러한 고객만족도 투자는 이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고려할만한 사안이라는 시사

을 제시했다. 한 고객만족도가 랜드 자산에도 정 인 효과를 주는 결

과를 보 으나 인과 계에 한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을 밝혔다.

이유재와 이청림(2006)은 고객만족이 기업실 인 ROA와 기업가치인 EVA에

해 각각 검증하 는데 두 변수에 해 고객만족도는 양(+)의 향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모델을 발 시켜 ROA와 EVA의 과거 변수들을 독

립변수 항에 넣어 과거에 고객만족에 의해 양(+)의 향을 받은 수익성과 기

업가치 증가가 다시 미래의 수익성과 기업가치에 향을 주는지를 동태 분

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유의한 양(+)의 값을 얻었다(이유재,차경천,이청림

2008).

이처럼 고객만족도는 기업의 재무제표상 실 지표에 부분 유의한 양(+)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는데 다수의 연구가 매년 측정되는 고객만

족 수 의 높고 낮음이 기업의 실 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검증을

하 다.즉 고객만족도가 독립변수로 사용되고 기업의 실 변수가 종속 변

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석 형태를 보여주었다.재무제표상의 실 을 종속변

수로 한 연구들은 고객 만족이 미래에 발생시킬 기업의 이익을 반 하지 못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미래 수익을 재가치로 할인한 시장가치를 변수로

한 연구들과 차이 이 있다.<표 2-4>는 고객만족이 기업의 실 에 미치는

향에 한 기존 문헌들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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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고객만족 척도 기업실 변수 계 유의성 모형

Fornell

(1992)
CSB 시장 유율

+/-

(trade-off)
연립방정식

Rustand

Zahorik

(1993)

자체 설문 조사

시장 유율

이익률

연장률

(+)

(+)

(+)

요인분석

Logit

regression

Anderson

etal.

(1994)

SCSB
ROI

시장 유율

(+)

(-)

연립방정식

상 분석

Anderson

etal.

(1997)

SCSB
ROI

생산성

(+)

(+)

패 데이터

분석

Edvardsson

etal.

(2002)

SCSI

고객충성도

이윤

Growth

(+)

(+)

(+)

PLS

Yeungand

Ennew

(2000)

ACSI
매출/ 업이익

순이익/유보이익

(+)

(+)
회귀분석

Yeungetal.

(2002)
ACSI

업이익

순이익

(+)

(+)

단순회귀

Log-linear

SquareRoot

박상 과

김 철

(2003)

NCSI 시장 유율 +/- 시계열 분석

인수와

김 정(2005)
KCSI

매출액성장률

매출액이익률

자산이익률

(+)

(+)

(+)

회귀 분석

이유재와

이청림

(2006)

KCSI ROA (+) 패 데이터모형

이유재,차경천

이청림

(2008)

KCSI ROA (+)
Distributed

Lag

이유재와

이청림

(2010)

KCSI ROA (+)
Distributed

Lag

<표 2-4>고객만족이 기업의 실 에 미치는 향2)

2) 이유재와 이청림(20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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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고객만족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향

고객만족도가 기업의 수익성과에 미치는 향과 함께 기업의 가치에 주는

향도 주목 받기 시작하 다.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하면 미래 수익에 한

정 인 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정의하면 기업의 시장가치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실 은 향후 발생시킬 수익에 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과거의

실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는 시장가치라는 단일 척도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하

나의 지표로 표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흐름(GrucaandRego

2005),Tobinq(Andersonetal.2004;Tobin1969),EVA(이유재와 이청림

2006),기업의 시장가치 변화(JacobsonandMizik2009;Foenelletal.2006;

Aksoyetal.2008)와 같은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1.단기 비정상 수익률에 미치는 향

고객만족도가 개별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향이 유의한지를 보기 해서는

효율 시장가설을 먼 이해할 필요가 있다.효율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Hypothesis)이란 시장에 경제 가치를 지니는 정보가 유입되었을

때 그 정보가 증권 가격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 되는 정보의 효율성을 말

한다(Fama1969).즉 시장이 효율 이고 정보가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면 이 정보가 해당 기업의 미래 흐름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 흐름의

재가치로 변되는 주가가 많은 투자자들의 매매행 로 인해 즉각 으로

변화하여 정보 가치가 주가에 반 될 것이다.따라서,특정 사건이 발생하

을 때 개별기업의 주가가 비정상 으로 높거나 낮은 수익률을 발생시킨다면

이 사건은 주가에 향을 주었다고 단할 수 있다.사건 연구 방법론은

Famaetal.(1969)가 재무 분야에서 주식 분할로 인한 기업가치의 변화를 측

정하면서 시작되었다.이후 사건 연구 방법론은 경제 경 뿐만 아니라 기업

의 가치를 다루는 많은 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 다.기업의 마 련

사건이나 기업 활동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자주 사용되어 왔다. 를 들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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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명의 변경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HorskyandSwyngedouw,1987),신

제품 출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Chaneyetal.1991),유명 고 모델과

의 계약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AgrawlandKamakura,1995), 랜드 확

장 제품에 있어서의 랜드 명성과 친숙도의 향(Lane and Jacobson,

1995,),스포츠 후원 마 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임병훈 김 기 2003),

CRM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김병도 김지경 우상진 2004),소비자의

부정 구 효과와 기업가치와의 계(Luo,2007)등과 같이 마 분야에

서도 마 련 이슈의 경제 가치를 측정하기 해 빈도 높게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고객 만족도와 기업의 시장가치의 계를 검증하기 해서 사건 연구 방법

론이 사용되었는데 IttnerandLarcker(1998)는 사건 발생 직 100거래일의

시장 수익률과 고객 만족지수를 평가 받은 개별 기업의 주식 수익률을 통해

정상 수익률을 측정하 다.ACSI가 발표된 이후 5일간,10일간의 비정상

수익률을 산출하고 해당 비정상 수익률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ACSI를 독

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10일간의 비정상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 10%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이는 단

기 비정상 수익률 발생에 있어서도 발표 후 즉각 인 가치의 반 은 일어나

지 않지만 일정시간(10일)에 걸쳐 단기 비정상 수익률이 나타났음을 밝힌 것

이다.이를 다시 고객만족 수에 따라 4분 로 분류하여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10일간의 비정상 수익률을 종속 변수로 하 을 때,상 50% 그

룹에서 5%유의수 하에서 양(+)의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함을 보 다.

Fornelletal.(2006)도 사건연구 방법론(eventstudy)을 통해 ACSI발표 후

주가가 즉각 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IttnerandLarcker(1998)의 연구

와의 차이 은 비정상 수익률 측정에 있어서 주가 변화의 찰기간을 발표

당일의 비정상 수익률만 찰하 다는 과 상기업의 구분 기 을 해당 연

도의 고객만족지수가 아닌 년 비 상승기업,하락기업으로 나 었다는

이다.발표 당일의 비정상 수익률은 고객만족지수가 상승한 기업군과 하락한

기업군 모두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단기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

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의 두 연구 모두 연구자의 가설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발표하 지만 It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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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Larcker(1998)의 경우 사건 발생일과 그 이후의 개별 날짜에 발생한 비

정상 수익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ACSI와 비정상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검증하 다는 에서 사건 발생일 직후 일별 비정

상 수익률의 유의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한 Fornell(2006)의 경우 고

객만족지수로 인한 비정상 수익률을 고객만족지수 발표 당일 하루의 비정상

수익률을 찰하고 연구의 후반에는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 다는

에서 모순이 발생한다.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하 다면

사건 연구 방법론을 통한 비정상 수익률의 찰기간도 당일이 아닌 일정 수

의 충분한 비정상 수익률 찰기간을 보여주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

다.

