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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들은 기존의 양적 지표 이외에 고객만족과 같

은 질적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경쟁우위 요소로서 실천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가치 향상에 영향을 주는 고객만족도를 높이리라고 생각

되는 비용인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와 고객만족도의 관계와 고객만족

도향상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간의 관련성 여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가 조사되고 

회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비금융업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가설1은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고객만족의 변화분을 종속변수로 하여 1년간, 2년간, 3년간의 고객만

족도의 변화에 각 비용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객만족을 위한 지출(연구개발비, 광고

선전비, 교육훈련비)은 대체적으로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특히 내구재 산업과 소비재산업에서 특히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며 광고선전비는 내구재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훈련비의 경우는 고객만족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가설 2는 고객만족도의 증가가 재무적 성과(매출액증가율, 매출액순이익률, 순이

익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로는 전기의 연구개발비, 당

기의 광고선전비를 사용하였다.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객만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증가율은 모든 산업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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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구재 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유의하였으며 매출액

순이익률은 소비재와 서비스산업에서 특히 유의했으며 순이익증가율은 내구재산업

에서 가장 유의성이 크게 나왔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으로 지출한 비용, 연

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등은 기업의 고객만족의 향상에 영향을 주며 고객

만족의 향상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역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학번: 2000-20822 

 

주요어: 고객만족, 무형자산,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재무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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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  

제１절. 연구의 배경 

 

'고객만족경영(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CSM)은 더 이상 서비스 업

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기업들의 성장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

다.  

과거 대부분 기업의 우위요소는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인 기술력, 자본력, 생

산성 등과 같이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요소들로 인식 되었으나 최근의 무한 경쟁체

제로 급변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핵심역량으로서 과거에서 

중요시하던 양적 지표 이외에 고객 만족과 같은 질적인 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경쟁우위요소로서 실천해가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고객이 없는 기업은 없었으나 새삼스레 고객만

족경영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저 성장 

시대의 돌입, 소비자 권리의 강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홍수, 기업간 경

쟁의 심화, 그리고 고객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이 고객만족 경영을 기업 경영

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한 요인이다.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 시장

(buyers' market)으로 시장환경이 바뀜에 따라 판매(sale)란 개념에서 마케팅

(marketing)이란 개념으로 바뀌었듯이 이제는 고객관리가 고객만족경영으로 바뀐 

것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객만족 경영은 더 이상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기업만이 

아니라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은 물론 공기업이나 정부조직에까지 고객만족경영

이 기업활동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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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영자들은 그들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부분 양적 지표를 사용

해 왔다. 따라서 고객만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과 전

략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는 고객만족의 제고는 그 타당성이 검증되고 더 이상 고객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도록 하

여야 하겠다.  

 고객만족의 가치는 대부분이 품질, 종업원만족 또는 혁신 같은 부분에서의 개선에 

의해서 형성되며 현재의 회계시스템 하에서는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 기업고유의 자

산(firm-specific assets)이다. 현행 회계상에서 총자산가치가 적은 회사의 주식이 

총자산 규모면에서 큰 회사의 주가와 대등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무형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무형자산이 기업의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이유로 기업가치의 동인과 관련

해서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으며 예

를 들어, AICPA의 보고서는 제품품질, 순환주기(cycle time), 혁신, 종업원 만족과 

같은 주요한 기업 프로세스에 대한 선도적 비재무적 측정치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

론을 내렸다. 

한편, 대부분의 비 재무정보와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고객만족

과 같은 비재무적 측정치들은 현재의 회계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미래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도적 지표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다른 여러 연구들에 의하

면 기업들은 이런 측정치들을 미래의 회계성과나 주식가격성과와 연결하는 데 상당

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Fornell(1992)은 고객만족이 기존고객의 충성도를 높여주며 가격탄력성을 

감소시며 미래의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주는등 기업에게 주는 이익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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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ttner와 Larcker(1998)는 고객만족 측정치와 미래의 회계적 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주가와도 대부분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서 보면 고객만족은 대체적으로 기업의 성과와 가치의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가치 향상에 역할을 하는 고객만족도를 높이리라고 생

각되는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와 고객만족도의 관계와 고객만족과 고

객만족도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간의 관련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한다. 