2.장기 비정상 수익률에 미치는 향

고객만족도가 기업의 장기 비정상 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크게 두 가지 방

법으로 연구되었다.첫 번째 방법은 Fornelletal.(2006)이 사용한 방법으로

ACSI가 발표되면 ACSI 수를 기 으로 5분 로 나 뒤 상 20%를 보유한

다.1년간 주식을 보유한뒤 다음 해에 동일한 기 으로 상 20%에 해당하

는 기업의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그 지 못한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고 새롭

게 상 20%에 들어온 기업은 매수하는 략을 사용한다.이런 방법으로

ACSI 수가 상 인 기업들을 보유하면서 시장의 수익률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데 이 방법은 순수하게 기업의 고객만족도 수로만 분류한 포트

폴리오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식수익률을 악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고 주장하 다.결과 으로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Fornell의 상 20%기업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발생시켰고 장

기 비정상 수익률을 발생시켰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두 번째 방법은 CAPM모델과 효율 시장가설을 이용한 비정상 수익률 측

정 방법이다.주식가치는 미래 흐름의 재 할인 가치이기 때문에 시장

이 효율 이라면 새로운 정보( :고객만족지수의 발표)의 가치가 발표 시

에 즉각 으로 주가에 반 되어야 하지만 투자자들이 미래의 흐름을 정

확히 단할 수 없는 무형자산 련 정보는 주가에 반 되는 속도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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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못하고 시장이 비효율 으로 움직일 수 있다(Eberhartetal.2004).특

히 마 련 무형자산이나 투자 정보는 마 문 인력이 아닌 이상 미

래 수익을 정확하게 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된다.이 때문에 단기 비정상

수익률을 악하는 사건 방법론이 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Fornellet

al.2006).따라서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악할 수 있는 CalendarPortfolio

Method를 도입하여 측정을 하게 되었다.

CalendarPortfolioMethod는 재무분야에서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검증하기

해 개발된 방법이다(Lyonetal.1999).즉 새로운 정보의 성격에 따라 주

가에 반 되는 속도와 시간은 각각 다를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Guptaet

al.2004;O’sullivanetal.2009)정보공개시 직후의 비정상 수익률만을

찰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6개월,12개월과 같이 장기 으로 발생하는 수

익률을 살펴보는 것이다(Aksoyetal.2008;Sorescuetal.2007).기업 재무

제표의 기업가치에 한 연구에서도 고객만족도와 같은 무형 자산의 향력

은 1년 이상의 텀을 두고도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이유

재,이청림 2008).이 방법론은 특정 정보 공개시 에 해당 정보가 주가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보유했을 경

우 일정기간동안 보유하 을 때 비정상 수익률이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는 것

이다(SrinivasanandHanssens2009).비정상 수익률은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CAPM)의 상수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효율 시장가설 하에서는

상수항이 통계 으로 ‘0’이 되어야 하지만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장기

으로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Aksoy et

al.(2008)은 CalendarPortfolioMethod를 통해 고객만족도가 평균 수 이상

인 기업과 이하인 기업, 년 비 수가 상승한 기업과 하락한 기업의 4개

포트폴리오로 나 어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 다.분석 방법에서 CAPM 모

형(marketmodel)과 기업의 크기 변수를 도입한 3요인 모형,모멘텀 요소를

도입한 4요인 모형으로 분석을 하 다.분석 결과 년 비 ACSI상승기업

이면서 당해연도의 수가 평균 이상인 가장 이상 인 기업(PortfolioHigh)

의 경우 세 모델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 다.반 로 년 비

ACSI하락기업이면서 당해연도의 수가 평균 이하인 기업(PortfolioLow)의

경우 세 모델 모두에서 음(-)의 비정상 수익률을 나타냈다.두 기 의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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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쁨이 섞여 있는 년 비 ACSI상승기업이지만 당해연도의 ACSI가 평균

이하인 그룹과 년 비 ACSI하락기업이지만 해당연도의 ACSI가 평균 이

상인 그룹의 경우는 비정상 수익률에서 유의한 값을 보여주지 않았다.추가

인 견고성 테스트(RobustnessTest)를 해 경제 상황이 호황일때와 불황

일때는 나 어서 동일한 검증을 하 고 호황일 때 PortfolioHigh에서 양의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고 PortfolioLow에서 음(-)의 비정상 수익률이 나타

나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JacobsandMizik(2009)은 동일한 데이터에 해 동일한 방법론인 Calendar

PortfolioMethod를 용하 으나 네가지 포트폴리오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

은 결과를 도출하 고 특정 산업별로 세분화 하 을 때 컴퓨터/인터넷 기업

의 PortfolioHigh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Aksoyetal.(2008)와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에 한 정확한 재검증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언 과 함께

비정상 수익률을 CalendarPortfolioMethod로 발견해 낼 수 없었다는 결론

을 내렸다.

이처럼 동일한 자료에 해 동일한 방법론을 통한 결론이 다르게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 해당 방법론에 한 검증의 필요성이 두되었다.방법론 상의

문제 뿐 아니라 고객만족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CalendarPortfolio

Method로 검증하는 것이 한 것인지에 한 부분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O’Sullivan et al.(2009)는 CAPM, 3요인 모형, 4요인 모형을 통해

Fornell(2006)의 논문을 검증하 다.ACSI가 발표되었을 때의 지수를 5분

로 나눠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포트폴리오간 수익률의 비교를 실시하

다.두가지 척도를 통해서 포트폴리오간 비교를 실시하 는데 하나는 수익

률을 험으로 나 Sharpe ratio를 사용하 고,두 번째는 Aksoy et

al.(2008)과 JacobsandMizik(2009)이 사용했던 CAPM,3요인 모형,4요인

모형의 상수 값이다.결과에 따르면 SharpeRatio를 통해 비교해 보았을 때

ACSI상승기업이면서 당해연도의 수가 평균 이상인 가장 이상 인 기업

그룹인 PortfolioHigh에서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보여주었다.반면 Calendar

PortfolioMethod를 사용한 방법론에서는 유의한 비정상 수익률을 검증하지

못함에 따라 Aksoyetal.(2008)과 JacobsandMizik(2009)의 상반된 결과는

후자의 결론에 더 신뢰가 간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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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PortfolioMethod는 마 역에서는 자주 시행되지 않는 방법

론이다.그 이유는 장기 비정상 수익률은 효율 시장가설에 따르면 단기 비

정상 수익률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 포

트폴리오 구성 기 에 따라 수익률의 유의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견고

성 테스트(RobustnessTest)를 철 히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3.그 외 기업 가치 지표에 미치는 향

단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 방법인 사건 연구 방법론과 장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 방법인 CalendarPortfolioMethod는 CAPM을 기본 모형으로 삼고 있

다.하지만 CAPM을 이용한 비정상 수익률 이외에도 기업의 주식가치를 이

용한 평가 척도들이 존재한다.이유재와 이청림(2006)은 EVA를 최 로 도입

하여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발표하 는데 EVA(Economic Value

Added)는 기업의 업이익에서 기업이 사용한 총 자본에 한 자본비용과

세 공제 후 남는 이익으로 ‘EVA=세후 업이익-세후 총 자본비용= 업

이익-법인세 비용-총자본*가 자본비용’으로 계산되며 투하자산 비 세후

업이익률이 자본비용을 넘어설 때 창출되는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회계학 이익보다는 주주의 가치에 더 을 둔 지표이다.이 연구에서 고

객만족도는 기업의 가치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져 오며 서비스업일 경

우 그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밝 졌다.이 연구는 동태 향 연구로 발

하여(이유재 외 2008)해당연도 이후에도 기업고객만족도가 미치는 장기 인

향에 해서도 검증하 다.

Tobin’sQ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순자산가치로 나 값이다.일반 으로

Tobin’sQ가 높은 기업들은 경쟁우 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이는

무형자산의 크기가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형자산의 크기가

큰 회사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이미지가 훌륭하다거나 특허권과 같은

독 지 를 확보한 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반면 Tobin’sQ가 낮

은 기업은 경쟁이 극심한 사양산업일 가능성이 높다(이유재 이청림 2006;박

정식 외 2006). Andersetal.(2006)은 ACSI와 Tobin’sQ를 사용하여 패

데이터를 분석하 고 고객만족도의 향이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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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고객만족 척도 기업실 변수 계 유의성 모형

Ittnerand

Larcker(1998)
ACSI 비정상수익률 (+/-) 사건연구방법론

Fornelletal.

(2006)
ACSI

단기비정상수익률

보유수익률

insignificant

(+)

사건연구방법론

포트폴리오보유

Aksoyetal.

(2008)
ACSI 장기비정상수익률 (+/-)

Calendar

Portfolio

Method

JacobsandMizik

(2009)
ACSI 장기비정상수익률 insignificant

Calendar

Portfolio

Method

O’sullivanetal.

(2009)
ACSI

장기비정상수익률

장기비정상수익률

(+)

insignificant

Sharpe’sratio검증

CAPM

Andersonetal.

(2004)
ACSI Tobin’sQ (+) 패 데이터 모형

GrucaandRego

(2005)
ACSI

미래 흐름

흐름 변화량

(+)

(-

Hierarchical

LinearModel

실을 밝혔다.

주식가치가 미래의 흐름을 재가치로 할인한 액이라는 정의는 앞서

말한바 있다.이 기 에 따라 GrucaandRego(2005)는 고객만족도에 따른

미래의 흐름을 분석하 는데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흐름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변화량(= 험)이 다는 사실을 도출하 다.

이는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고 험이 낮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표 2-5>에는 고객만족도와 기업가치와의 계를 연

구한 결과들을 정리하 다.

<표 2-5>고객만족도와 기업가치와의 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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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단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는 사건 연구 방법론(Event

Study Method)과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는 Calendar Portfolio

Method를 사용하고 있으며,비정상 수익률을 검증하기 한 정상 수익률 모

형으로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CAPM:CapitalAssetPricingModel)을

사용할 것이다.먼 정상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 CAPM에 해 설명하고,

단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는 모형인 사건 연구 방법론과 장기 비정상 수

익률을 검증하는 모형인 CalendarPortfolioMethod를 설명할 것이다.

제 1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

자산의 수익률은 경쟁시장 하에서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험이 증가(감

소)함에 따라 수익률도 비례 으로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특정 자산의 수익률은 시장의 수익률과 선형 계를 이루고 있으며 시장

수익률의 계수 값을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체계 험의 측정치인 라

고 할 수 있다.Sharpe(1964),Lintner(1965),Black(1972)는 이러한 자산 수익

률의 결정 모형인 CAPM을 제시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CAPM의 체계

험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변화한다는 검증 결과를 제시하 다.식

(1)은 CAPM에 해 설명하는 선형 회귀식으로 개별 기업 의 시간 에서

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의 기업  의 수익률

:기간의 시장수익률

  :기간의 무 험 이자율

 :상수항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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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개별 자산의 주식 수익률에서 무 험 이자율을 차감한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에서 무 험 이자율을 차감한 수익률과 선형 계를 이루는 모형

을 보여주고 있다.이 식에서 오차항은  의 분포를 따른다.(1)식에서

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시장의 움직임에 의한 향의 정

도를 의미하고  는 오차항으로 개별 기업의 특정 기업행 나 사건으로 인

해 발생하는 수익률 효과를 의미한다.

단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는 사건 연구 방법론의 경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0’이 아닌지를 검증하여 해당 사건에 한 가

치를 측정하는 모형이며,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는 CalendarPortfolio

Method의 경우 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0’이 아닌지를 검증하여 특정 사

건이 기업에 장기 으로 기업의 시장가치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주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론이다.두 비정상 수익률에 한 설명은 제 2 과 제 3 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제 2 사건 연구 방법론 (EventStudy)

사건 연구 방법론은 개별 자산의 시장 가치에 향을 정보가 시장에 공

개 되었을 때 그 정보가 경제 인 가치를 가진다면 즉각 으로 주식가치에

반 이 된다는 효율 시장 가설(EMH:EfficientMarketHypothesis)에 근

거하여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본 시장이론에서 다루는

시장의 효율성은 시장에 어떤 정보가 유입되었을 때 그 정보가 증권 가격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 되는 정보의 효율성을 말한다(박정식,박종원,조재호

2006).Fama,Fisher,JensenandRoll(1969)에 의해 개발된 이 모델은 1)특

정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주가에 즉각 으로 반 되는지를 측정하는 시장

의 효율성 검증과 2)특정 정보가 효율 시장 가설 하에서 주가에 향을

미치는 경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즉 1)의 경우

정보가 공개된 후 주식 가치에 반 되는 속도가 느리다면 시장이 비효율 이

라는 을 밝힐 수 있으며,2)의 경우 해당 정보가 공개된 후 즉각 으로 상

승 는 하락하는 주식 가치를 통해 정보의 경제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1)과 2)를 해서 특정 정보의 공개 시 에 발생되는 비정상 수익률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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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고,해당 시 의 수익률을 비정상이라고 단하는 기 이 되는 정

상 수익률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사건 연구 방법론에선 무 험 이자율 부

분을 제외하고 CAPM을 단순화 시킨 시장 모형(MarketModel)을 주로 사용

하여 검증하는데 이는 표본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CAPM모델과 추정 값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정력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 모형에 따르면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시장수익률과 해당 자산의 체계

인 험인  값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과 무 험 수익률이 독립변수

와 종속 변수에 동일한 상수 값으로 용된다는 을 감안하면 이는 CAPM

모델과 차이가 없음을 식 (2)에서 알 수 있다.

        (2)

   

   

: 일의 수익률

: 일의 종가

  : 일의 종가

시장 모형을 통해 비정상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식 (3)과 같다.먼 시장

모형을 통해 특정 사건 발생일 이 15일부터 200거래일 간 시장 수익률과

개별 주식의 수익률에 해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이 때 사건 발생 15일

부터 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사건으로부터 추정 계수가 향을 받는 부분

을 최소화하기 해서이다.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귀계수 ,
를 이용

하여 해당 사건일의 시장 수익률을 입한 수익률인 
 를 시장 모형

에 의해 결정된 정상 수익률(normalreturn)이라고 할 수 있다.비정상 수익

률이란 해당 사건일에 발생한 개별 주식의 수익률에서 정상 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의미하고 그 식은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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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별 자산 의 일의 수익률

:개별 자산 

:거래일

:t일의 비정상 수익률

, :과거 1년 간 시장 수익률과 개별자산 와의 선형 회귀분석 식에서 산

출한 추정계수

식(3)에서 구한 비정상 수익률(abnormalreturn)을 이용하여 일별 비정상 수

익률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해 비정상 수익률의 t-value를 구하면 식 (4)와

같다.이 때 비정상 수익률은 독립 이며 평균이 ‘0’이고 표 편차가  임

을 가정한다.

 
  





 


∈ {-3,-2,-1,0,1,2,3,4,5,6,7} (4)

t값이 사건 발생일과 사건발생일 이후 짧은 기간 동안 통계 으로 유의하게

‘0’이 아닌 값이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사건 연구 방법론의 목표이다.

만일 통계 으로 유의한 ‘0’이 아닌 값이 나온다면 해당 사건은 기업가치

의 증가 는 감소에 향을 것이고,유의하지 않다면 해당 사건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은 없다고 단할 수 있다.

사건 연구 방법론은 연구자에 따라 사건 발생일 직 부터 짧게는 당일,길

게는 30일까지 비정상 수익률을 찰하는데 이는 해당 사건이나 정보가 시장

이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효율 인지에 따른 단에 근거한다.사건 연구 방

법론의 장 은 개별 기업에 특정 사건이 발생한 짧은 기간 동안의 주가 변화

를 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사건의 가치를 순수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이다.따라서 사건 발생 후의 주가 변화의 찰기간(eventperiod)에 다

른 요인이 향을 다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분석에서 제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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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CalendarPortfolioMethod

기업의 주가를 이용하여 특정 사건에 의한 기업의 시장가치 변화를 측정하

는데 효율 시장가설(EfficientMarketHypothesis)이 제가 됨은 앞서 말

한 바 있다.시장이 충분히 효율 이라고 가정한다면 공개된 모든 정보가 즉

각 으로 주가에 반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Fama1970).그러나,정보의 종류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속도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 무형 자산의 경우 그 가치가 변화할 경우 정확한 평가 체계가

없기 때문에 시장반응 속도는 측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에 해 효율 으로

반응하기도 어렵다(BondandCummins2000;DanielandTitman2006).특

히,최근 문성을 가진 정보들이 시장에 많이 공개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

이 해당 정보에 한 경제 가치를 정확하게 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지수 역시 이러한 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Aksoyetal.2008).

CalendarPortfolioMethod는 기 하지 않았던 사건의 발생이 발생하 을

때,그 사건에 계된 기업들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입하여

일정기간 후 매도 하는 행 를 지속 으로 반복하 을 때 통계 으로 ‘0’

이 아닌 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즉,시장의

반응이 즉각 으로 나타나기 힘든 경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면 해당 정보

의 가치가 주가에 반 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포트폴리오를 소유한다면

이러한 거래 행 를 통해 추가 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CAPM모형

을 통해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검증할 수 있는데 식(1)을 장기 비정상 수익

률 측정을 해 나타내면 식(5)와 같다.

식 (5)를 보면 상수항에 해당하는 값을 비정상 수익률로 측정함을 알 수

있다.CAPM모델에서 값은 효율 시장 하에서 ‘0’의 값을 가져야 한다.