 

제２절. 연구의 목적과 유용성 

 

 고객 만족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반드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업

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경영자들은 기업이 매년 지출하는 금액

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자산의 성격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경

영활동의 의사결정에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번째 연구목적은 고객만족과 관련되는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진 연구개발비, 광고

선전비, 교육훈련비가 과연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어느 활동이 고객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출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두번째 연구목적은 기업이 달성한 고객만족이 과연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느냐를 분석하는 것이다. 고객만족이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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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고객만족을 위한 지출은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만족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의해서 정당화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결과는 기업의 고객만족활동이 재무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실증

적으로 연구해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들이 제기한, 과연 비재무적 지표가 재무적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해 봄에 의의가 있으며 무

형자산이 비용이 아닌 핵심역량을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자산이라는 검증을 통해 

경영자들이 고객만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３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과 유용성등에 관해 기술하여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무형자산과 고객만족의 관계, 고객만족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이

론적 이해를 도우며 제 3장에서는 연구가설의 도출과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며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모형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며 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

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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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이론적 배경 
 

제１절. 무형자산 

 

1.비재무적 측정치의 중요성 대두 
 

재무적 측정치는 전통적으로 기업의 성과평가를 하는데 주요 측정치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러한 재무적 측정치는 다음의 한계점이 대두되면서 그 효용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첫째, 재무적 측정치에 초점을 맞춘 재무통제는 제품품질, 제품개발과 생산속도, 

고객서비스, 종업원에게 동기 부여하는 능력 등과 같은 중요한 특성들을 파악하지 

못하며 둘째, 재무적 측정치는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의 요약

된 결과만을 측정하고 개별적인 핵심성공요인의 성과는 무시하기 때문에 재무적 측

정치에 따라서는 재무성과를 창출하는 요인이나 프로세스를 측정하기 어렵다. 셋째, 

재무적 측정치에 의한 재무통제는 일반적으로 단기 성과 지향적이다. 따라서 재무

적 측정치에 의해서는 장기적인 기업의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무적 측정치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비재무적 측정치의 중요성이 대두되

게 되었다. 비재무적 측정치는 전통적인 재무적 측정치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포착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비재무적 측정치

의 예로는 고객만족, 인적자원측정치, 연구개발성과 측정치, 제조공정측정치를 포함

한다.  

 비재무적 측정치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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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측정치는 선도적 지표이며 재무적 측정치들에 더하여 증분 가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재무적 측정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주요한 주장들 가운데 하나는 비재무적 

측정치가 미래의 재무적 가치의 동인들을 측정하는 미래 지향적인 측정치

(forward-looking measure)라는 것이다. 1  

 기업가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주목을 끈 비재무적 측정치

가 고객 만족이다. 고객만족은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가능성과 고객이 제공하

는 수익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무형자산의 특성별 분류 
 

무형자산은 비재무적, 비물질적인 무형자산으로서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 기업의 목표달성과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자산이

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형체가 없기 때문에 식별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무형자산의 

특성상 객관적 평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무형자산, 즉 

지식자산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무형자산을 성격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서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Stewart(1997)는 지식자산을 인적자본, 구조적 자본, 고객자본으로 구분하고 있

다. 인적 자본에는 종업원의 지식, 기술, 혁신성, 능력, 기업문화, 기업의 가치 및 

철학, 태도 등이 있다. 구조적 자본은 종업원이 퇴근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조직구조, 특허 및 상표가 이에 속한다. 고객 

                                            
1 Kaplan,R,S., and D.P.Norton, "The Balanced Scorecard-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70,January/Fabuary 1992,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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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창출되는 것으로서 고객만족도, 브랜드 인지도, 트레이드 

마크등이 여기에 속한다. 

Edvinsson2과 Malone(1997)은 지적자본을 인적자본과 구조적 자본으로 나눴으

며 고객자본은 구조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파악하였다. 인적자본은 종업원들이 가지

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의 결합물로서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경영철학, 가

치관 등 문화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구조적 자본은 고객자본과 조직자본으로 구성

되며 고객자본은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 조직자본에는 기업의 조직구조, 프로세스, 

조직지식등이 포함된다. 조직자본은 다시 혁신자본과 프로세스 자본으로 세분되어 

신제품 및 서비스개발능력은 혁신자본, 업무제조, 유통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자본으

로 구분된다. 