만일 값이 양(+)의 값을 가진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의 수익률이 ‘0’일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체계 험인 로 인한 수익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라는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해당 포트폴리오는 시장 참여자

들에 의해 빠르게 매입되게 되고 값이 ‘0’에서 균형을 이룰 때 까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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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은 계속 된다.값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엔 반 의 매매 상황이

벌어지고 이 때 역시 값이 ‘0’이 될 때까지 시장은 매매행 를 지속하게

된다.따라서  값이 ‘0’이 아닌 경우 이를 비정상 수익률로 단 할 수 있

다.

               (5)

  :월의 기업  의 수익률

:기간의 시장수익률

  :기간의 무 험 이자율

 :비정상 수익률

  :오차항

이 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기업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 수익률과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

해 비정상 수익률을 도출한다.개별기업의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기 비정상 수익률과 달리 측정기간이 길어질수록 개별 회사에

미치는 외부의 향이 발생하게 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이러한 개별

회사의 험을 분산하기 한 목 이다(Aksoyetal.2008).<그림 3-1>은

포트폴리오 구성 후 비정상 수익률 측정을 KCSI기 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 연구 방법론을 통해 단기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는지

를 검증하고,CalendarPortfolioMethod를 통해 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

하는지를 검증하여 고객만족도가 시장에서 효율 으로 기업 가치에 반 되는

지를 검증 할 것이다.만약 사건 연구 방법론에서 단기 비정상 수익률이 발

생한다면 시장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발

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하지만 정보 가치가 시장 참여자들에 따라 상이하

게 평가된다면 단기 비정상 수익률 여부를 검증하는 모형 1에서의 비정상 수

익률과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검증하는 모형 2에서의 비정상 수익률이 동시

에 존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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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장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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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 분석

제 1 가설 수립

본 연구는 고객만족지수로 인한 기업의 시장가치 변화가 유의하게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 이다.유의한 시장가치의 변화란 비정상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비정상 수익률은 정상 수익률을 기 으로 통계 으

로 유의한 양(+) 는 음(-)의 추가 인 수익률을 말한다.고객만족 지수 발

표 시 이후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는 기간에 따라 단기 비정상 수익률과

장기 비정상 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다.단기 비정상 수익률이란 시장의 효율

성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고객 만족 지수의 발표 결과)가 단기간에 즉각 으

로 기업의 시장가치에 반 되는 것을 의미한다.장기 비정상 수익률은 새로

운 정보 유입 시 에 해당 정보에 한 체계 이며 문 인 가치 분석이 어

려워 시장의 정확한 평가가 즉각 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경우 발생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진 으로 새로운 정보의 가치에 한

정확한 평가를 하여 비정상 수익률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

다.이에 따라 가설 1은 고객만족지수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 비정상 수익률

에 해 다룰 것이고,가설 2는 고객만족지수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비정상

수익률에 해 검증하여 고객만족지수 발표 결과가 비정상 수익률을 발생시

키는지 여부와 발생할 경우 단기 혹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지를 사건 연

구 방법론과 CalendarPortfolioMethod를 용하여 밝 낼 것이다.

고객만족지수의 발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고객만족도에 한 새로운 경제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해당 정보에 한 시장의 정확한

평가가 내려진다면 효율 시장 가설에 따라 단기간에 주식가치에 변화가 발

생할 것이다.이 정보의 속성이 기업 가치에 정 인 신호를 다면 주식가

치는 상승할 것이고 그 반 라면 하락을 할 것이라 측할 수 있다.그러나

고객 만족지수 발표 시에 공표되는 모든 정보가 경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정보들이 경제 가치를 가질 것이며 어떠한 정보가 시장 참여

자들의 평가를 받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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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의 고객만족지수는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 본 소

비자들의 평가로 이루어진다.평가 상이 되기 해선 해당 회사의 제품이

나 서비스를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어야 하는 것이

제조건이다.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만족지수

평가를 받지 못하던 기업이 새롭게 고객만족 평가를 받게 된다면 시장 참여

자들은 기업이 미래에 발생시킬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신규로 받게 된 기업의 경우 고객만족지수 측정에

새롭게 진입하 다는 정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정 인 신호를 것이고

이는 해당 기업의 시장가치에 양(+)의 향을 것이라 상할 수 있다.

가설 1-1:고객만족지수 신규 평가 기업의 경우 고객만족지수로 인한 양(+)

의 단기 비정상 수익률이 존재할 것이다.

고객 만족도를 지속 으로 평가 받고 있었던 기업의 경우 고객만족지수 발

표시 단기 으로 기업의 가치가 변화한다면 고객만족지수가 가지고 있는 특

정 정보의 속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 할 수 있다.고객 만족지수가 가지

고 있는 정보는 다양하지만 크게 해당 년도의 고객 만족도의 수 이 어느 정

도인지( 수의 높고 낮음)와 고객만족도의 수 이 년 비 변화하 는지(상

승 는 하락)가 가장 요한 분석 기 이 될 것이다(Fornell2006,Aksoyet

al2008,JacobsonandMizik2009).

고객 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고 재구매율이 높은 제

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다시 말하면 고객만족도 수 은

이미 회계지표나 시장가치에 반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지수 공개 시 에 시장 참여자들이 새롭게 얻게 되는 정보는

고객만족도의 수 이 아닌 고객만족도의 변화라고 단할 수 있다.즉,고객

만족지수 발표 소비자는 해당기업의 고객만족도 수 에 해 과거 해당

기업의 고객만족지수 히스토리를 통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따라서

고객 만족 수 은 고객만족지수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라고 보기 어

려우며,소비자들이 고객만족지수 발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는

고객만족도 수가 상승하 는지 하락하 는지에 한 부분일 것이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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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2:고객만족지수가 가지는 정보의 가치는 해당 연도의 고객만족 수

이 아닌 고객만족지수의 년 비 변화에서 발생할 것이다.

고객만족도는 무형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쉽게 평가하기가 어렵다.일부 무

형 자산은 그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들이 체계화되어 측정이 가능하지만 고

객만족도의 경우 시장 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

에 일반 인 시장 참여자의 경우 고객만족도에 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따라서 고객만족지수가 내포하는 정보의 가치를 과소평가 는 과

평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확한 가치 측정을 하더라도 그 반 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즉,효율 시장 가설 하에서도 특정 정보에 있

어서는 비효율성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고객만족지수가 발생시키

는 비정상 수익률이 주식가치에 즉각 으로 반 되는지를 검증하고 장기 비

정상 수익률이 존재하는지를 CalendarPortfolioMethod를 통해 알아 볼 것

이다.가설 2-1은 가설 1-1과 동일한 목 을 가지고 있다.

가설 2-1:고객만족지수 신규 평가 기업의 경우 고객만족지수로 인한 양(+)

의 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존재할 것이다.

가설 1-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매년 발표되는 고객만족지수 정보에서 모든

정보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특정 속성을 가진 정보

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향을 다고 상할 수 있으며 이는 가설 1-2에서와

같이 년 비 고객 만족 지수의 상승 는 하락이라고 단된다.장기 비

정상 수익률에서도 단기 비정상 수익률에 향을 주었던 정보가 동일하게

향을 주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가설 2-2에서는 고객만족도가 회계 실

에 정 인 향을 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감안하여 년 비 방향성 뿐

만 아니라 고객 만족 수 도 동시에 검증할 것이다.왜냐하면 장기 으로 비

정상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은 고객 만족 수 에 한 정확한 가치 반 이

즉각 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특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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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기업 성과를 다룬 회계 실 과 유사하기 때문이다.따라서,가설 2-2에

서는 년 비 고객 만족 지수의 방향성 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 수 (고객

만족 지수의 높고 낮음)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향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 2-2:고객만족지수가 가지는 정보의 가치는 해당 연도의 고객만족 수

과 고객만족지수의 년 비 변화에서 발생할 것이다.

국내에는 KCSI와 NCSI의 두 가지 고객만족지수가 존재한다.두 지수는 고

객만족지수의 산정 모형,표본 집단,조사 기간,발표 시기 등이 모두 상이하

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고객만족지수

정보를 평가함에 있어 두 지수간의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KCSI와 NCSI가 고객만족지수 발표 시에 시장참여자들이 얻는 각 고

객만족지수에서 얻는 정보의 속성이 동일한 것인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 네 가지 가설에 해 두 가지 고객만족지수를 사용하여 검증할

것이다.

제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한국능률 회컨설 의 KCSI와 한국 생산성본부의

NCSI,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수집하 다.KCSI는 매년 9월과 10월 사이

에 고객만족지수를 발표하며 NCSI의 경우 매년 4번에 걸쳐 분기별로 고객만

족지수를 발표한다.NCSI의 분기별 발표 기업들은 복되지 않기 때문에 개

별 기업이나 랜드는 1년에 한 번씩 평가 받는다.

KCSI와 NCSI에서 발표되는 기업들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상장 주식은

제외하 다.이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기업의 시장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할 수 없고 코스닥 기업들은 코스피 기업과의 시장 진

입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배제하 다. 한 융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구조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상이하기 때문에

융업종의 기업들도 배제하 다.단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에 사용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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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장기 비정상 수익률의 측정에 사용된 수가 다른데 그 이유는 두 방법론

이 비정상 수익률을 규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며 단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 시 추가로 배제해야할 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단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는 사건 연구 방법론의 경우 특정 정보가 공개

된 시 을 후로 짧은 기간 안에 발생한 수익률을 측정하여 정상 수익률과

비교를 하는 것이 목 이다.따라서 해당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나 사건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동시에 향을 미친다면 비정상 수익률이 어떤 사건이나

정보로 나온 것인지 측정하기가 어렵다. 한 정상 수익률은 사건 발생 이

의 과거 해당 기업의 수익률이 기 이 되는데,추정할 수 있는 주식 거래 기

간이 부족할 경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따라서,사건 발생일

로부터 2주3) 부터 180거래일까지의 연속된 주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기

업을 상에서 배제한다.마지막으로 정상 수익률을 측정을 한 추정 계수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 시장 수익률과의 선형 계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

에 배제 하 다.

1)발표 기업들 사건 발생일 2주 부터 180거래일에 못미치는 경우

2)200거래일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베타값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

3)고객만족지수 발표 이외의 사건이 사건 연구 기간(-3일 -7일)내에 포

함될 경우

재 3 포트폴리오 구성

고객만족 지수가 발표된 기업들의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고 가설 검증을

하기 해 기업을 신규 평가 기업과 계속 평가 기업으로 구분을 하고 계속

평가 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고객만족 수 과 고객만족지수의 변화의 두

기 에 따라 분류를 하 다.

3)2주라는 추정기간의 공백기간을 둔 것은 추정에 있어서 고객만족지수 발표라는 사건이 정

상 수익률을 추정하기 한 과거 시장 수익률과 개별 주식의 수익률에 주는 향을 충분히

배제하기 함이다.(Beaver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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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비

CSI 상승기업

전년 비

CSI 하락기업

CSI 상위 수준 기업 HU HD

CSI 중위 수준 기업 MU MD

CSI 하위 수준 기업 LU LD

1)가설 1-1과 가설 2-1은 기존에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지 않다가 새롭게 평

가 받게 된 기업이거나 고객만족도 평가가 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기업들

을 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다.KCSI의 경우 96건의 데이터가 조건

을 충족하 고,NCSI의 경우 19건의 데이터가 조건을 충족하 다.KCSI의

경우 NCSI보다 해당 기업의 수가 월등히 많은데 이는 KCSI의 경우 평가

단되었다가 재개된 기업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업들 한 신규 평가 기업으

로 분류했기 때문이다.반면,NCSI의 경우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기업의 경

우 도에 평가를 단하는 경우가 상 으로 었기 때문이다.

2)가설 1-2와 가설 2-2를 검증하기 해 새롭게 평가 받게 된 기업들을 제

외한 나머지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다.두 가설은 공개된 고객만족

지표의 정보 고객만족도의 수 과 년 비 고객만족도의 변화 어떤

한 가지 속성만이 향을 미치는지 는 두 속성이 모두 기업의 시장가치에

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 이다.포트폴리오 구성의 기 은 해

당 년도의 고객만족도 수 과 년 비 변화의 두 가지로 나뉜다.첫째,개

별 기업의 고객 만족도 수가 개별기업의 수가 해당 업종(제조업과 서비

스업)내에서 3분 어디에 속하는 지로 구분하여 상 (H)33%, (M)

34%,하 (L)33%로 구성한다.둘째,개별기업의 고객 만족 지수가 직 년도

비 상승(U),하락(D)하 는지에 따라 분류한다.두 가지 기 에 의해 <표

4-1>과 같이 6개의 포트폴리오 (HU,HD,MU,MD,LU,LD)를 구성하고 각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한다.

<표 4-1>비정상 수익률 도출을 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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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
S
I

포트
폴리오

단기 장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HU 212 190 57.7 59.0 62.9 64.2 67.5 65.8 65.0 70.5 70.7 75.2

HN 22 21 60.8 59.6 62.4 62.6 68.2 74.0 69.8 68.0 74.5

HD 82 88 58.7 57.2 61.5 62.1 64.6 63.4 64.3 72.2 70.0

MU 217 183 53.9 51.5 56.3 56.1 61.3 58.9 59.0 64.2 65.4 69.4

MN 28 27 53.0 52.2 55.3 57.2 61.3 58.5 58.3 60.6 65.0 70.8

MD 103 106 51.4 52.3 50.8 56.0 59.3 57.2 58.7 62.3 64.7 69.6

LU 163 139 46.0 43.0 49.4 48.9 53.1 50.3 52.5 57.5 59.1 62.7

LN 46 45 45.5 46.1 48.4 49.0 54.4 51.0 51.1 56.3 55.5

LD 136 124 41.2 43.2 45.9 48.0 51.8 50.0 50.4 54.1 58.2 60.0

N
C
S
I

포트
폴리오 단기 장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HU 142 116 68.8 70.0 71.9 74.3 74.1 73.2 75.4 75.3 72.9 75.2

HN 9 11 72.0 71.5 72.0 73.0 75.3 73.0 73.0

HD 109 104 69.4 70.8 71.1 74.5 73.1 73.8 72.9 72.4 73.8 73.6

MU 63 64 67.5 68.5 69.4 71.6 71.0 70.8 71.9 70.0 70.3 71.4

MN 3 3 65.0 70.0 71.5 69.0

MD 28 71 66.5 69.0 70.0 69.5 71.0 71.2 71.8 70.4 70.5 70.9

LU 45 45 63.6 64.9 66.9 69.9 70.0 69.9 65.0 68.6 70.6

LN 7 6 61.0 65.0 69.0 69.5 69.7 66.0 68.0

LD 73 80 63.6 64.3 67.0 67.9 69.9 68.5 68.1 68.3 68.4 69.2

<표 4-2>는 연도별 고객만족 수의 평균을 나타내고 단기/장기 비정상

수익률의 측정에 사용된 기업의 수를 표시하 다.고객 만족 지수는 KCSI와

NCSI모두 진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 기 비 20%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다.단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에 사용된 기업의 수는

사건일의 비정상 수익률을 검증한 기업의 수이고 장기 비정상 수익률의 기업

수는 매년 해당 포트폴리오에 포함 되었던 기업의 수를 모두 합한 값이다.

공란의 경우 해당 년도에 해당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고객만족지수 추이와 포트폴리오 구성에 사용된 기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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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KCSI NCSI

N(n=96) HN(n=22) MN(n=28) LN(n=46) N(n=19)

-3 -0.33 1.23 1.57 -2.56*** 1.54

-2 -0.80 1.03 -0.24 -1.68 1.60

-1 0.55 0.40 1.63 -0.76 1.15

0 -1.20 1.16 -2.85*** -0.31 -0.03

1 3.22*** 1.36 1.04 2.90*** -0.37

2 3.15*** 0.51 2.80*** 2.02*** 0.19

3 0.19 0.94 -1.12 0.50 1.14

4 0.17 0.59 -1.15 0.73 -0.92

5 -0.14 -0.87 1.71 -0.94 -0.25

6 0.33 1.22 1.46 -1.51 -0.14

7 -0.32 -0.32 -1.50 0.93 -0.59

제 4 가설 검증

1.신규 평가 기업의 단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 (가설 1-1)

고객만족도 평가를 새롭게 받게 된다는 정보는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 인 신호를 수 있다.시

장 참여자들이 특정 기업이 고객만족도 평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장가

치에 향을 주는 정보라고 단한다면 양(+)의 비정상 수익률을 발생시킬

것이다.<표 4-3>은 KCSI와 NCSI를 통한 신규 기업에 한 고객만족도 평

가의 t-value를 나타낸 표이다.