Brooking(1996)3은 스튜와트의 인적자본을 지적소유자산과 인간중심자산으로 구

분하고 구조적 자산을 인프라자산, 고객자본을 시장자산으로 구분한다.  

Kaplan과 Norton(1993)은 위의 세가지 구분을 각각 고객자산, 내부경영과정, 학

습과 성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이 세가지는 균형점수표(Balanced Scorecard)의 

구성항목이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 무형자산, 즉 지식자산의 분류체계에서 세부 지식자산을 지

칭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서로 유사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

고 있는 지식자산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지식자산의 분류 

                                            
2 Edvonsson.L,”Developing Intellectual Capital at Skandia”, Long Range Planning, Vol.3,1997 
3 Brooking.A,P.Board and S. Jones,”The Predictive Potential of Intellectual Capital”, The 

Technology Broker,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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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t 

(1997) 

Edvinsson  & 

Malone(1997) 

Brooking 

(1996) 

Kaplan과 

Norton(1993)

해당 지식자산 

지적소유자산 노하우,기업비밀,저작권  

인적자본 

 

인적자본  

인간중심자산

 

학습과 성장 창조적문제해결능력, 리더

쉽, 기업가치와 철학,기업

문화, 경영기술 

 

구조적자본 

(프로세스자본) 

업무제조, 유통프로세스,기

업가치,철학, 기업문화, 판

매능력, 관리방식,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적자본 

(혁신자본) 

 

 

 

인프라자산 

 

 

 

내부경영과정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능

력 

고객자본 고객자본 시장자산 고객자산 브랜드인지도, 고객만족도, 

명성 

 

  

3.무형자산과 기업가치 
 

 많은 실증 논문들이 회계의 가치관련성이 과거 수십년동안 감소해왔다고 보고한다. 

보고이익이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주가변동을 과거보다 잘 설명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Rayburn,1986; Board와 Walker,1990; Lev와 Zarowin,1997; 

Lev와 Zarowi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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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Lev와 Zarowin(1999)4은 과거 20년간 자본시장의 기업가치와 이익, 현금흐름, 

장부가치 등 주요 재무변수들의 관련성이 악화되 이유로 외부환경의 변화와 연구개

발 및 구조조정에 대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보고하지 못함에 따른 수익비용 대응

원칙의 위배를 들고 있다. 

 이외에 Collins, Matdew와 Weiss(1997)는 또한 이익의 가치관련성이 과거 40년

동안 감소해 왔으며, 반면에 장부가치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해왔다고 주장한다. 이것

은 이익과 장부가치가 가지는 가치관련성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Lev와 Zarowin(1999)과 다

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대립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결과들이 무형자산을 자본화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가 과거보다 가치관련성이 더 적어졌다는 견해와 불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요약하면 회계수치의 가치관련성의 감소 중 얼마간은 무형자산을 제대로 회계처리

하지 못한데서 발생했다는 증거와 함께 이익의 가치관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해 왔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제２절. 고객만족 

 

1. 고객만족의 의의 
 

고객만족경영(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이란 목표고객의 욕구를 파악

하여 이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수준을 

                                            
4 Lev,B., and P.Zarawin, "The Boundari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How to Extend The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2),Autumn 1999, pp35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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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하고 이러한 고객만족의 최대화 결과로 기업의 목표인 이익극대화를 달성하

는 것을 의미한다.5 

고객만족경영의 효시는 1981년부터 고객과의 접점(the moment of truth)을 중시

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창출을 성공적으로 이룬 스칸디나비아 항공사(SAS)

이다. 그 이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를 적용하여 성공하자 QC(quality control)

나 CI(corporate identity)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우위 창출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게 되었다.6 

시장이 성장해 감에 따라 시장의 경쟁수준이 높아지며 새로운 고객의 확보가 어

려워지면서 기업에 있어서 고객만족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환경 즉, push방

식의 마케팅적 상황에서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즉 pull방식의 마케팅적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더 잘 이해함으로써,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

며 동시에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것이다. 

고객만족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문헌에 나타난 고객만족의 정의는 다양하다. 

체와 윌튼(Tse and Wilton,1988)은 ‘소비 이전의 기대와 제품에 대해 소비 이후에 

인지된 실제 성능과의 인지적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라고 하는 반면에 웨스트

부룩과 라일리(Westbrook and Reilly,1983)는 ‘전반적인 시장 뿐만 아니라, 쇼핑과 

구매행동 등의 행동패턴, 소매점의 전시 상태, 구매되어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가지 유형의 정의가 다른 것은 

만족을 인지적 형상으로 보느냐, 정서적인 반응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5
 김태량 “경영성과로 보여지는 고객만족경영” 한국능률협회, 특집 

6
 이두희, 김준환, "고객만족도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체계적 고찰" 상품학 연구 제 12호, 199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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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만족이라는 개념을 소비자, 종업원, 협력업자, 유통업자등의 고객

이 상대와 교환한 결과로 발생되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2. 고객만족 형성의 이론적 설명 
 

고객만족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고객만족은 측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

서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통하여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선 고객만족이 형성되는 과정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객만족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만족이라는 개념은 

어떤 표준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과정을 거친다. 이때 정해진 비교수준을 넘어서는 

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만족이 발생하고 그 비교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만족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비교기준과 그것의 지각된 차이는 고객만족에 가산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하에 여러가지 비교기

준을 설정하여 고객만족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의 연구들은 '기대-불일치 모형, '상황적 기대 불일치 모형', '비교기준이론', '공정성

이론' 등이다.  

 

(1)기대-불일치 모형 

 

고객 만족의 형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 중 지금까지의 문헌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

고 있는 이론은 기대-불일치 모형(the disconfirmation of expectations model)이다. 

기대 불일치 모형은 고객의 기대(expectation)과 성과(performance)간의 불일치에 

의해 만족 또는 불만족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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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에 의하면 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긍정적 불일치) 만족이 발생하고, 낮으

면(부정적 불일치) 불만족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 이론을 많은 상황에 적용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2) 상황적 기대 불일치 모형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 만족이 주로 제품성과에 의

해 결정되지만, 객관적인 제품평가가 곤란한 애매모호한 제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에 의해 만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해 잘 모

르는 소비자는 이해력이 낮아 그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자신의 평가보

다는 전문가등 타인의 평가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Ratneshwar and Chaiken 

1991)7 그렇다면 타인들이 그 제품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고 제품성과를 낮게 평가하면 소비자들의 만족이 감소하게 된다

는 이론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만족이라는 개념자체가 소비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일컫는 것

이지만, 소비자는 제품의 성과평가를 단지 개인수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들, 특히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의 객관적 평가를 듣고, 자신의 지

각된 평가를 수정할 수 있다. 평가가 호의적인 경우는 긍정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고 

평가가 비호의적이었을 때는 부정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3)비교기준이론 

                                            
7 S, Ratneshwar and Shelly Chaiken (1991),"Comprehension's role in Persuasion: The case of Its 

Moderating Effect on the Persuasive Impact of Source Cu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8, June,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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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기대란 규정되지 않은 원천으로부터의 예측적 기대로 가정해 왔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과거경험이나 유사제품에 대한 경험등의 원천에서도 소비자의 기

대가 형성될 수 있다. (Latour, Stephan A. and Nancy C,Peat 1979)8, 즉, 유사제품

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적 경험, 제조업자의 광고나 소매상들의 촉진활동 등에 의해 

형성된 상황적 기대, 준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소비자들의 경험 등의 원천을 통해

서도 소비자의 기대는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전적 경험과 상황적 기

대, 그리고 타인의 경험이 다른 소비자들의 경험에 대한 관련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제조업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는 더 적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준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소비자의 제품경험은 구전에 의해, 관찰에 

의해, 또는 동일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당사자의 사용을 관찰한 그들의 평가에 

의해 전달되어 해당 소비자의 기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갖고 있던 기대와 

실제성과와의 불일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 불일치는 비교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므로 소비자가 어떤 비교수준을 가지고 제품의 실제성과를 평가하는가는 중요하다. 