<표 4-3>신규 고객 만족도 평가 기업의 사건 발생 기간 내 비정상 수익률

의 t-value

주)***,**는 각각 유의수 1%,5%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고객만족도 발표일 녁을 0일 이라고 하면 발표후 장이 열리는 1일의 수익

률 변화를 보면 KCSI의 경우 3.22와 3.15로 유의 수 1%하에서 유의한 양

(+)의 값을 보이고 있다.세부 으로 기업의 해당 년도 수 에 따라 H(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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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하 )로 추가 분석해 본 결과 MN,LN 즉 해당 년도의 고객만족

도 수가 간이하인 그룹에서도 고객만족도 평가를 신규로 받았다는 정보

만으로도 기업의 시장가치가 올라감을 보여주고 있다.HN의 경우 유의한 값

을 보이지 않았지만 표본의 수가 작아 이에 해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는 어

렵다.

NCSI의 경우는 단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에 있어 유의한 비정상 수익률 결

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측정 기업의 수가 19개임을 감안하면 결과에 해 해

석하기는 어렵다고 단된다.

두 고객만족 지수간의 신규 평가 기업의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규 평가

기업을 평가 단 후 재개되는 기업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NCSI

의 경우 평가 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KCSI에 비해 었기 때문이라는 을

앞서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미래

에 발생시킬 수익을 증가 시켜 다는 정 인 신호를 주었고 시장 참여자

들은 이것이 기업의 시장가치를 증가시켜 것이라고 단했다고 볼 수 있

다.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2.계속 평가 기업의 비정상 수익률 측정(가설 1-2)

신규 평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을 상으로 하여 해당 년도의 고객

만족 지수를 기 으로 3분 로 나 고(H,M,L) 년 비 오르고 내린 기업

(U,D)으로 나눠 3X2의 6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다.먼 고객만족도의 수

이 시장가치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H,M,L그룹으로 나눠 해

당 년도의 고객만족도 수 을 기 으로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 다.

<표 4-4>에서 KCSI의 측정 결과를 보면 고객만족도 상 그룹과 하 그룹

에서 1일차와 2일차에 유의수 1%하에서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보 다.상

그룹(H)만을 본다면 고객만족도의 수 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향을 미쳤

다고 단할 수 있으나 하 그룹(L)의 2일차 비정상 수익률이 1% 유의수

하에서 2.81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단순히 고객 만족도의 수

이 기업가치에 향을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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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E

KCSI NCSI

H
(HU+HD)

M
(MU+MD)

L
(LU+LD)

H
(HU+HD)

M
(MU+MD)

L
(LU+LD)

-3 1.18 -1.18 -1.12 0.74 1.06 -0.14

-2 0.57 0.28 -4.59 0.11 -0.21 0.36

-1 -0.14 -0.21 -2.43 -0.85 0.35 -0.35

0 -1.58 -0.65 -1.62 0.31 -0.20 -1.27

1 2.87*** 1.71 0.74 -2.03*** -1.57 -1.53

2 0.59 1.79 2.81*** 0.57 1.25 -1.38

3 1.11 0.57 1.39 -3.83*** -0.74 -0.33

4 0.05 1.57 1.44 -1.39 -0.72 -0.48

5 0.63 3.31*** 1.36 -0.43 -1.22 -1.18

6 0.52 0.75 -0.45 0.66 1.26 0.46

7 -0.40 -1.25 -1.62 -0.77 -0.72 -0.73

<표 4-4> 고객만족 수 에 따른 사건 발생 기간의 비정상 수익률 t-value

주)***,**는 각각 유의수 1%,5%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NCSI의 분석결과를 보면 상 그룹의 사건일 이후 1일과 3일차에 유의한 음

(-)의 수익률을 보임에 따라 일 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상

그룹 이외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표의 결과를 가설 1-2를 검증하기 해 년 비 상승 기업과 년

비 하락 기업으로 나눠 총 6개의 그룹에 해 비정상 수익률 측정한 경과

는 <표 4-5>와 같다.

<표 4-5>를 보면 KCSI에서 사건 1일차와 2일차의 비정상 수익률을 보면

해당 연도의 고객만족 수 과 무 하게 HU,MU,LU의 년 비 상승 포

트폴리오에서 양의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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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KCSI

HU HD MU MD LU LD

-3 0.20 1.91 1.44 -4.17*** -1.24 -0.30

-2 0.26 0.67 0.17 0.25 -4.38*** -2.01***

-1 0.22 -0.61 -0.63 0.55 -1.54 -1.92

0 -0.54 -2.13*** -0.23 -0.81 -0.62 -1.73

1 3.54*** -0.27 2.00*** 0.11 2.23*** -1.34

2 0.87 -0.28 1.78 0.57 2.33*** 1.63

3 0.79 0.84 0.11 0.84 1.60 0.31

4 0.56 -0.81 1.96 -0.08 1.24 0.77

5 0.80 -0.11 2.81 1.75 0.91 1.02

6 0.57 0.06 1.50 -0.85 -1.58 1.07

7 -1.18 1.14 -1.68 0.23 -1.67 -0.58

DATE
NCSI

HU HD MU MD LU LD

-3 0.99 -0.01 1.24 0.05 -0.67 0.35

-2 1.38 -1.41 -0.89 0.95 0.06 0.40

-1 -1.20 0.08 0.09 0.49 -1.02 0.35

0 0.63 -0.25 -0.59 0.52 0.47 -1.99**

1 -1.75 -1.10 -1.89 0.01 -1.19 -1.01

2 0.72 0.04 1.23 0.41 -1.51 -0.56

3 -3.40** -1.94 -0.24 -0.97 -0.54 0.00

4 -1.38 -0.54 -0.44 -0.65 -0.75 -0.02

5 -0.55 -0.02 -1.45 -0.01 -1.69 -0.18

6 1.62 -0.85 1.81 -0.43 -0.37 0.87

7 -0.72 -0.35 -0.83 -0.05 0.30 -1.16

<표 4-5>고객만족 수 과 년 비 변화 기 6개 포트폴리오 비정상 수익

률의

t-value

주)***,**는 각각 유의수 1%,5%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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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포트폴리오의 사건 당일 –2.13의 t-value는 년 비 상승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비정상 수익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년 비 하락에서 음

(-)의 비정상 수익률을 보인다고 단할 수 있다.하지만 MD나 LD와 같이

다른 년 비 하락 포트폴리오에서 유의한 음의 비정상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단하면 고객만족도 하락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미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치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 고객만족도가 떨어진 기업의 경우 사건 발생-1일에서 -3일에 음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건 발생과 무 한 역이며 일 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객만족도의 향이라고 단하기 어렵다.따라서 고객만족지수의 발

표에서 기업의 가치에 향을 주는 정보는 고객 만족 수 이 아닌 고객만족

도의 변화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특히 변화 에서도 년 비 상승에

서만 양(+)의 비정상 수익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NCSI의 경우 신규 평가 기업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날짜가 2일 존재하지만 일 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 통계

으로 유의한 비정상 수익률을 가지는 날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이를 기반으로 단해 볼 때 기업의 단기 비정상 수익률은 고객만족도의 수

이 아니라 고객만족도의 변화의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가설

1-2는 채택된다고 볼 수 있으며,KCSI와 NCSI의 비정상 수익률에 미치는

향력은 차이가 있다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3.장기 비정상 수익률의 측정 (가설 2-1,2-2)

장기 비정상 수익률의 측정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월말을 기 으로 고객만

족수 과 고객만족지수의 변화의 두가지 기 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매

입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매도하는 거래 행 를 지속 으로 하 을 때 측되

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시장수익률에 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

수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투자 액은 크게 시가 총액에 비례하여 투자하는 경우

와 각 주식에 동일 액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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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I NCSI

N
0.02 -0.08

2.54*** 0.5

HU
0.01 -0.13

1.47 -1.3

HD
0.01 0.02

1.59 0.25

MU
-0.01 -0.02

-1.15 -0.22

MD
-0.02 0.15

-1.77 1.45

LU
0.00 -0.28

0.18 -1.18

LD
0.01 0.15

0.62 1.68

액의 비 이 월등하게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표 4-6>은 가설2의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먼 신규 평가

기업인 N등 의 KCSI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보면 2.54로 1%유의 수 에서

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신규 고

객만족 평가에 한 정보를 기업가치 증가에 유의하다고 본 이후에도 지속

으로 추가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고객만족도 평가라는 정보가

기업 가치에 유의한 향을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가설 2-1은 채택되

었다.