 

(4)공정성 이론 

 

공정성 이론은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드는 비용과 기대되는 대가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느낌에 기초해 고객만족의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 공정성이론에서는 개인

이 자신들의 투입/산출 비율을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한다고 가설화

한다. 이 경우 비교의 기준은 해당비율의 상대적인 공정성이 된다. 이를 고객만족의 

                                            
8 Latour, Stephan A. and Nancy C, Peat(1979).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Consumer Satisfaction Research",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William L.Wilie, ed. Ann Arbor, 

MI: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pp4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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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적용해 보면(Raymond and Young 1985)9, 소비자의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투입과 산출비율이 공정하다고 인식 할때 발생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객 불

만족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공정성 기대에 대한 불일치가 실험적으로 조작되었다. 

결과 불공정성은 불만족을 야기하고 재구매 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게 

되었다. 

 

3.KCSI (Korea Customer Satisfaction Index)10 
 

KCSI(Korea Customer Satisfaction Index)는 한국산업의 각 산업별 상품, 서비스

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경제성장의 양적성장을 평가하는 

GNP, GDP등 생산성 지표와는 달리 국가산업경제의 질적성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1) KCS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KCSI조사는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우리나라 산업의 질

적성장을 유도하고 각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992년 이후 매

년 1회 실시되어 왔다. KCSI의 조사결과는 산업 및 기업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향

후 관련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KCSI 조사결과를 통해 각기업은 시장에서의 자사 경쟁력 파악은 

물론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고객지

향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자사의 성장 가능성

을 예측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9 Fisk, Raymond P. and Clifford E. Young, " Disconformation of Equity Expectations: Effects on 

Consumer Satisfaction with Servic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E. Hirchman and 

Holbrook, eds,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10 KCSI에 대한 설명은 www.csnet.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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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CSI의 역사 

 

KCSI는 ’92년도 한국적 시장특성에 맞는 고객만족지수 측정방법론으로 개발되며 

매년 1회씩 우리나라 소비산업을 대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공표해 왔으

며,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한국산업의 KCSI와 이를 각 산업부

문 KCSI, 개별기업 KCSI등 총 4계층구조로 조사된다. 또한 KCSI 조사대상 산업군

이 전체 GDP커버율은 약 77%로써 소비산업만을 놓고 본다면 전산업을 커버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미국의 ACSI가 68%의 산업커버력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산업의 소비자 만족수준을 대표할만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연도별 KCSI 조사현황 

구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제조

업 
7개 7개 5개 5개 7개 14개 33개 32개 43개 48개 53개

서비

스업 
5개 1개 7개 8개 8개 30개 27개 42개 45개 47개 47개

계 
12개 8개 12개 13개 15개 44개 60개 74개 88개 95개 

100

개 

* 서비스업에는 조사대상 산업중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부문이 모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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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3) KCSI 산출방법 

 

 고객만족도(KCSI)는 전반적 만족도 40%, 요소 만족도 40%, 그리고 재구입(거

래) 의향률 20%를 반영한 점수이다. 

 

개별기업의 KCSI(종합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 0.4) + (요소 만족도 * 0.4) + (재구입(거래)의향률 * 0.2) 

 

 전반적 만족도는 설문지상의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만족 」 과 

「만족」에 응답한 비율(Top 2 비율)이다. 요소별 만족도의 세부항목은 상품(상품

의 성능, 품질, 디자인, 포장 등), 가격(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적당성), 서비

스(A/S, 종업원의 태도 및 지식, 부수적 서비스), 하드(점포의 쾌적성, 부대시설, 입

지장소, 유통경로)등으로 구하여 지며 세부요소는 TOP2의 비율의 전체 가중평균값

에 의해 구해진다. 재구매의향률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향후 재구입(거래) 의향

을 묻는 질문에서의 ‘매우 있다’ 또는 ‘있다’ 에 응답한 비율(Top 2 비율)이다. 이

때 전반적 만족도와 재구매의향률은 7점척도를, 요소별 만족도는 5점척도를 이용하

여 조사된다.  

 

4.고객만족과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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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기업의 장부가치와 시장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표준회계실무에 의

해 인식되지 않는 무형자산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Lane와 Jacobsen(1995)에 의하면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은 기업이 유형자산만으

로 창출해낼 수 있는 이익을 넘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높여진다고 

한다. 

 Srinivasan, Shervani와 Fahey(1998)은 논문에서 고객만족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네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 고객만족이 기업의 현금흐름을 더 빨리 발생시키므로써 기업의 순현재가치가 

높아지며 그에 따라 기업가치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만족한 고객들은 기업과 

강한 장기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빠른 구매와 다른 잠재적 고객들에게 고정

광고를 함으로써 현금흐름의 가속화와 기업가치의 증대를 이끌게 된다. 

둘째, 고객만족은 현금흐름수준을 높임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현금흐

름을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만족한 고객들은 구매금액을 확

대할 것이며 이들의 긍정적인 구전활동을 통해서 신규고객을 확보하게 되어 신규고

객을 통한 매출액 증대도 기대되게 된다. 

셋째, 고객만족은 현금흐름의 취약성과 변동성을 낮춤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낮은 취약성과 변동성으로 현금흐름에 관한 위험을 줄임으로써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현금흐름으로 더 높은 현재

가치를 가져오게 되며 더 높은 기업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고객만족은 기업의 잔여가치를 증가시킨다. 기업의 잔여가치란 합리적인 예측

기간을 넘어선 기간에 기인하는 기업의 현재가치이다. 고객만족은 수익성을 높이며 

낮은 판매비용과 서비스비용, 더 낮은 위험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잔여가치를 높

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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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가치, 즉 그 대용치로서의 주식가치는 경쟁적 이점을 지속적인 

현금흐름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고객만족은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제３절. 선행연구 

 

1.연구개발비와 기업가치에 관한 기존연구 
 

 연구개발비등 지식자산과 관련된 기존의 논문은 주로 거시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연구개발활동이 생산성 및 매출액 등에 미치는 영향과 증권시장내에서 연구개발활

동 관련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R&D와 이익

간에는 두가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이

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기존의 연구의 대부분은 두 번째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Branch (1974)11 

 

Branch는 연구개발비의 지출액이 미래의 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이 두 변수 

이외에도 제 3의 외부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우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수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대용

치로 사용하여 특허권의 수가 기업의 수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두 변수간에

                                            
11 Branch,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and Profitability- A distributed Lag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1974, pp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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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연구개발활동을 변수

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연구개발활동의 결과인 특허권을 기업의 모

든 연구개발활동을 대표한 것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다. 

 

2.Bulitz & Ettredge (1993)12 

 

Bulitz & Ettredge는 1974-1983년 동안 328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임의적인 

지출인 광고선전비와 연구개발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누적비정상수익률을 사용하고, 독립변수로 주당 매출액 예측오차, 주당 연구개발비 

예측오차들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산업 전체의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양의 부호가 나타났으며 산업을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내구재 산업

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며 비내구재 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혼합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광고비 예측오차는 산

업 전체의 경우 음의 값을 나타내고, 내구재 산업에서는 유의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비내구재 산업에서는 음의 결과를 보였다. 

 

3.Chauvin & Hirchey (1993)13 

  

Chauvin과 Hirchey는 1998-1990년 동안 광고선전비와 연구개발비 지출 상위 

20대기업을 대상으로 광고선전비와 연구개발비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12 Bublitz, B., and M, Ettredge, ”The Information in Discretionary Outlays: Adverti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Accounting Review,54(1), January 1989,pp187-215 
13 Chauvin and Hirschey, "Advertising, R&D Expenditures and the Market Value of the 

Firm",Financial Management,1993, pp12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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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연구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토빈의 q를 사용하여 주식의 시장가치를 나타내

었으며 독립변수로는 현금흐름, 성장성, 위험, 시장점유율, 광고선전비와 연구개발

비를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µββ
ββββα

++
+++++=

DRgAdverti
ShareMarketRiskGrowthFolwsCashValueMarket

&sin                          
    

65

43216
 

 

연구결과 광고선전비와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써 현금흐름과 시장점유율은 유의적인 양의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성장성과 위험은 각각 비유의적인 양의 효과와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Lev & Sougiannis (1996)14 

  

Lev & Sougiannis는 1975-1991년까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초유형자산과 광고선

전비 그리고 다기간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기업의 당기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자산의 가치와 그 자산이 창출하는 수익과의 관계를 파악함으

로써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와 상각화를 주장하였다. 연구개발비를 발생시점에서 전

액 비용처리하는 미국회계기준과는 달리 조정된 보고이익과 장부가치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자본과 미래의 주가 또는 주가수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다

음과 같은 수익률모형과 가격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14 Lev, B and Sougiannis, T., "The Capitalization, Amortization and Value-relevance of R&D",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96,pp10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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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모형> 