<표 4-6>KCSI와 NCSI의 포트폴리오별 장기 비정상 수익률

주)각 포트폴리오의 상단 값은 계수의 추정치를 의미하고 하단의 값은 t값을 의미하며,***

는 유의수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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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설 2-2의 경우 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고객 만족 수 이나 고객 만

족도의 변화 두 가지 요소에서 모두 비정상 수익률 값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포트폴리오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검증해본 결과

제조업의 HU포트폴리오만을 본다면 가설 2-2를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이

결과를 통해 고객 만족 수 과 고객 만족도의 변화가 기업의 장기 수익에

향을 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나 포트폴리오의 세분화로 인해 각 포

트폴리오의 구성 기업의 숫자가 작아졌고,HU에 실 이 우수한 기업들이 많

이 속해있다는 을 감안한다면 고객 만족도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

한 CalendarPortfolioMethod를 사용할 경우 포트폴리오의 구성 기 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를 들면

고객 만족도 수 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IttnerandLarcker(1998)과 같

이 4분 로 나 수고 있고,Aksoyetal.(2008)과 같이 2분 로 나 수도

있고 O’Sullivanetal.(2009)과 같이 5분 로 나 수도 있다.연구자의

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데 효율 시장 가설 하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상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포트폴리오의 기 을 찾는 것이 원칙 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물론 포트폴리오 구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비

정상 수익률이 발생하는 유의한 포트폴리오를 발견하 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성 테스트(Robustnesstest)가 수반되어야만 한다.따라서 이러

한 포트폴리오의 선정 기 이 민감한 사안으로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결과 으로 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고객만족 수 과 년 비

변화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 2-2는 채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

NCSI에 의한 장기 비정상 수익률은 HU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옴에

따라 장기 비정상 수익률에 미치는 향도 단기 비정상 수익률과 같이 존재

하지 않는 다고 단할 수 있고 가설 2-3과 같이 KCSI와 NCSI는 장기 비정

상 수익률에서도 차이를 보 다고 말할 수 있다.

CalendarPortfolioMethod의 경우 기존 연구 두 편(Aksoy etal.2008;

JacobsandMizik2009)이 해당 방법론으로 ACSI와 장기 비정상 수익률에

한 연구를 하 지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 상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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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서비스업

KCSI NCSI KCSI NCSI

HU
0.02 -0.31 0.00 0.20

2.06** -2.54** -0.22 1.69

HD
0.02 -0.05 0 0.17

1.75 -0.46 -0.36 1.55

MU
-0.01 -0.08 -0.02 0.02

-0.52 -0.55 -1.25 0.14

MD
0.00 0.240 -0.02 -0.01

-0.37 1.81 -1.98 -0.04

LU
0.00 -0.45 0 0.17

-0.1 -1.46 0.24 1.39

LD
0.01 0.07 -0.01 0.33

0.59 0.62 -1.04 1.77

안 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모든 장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에 있어 이 방

법론이 동일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고객 만족도와 같은 기 에

있어서는 명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 힘들다.

<표 4-7>업종별/포트폴리오별 장기 비정상 수익률

주)각 포트폴리오의 상단 값은 계수의 추정치를 의미하고 하단의 값은 t값을 의미하며,***

는 유의수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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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 연구 결과의 요약 시사

본 연구에서 고객만족지수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해 보았

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째,고객만족평가를 새롭게 받기 시작한 기업의 경

우 고객만족지수 발표 시 양(+)의 비정상 수익률이 발생하여 기업의 시장가

치가 증가한다.고객만족 평가 집단으로 선정되기 해서는 해당 회사의 제

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한 해당회사의 제품이나 랜

드에 한 이미지나 사용 기 수 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랜드 인지도가 없다면 고객만족지수 평가 상에 들어가지 못한다.따라서

특정 기업이 새롭게 고객만족지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 을

만족했다는 의미이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 인 신호효과를 주기에 충분하

다고 단되며 해당 기업의 시장가치에 양(+)의 비정상 수익률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고객 만족도를 계속 으로 평가 받아 온 기업의 경우 고객만족지수

발표 시 해당 연도의 고객만족 수 은 기업의 시장가치에 향을 주지 못하

지만 년 비 고객 만족도가 상승했을 경우는 양(+)의 단기 비정상 수익률

을 발생시킨다.기존의 고객 만족도와 기업실 과의 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고객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실 에 미치는 양(+)의 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지수에서 고객만족수 은 기업

의 시장가치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그러나 높은 고

객 만족 수 이 기업의 경 실 에 정 인 향을 다는 기존의 연구들

과 본 연구의 결과가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고객 만족 수 이 회계 지표상

의 실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고객 만족 수 이 높은 기업은 충성

도가 높은 고객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한 매출액이 증가하여 기업

의 실 이 높아진다는 것이다.기업의 시장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흐름

을 재가치로 할인한 지표이다.고객만족지수의 발표에서 고객만족 수 은

이미 회계 지표상의 실 이나 정보 공개 이 까지의 주가에 이미 반 되었다



- 50 -

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다.따라서 고객 만족지수의 발표 고객만족

수 은 미래 수익 가능성에 한 새로운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기존 연구들

은 고객 만족 수 이 높은 기업들이 이미 발생시킨 실 들을 검증한 것이고,

본 연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고객만족도 변화로 인한 미래 발생 가능한 이익

에 한 평가를 검증한 것이다.

셋째,계속 평가 기업의 경우 고객만족지수 발표 후의 장기 비정상 수익률

에 한 일 성 있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고객만족지수 발표 후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평가하기 해 사용한 CalendarPortfolioMethod는

미국에서 발표된 두 연구들이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고객만족도와 장기

비정상 수익률의 계를 측정하기 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 방법론이다.

Aksoyetal.(2008)은 미국의 고객만족지수인 ACSI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고 장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 고 해당 연도의 고객만족지수가

평균 이상이고 년 비 고객만족지수가 상승한 기업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의 경우 양(+)의 비정상 수익률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그러나 Jacobsand

Mizik(2009)는 동일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 지만 유의한 결과가 나오

지 않는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따라서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데이터를 통

해 장기 비정상 수익률의 존재 여부와 방법론의 견고성(robustness)를 검증

할 필요가 있었다.결과 으로 고객 만족 수 의 높고 낮은 두 포트폴리오에

서 유의한 값이 나오는 모순 인 결과를 도출했고, 년 비 상승 여부에서

는 상승 포트폴리오와 하락 포트폴리오 양쪽에서 양의 비정상 수익률이 나오

는 것과 같은 상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따라서 해당 방법론을 통해 고객

만족지수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단하 다.

마지막으로 KCSI와 NCSI의 비정상 수익률 발생에 있어서 차이 을 발견하

다.단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 시 KCSI를 통해 계속 평가 기업의 비정상

수익률을 평가 하 을 때 명확히 나타난 사건 발생일의 양(+)의 비정상 수익

률이 NCSI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이는 KCSI와 NCSI의 산정방법,표본,

상 기업,발표 시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KCSI에서 보이는

유의한 결과는 NCSI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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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내용 검증 결과

가설

1-1

고객만족지수 신규 평가 기업의 경우 고객만족지수로 인한

양(+)의 단기 비정상 수익률이 존재할 것이다.
채택

가설

1-2

고객만족지수가 가지는 정보의 가치는 해당 연도의 고객만족

수 이 아닌 고객만족지수의 년 비 변화에서 발생할 것이

다.

채택

가설

2-1

고객만족지수 신규 평가 기업의 경우 고객만족지수로 인한

양(+)의 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존재할 것이다.
채택

가설

2-2

고객만족지수가 가지는 정보의 가치는 해당 연도의 고객만족

수 과 고객만족지수의 년 비 변화에서 발생할 것이다.
기각

<표 5-1>가설 검증 결과 요약

제 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지수에 의한 유의한 단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정하

고 고객만족지수가 가지는 정보의 경제 가치를 측정하 다.그러나 장기

비정상 수익률 측정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 다.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 볼 때 기업의 실 에 미치는 향이 있다는 사실은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장기 비정상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alendarPortfolioMethod가 고객 만족도와의 계에서는 불안정한 결과를

보여줬지만 재무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모델의 수정을

통해 충분히 비정상 수익률을 밝 낼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한 CAPM

에서 기업의 규모 변수를 추가한 3요인 모형이나 모멘텀 변수를 추가한 4

요인 모형을 사용한다면 해당 방법론으로도 가설에 합당한 장기 비정상 수익

률을 산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규 평가 기업의 고객만족지수 발표 이후 비정상 수익률은 단기와 장기에

있어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이는 고객만족 평가라는 정보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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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경제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그러나 단기 비

정상 수익률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장기 비정상 수익률의

에서는 원인과 결과라는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즉,고객만족도 평가를 받

게되어 장기간에 걸쳐 비정상 수익률을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발한

성장세를 타고 있고 이 때문에 고객 만족도 평가를 받게 된 것이며,장기 비

정상 수익률의 원인은 고객만족도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고객 만족도 평가가 기업의 장기 인 시장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추가 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국내 고객만족지수 KCSI와 NCSI를 사용하여 단기 비정상 수익률을 측

정하 을 때 KCSI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지만 NCSI에서는 유의한 결과

를 도출할 수 없었다.이는 모형의 차이에서 오는 향력이 가장 크다고

단된다.KCSI는 재구매 의도를 KCSI의 산정에 사용하 으며 NCSI의 경우

재구매 의도를 NCSI의 결과 변수로 설정하 다.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한

ACSI의 사건 연구 방법론의 결과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감안

하면 추정 방법의 문제일 것이라 상할 수 있고 이에 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 하나의 큰 차이 은 KCSI의 경우 일년에 1회 모든 조사 상 기업

에 해 발표를 하고 NCSI의 경우 4회에 걸쳐 발표를 한다.발표 시기의 차

이들이 가져오는 비정상 수익률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 단되고

이를 검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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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andCauseofCustomer

SatisfactionIndexonTheMarket

ValueofFirms

-ShortTerm andLongTermAbnormalReturns-

JunghoBae

Byung-DoKim,Ph.D.,Advisor

CollegeofBusiness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of

SeoulNationalUniversity

The most important goal of corporate management is the

maximizationof firm valueinthemarket.Executivesofcompaniesare

makingefforttoincreasecorporatevalueandinitiatevariousmanagement

strategiesforthedevelopment ofthequalityofcompany'sproductsor

services.Throughtheseefforts,consumersatisfactiongrowsandloyalty

increases.Itleadstotherepurchaseofthesame company'sproductor

service.Ultimately customer satisfaction leads to increased corporate

performance and value.The research results aboutthe factthatthe

higher customer satisfaction makes more revenue or othercorporate

earnings index gave interesting issue to managers,research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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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The results arebased on customersatisfaction index thatevaluates

consumer’ssatisfactionobjectivelyandclearly.ACSI(AmericanCustomer

Satisfaction Index) in the United States, KCSI(Korean Customer

SatisfactionIndex)andNCSI(NationalCustomerSatisfactionIndex)inthe

Koreadotheroleoftheirnation’sconsumers.

However,the majority of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customer

satisfactionisabouttheaccountingbasedindeximprovement. Recently,

studiesonthemarketvalueofthecorporatehavebegun.

To measure a company's marketvalue,they use the short term

abnormalreturn andlong term abnormalreturn basedon CAPM that

standsforCapitalAssetPricingModel.Thismethodologythathasthe

assumption oftheEfficientMarketHypothesisiswidely used in the

financialsector.

Betweenthisstudyandexistingresearch,thereisdifferentiationinthe

followingways.

First,weconductedthecustomersatisfactionanalysisforthecompany

thatwasevaluatedfirsttimeby theCustomerSatisfactionIndex(both

KCSIandNCSI).Existingstudiesanalyzedcustomersatisfactionlevelsor

changesinthevalueoffirmsthatwasevaluatedcontinuouslyyearby

year.Researchersexcludedthenew companiesratingeffectorthetreated

companythesameasexistingcompanies.Butthenew ratingfirmsbegan

receivingattentionthatthecompanyincreasesawareness andconsumers

buytheirproductsorservicesmoreandmore.Itmakespositivesignals

that the firm’s future cash flow will increase.Then the market

participantswanttonetheshareholderofthecompany.New companyin

theCSIgotstatisticallysignificant bothshort-andlong-term abnormal

rateofreturn.

Second,thevaluethatthecustomersatisfaction index hasisclearly

defined.Consumers and investor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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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knew thattheleveloftheparticularcompany’sCSIisaround

guessingzonebecausetheannualcustomersatisfactionofcompanydoes

notchangedrastically.Theopinionthatthelevelofcustomersatisfaction

already reflected in therevenueormarketvalueis morereasonable.

Therefore,thevalueofcustomersatisfactionindexisnotthelevelof

customersatisfactionbutthedirectionofthechangeintheCSI.Asa

result,thecompanythathasthehigherscorethanpreviousyear’smade

theshortterm positiveabnormalreturnwhentheindexwasreleased.

Third,thecustomersatisfaction index affectthemarketvaluein the

short term or/and in the long term.The methodology for these

short-term andlong-term rateofabnormalreturnwasneverconducted

fordomesticCompany.Inaddition,themethodevaluatingthelong-term

abnormalreturnsby CalendarPortfolioMethodiscontroversialforits

stability becausethemethodology applied tothesamedatamadethe

different results by two researchers. So we need to apply the

methodologytothelocalcompaniestolookattheresultanddecideto

applythismethodtoanothermarketingarea.Eventuallythelongterm

positiveabnormalreturnoccurredinthenew ratingcompanies.

Finally,representativesofdomesticcustomersatisfactionindexhasNCSI

andtheKCSIintheKorea.NCSIandACSIusethedifferentmethodto

calculatetheconsumersatisfactionandthetimeofannouncementwas

different. Itmeansthattheresultofabnormalreturnmightbedifferent

inthesamedomesticdataanditisimportantfordomesticconsumer

satisfactionresearch.

Inthisstudy,customersatisfactionresearchshowingtheasignificant

effectonfirm valuethatisevaluatedfirst.Itistheimportantfactforthe

companiesthatarenotevaluatedyet.Inaddition,thecompanythathas

thewilltoincreasethefirm valuemakeefforttogetmorescoresthan

previous.Whentheindexwasannounced,thecauseofthefirm value

changeswasthedirectionofscore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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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KCSI산정 방식4)

1)KCSI(종합 만족도)=( 반 만족도 *0.4)+(요소 만족도 *0.4)+

(재구입(거래)의향률 *0.2)

2) 반 만족도는 설문지 상의 반 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

족>과 <만족>에 응답한 비율(Top2비율)을 말한다.

3)요소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 번째 세부요소의 TOP2비율

: 번째 세부요소의 요도 가 치

4)재구입(거래)의향률은 향후 재구입(거래)의향을 묻는 질문에서의 Top2

을 말한다.

4) 한국능률협회 컨 팅 Homepage http://consulting.kmac.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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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NCSI산정 방식5)

1)NCSI모델은 잠재변수인 고객기 수 ,고객의 제품 서비스인지 품질

지수,고객의 인지가치지수를 NCSI가 고객만족지수인 NCSI에 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이 게 산정된 NCSI는 고객 품평율과 고객 충성도에 다시

향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객만족을 추정하는데 PartialLeast

Square를 사용하여 측정오차와 측오차를 최소화 시켰다.　고객만족 지수를

구성하는 각 잠재 변수들의 가 치는 외부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NCSI산정 모형과 추정 방법 1>

5) 한국 생산  본  Homepage http://www.ncsi.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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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I산정 모형과 추정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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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construct)

측정변수(Measurement Variable)의 설명잠재변수
(latent
variable)

고객기 수

구입 평가

- 반 품질 기 수 (Overallexpectationofquality)

-개인 Need충족 기 (Expectaionregardingcustomization)

- 신뢰도(Expectaionregardingreliability)

인지제품
품질수

구입 후 평가

- 반 품질수 (Overallevaluationofqualityexperience)

-개인 Need충족 정도 (EvaluationofCustomizationexperience)

-신뢰도 (Evaluationofreliabilityexperience)

인지서비스
품질수

구입 후 평가

- 반 품질수 (Overallevaluationofqualityexperience)

-개인 Need충족 정도 (EvaluationofCustomizationexperience)

-신뢰도 (Evaluationofreliabilityexperience)

인지가치수
-가격 비 품질 수 (Ratingofquality givenprice)

-품질 비 가격 수 (Ratingofpricegivenquality)

고객만족지수

- 반 만족도 (Overallsatisfaction)

-기 불일치 (Expectancydisconfirmation)

-이상 인 제품 서비스 비 만족수 (performanceversusthe
customer'sidealproductorservice inthecategory)

고객불만
고객의 공식 /비공식 제품 서비스에 한 불만 (Hasthecustomer
complainedeitherformallyorinformallyabouttheproduct orservice)

고객충성도

-재구매 가능성 평가 (Repurchase likelihoodratio)

-재구매시 가격인상 허용율 (Price-increasing-tolerancegivenrepurchase)

-재구매 유도를 한 가격인하 허용율
(Price-decreasingtolerancetoinducerepurchase)

2）설문 구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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