 

µδγβα
µδγβα

µγβα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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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결산기 전 9개월부터 결산기후 3개월까지의 연주가수익률 

XE :  GAAP에 의한 주당순이익 

XC :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했을 경우의 주당순이익 

XC - XE : 연간연구개발비 지출액-연구개발비 상각액(=순연구개발비 투자액) 

XB : XE에 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가격모형> 

 

µγβα
µγβ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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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연구개발비를 자본화 하였을 경우 이익과 장부가치 정보는 주가 또는 

주가수익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5. 최정호 (1994)15 

 

                                            
15 최정호, "광고비 및 연구개발비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 연구 제 19권 제 4호, 

1994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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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는 광고비와 연구개발비 지출이 기업의 가치증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

는가를 1988-1992년까지 상장된 기업 중 제조업을 표본으로 하여 토빈의 q를 이

용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CTBGRRDCOSTROEADVQ 6543210 βββββββ ++++++=   

 

Q: 토빈의 q 

ADV: 광고비 지출비율 

ROE: 경상연구개발비 지출비율 

GR: 매출액성장율 

B: 시장위험(체계적위험) 

CT: 산업집중율 

 

위 모형에서 매출액성장율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측정하는 중요 변수로 사용되었

고, 시장위험은 기업의 위험에 대한 측정치로서 포함되었으며, 산업집중율은 기업의 

시장에서 초과수익력에 대한 측정치로서 포함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비 지출은 당해연도의 기업가치 증대에 기

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둘째, 경상연구개발비 지출도 지출한 연도의 기

업가치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비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는 지출한 

연도의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어 자산으로 계상하여 그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걸쳐서 상각하도록 하는 현행 회계처리방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넷째, 연구개

발비를 경상적인 것과 비경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여 생각하면 연구개발비 지출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은 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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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지니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위험

을 제외하고는 토빈의 q가 중요한 설명변수임이 밝혀졌다.  

 

2.고객만족과 기업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 
 

고객만족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마케팅 분야에

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이 고객만족을 위한 선행조건에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리회계분야에서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에서는 마케팅과는 달리 고객만족과 같은 

비재무적 지표가 재무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회계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대부분도 일반적으로 고객만족도

가 회계적 이익률 등 재무적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

러한 가설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1. Anderson & Fornell & Rust (1997)16 

 

Anderson과 Fornell은 고객만족과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고객만족과 이익간의 관계가 비유의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검

증결과 고객만족의 변화와 생산성의 변화사이에는 제조업에서는 양의 관계가, 서비

스 산업에서는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고개만족과 생

산성 모두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에서의 ROI와 양의 관계를 갖는 반면, 이 둘 사이

의 상호작용관계는 제조업에서 긍정적이고 서비스산업에서는 비유의적이라는 결과

                                            
16 Anderson,E, W., and C,Fornell, R,T,Rust," Customer  Satisfaction,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 Differences Between Goods and Services', Marketing Science, 16(2) 1997, pp12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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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었다. 

 

2 안태식과 김완중 (2000)17 

 

안태식과 김완중은 은행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만족이 재무성과를 제고하

는가에 대해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1단계에서는 고객만족이 수신액과 같은 영업활

동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의 잔차변수(수신

액 잔차)와 고객만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단계 

VOLRESCSIVOL ++= βα  

2단계 

εββα ++′+= VOLRESCSIBPROFIT 31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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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1 βββ +=′
 

 

분석결과, 1단계에서 고객만족이 해당기간의 수신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며, 2단계에서도 고객만족의 개별항목들과 재무성과지표와 의미있는 관계를 파악

                                            
17 안태식 · 김완중, “고객만족과 재무성과간의 관계”, 회계학 연구. 제 25권 제 1호, 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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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웠으나 전반적 고객만족도 변수의 경우 연령변수나 영업점의 형태를 통제

한 경우에만 재무성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

단계에서 고객만족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수신액의 잔차는 모형에 상관없이 이익에 

매우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고객만족이 무조건적으로 재무성과

를 제고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점의 연령과 같이 고객만족이외의 요인들이 재무성과

에 더 영향력이 있는 변수라는 것을 발견해 냈다. 

 

3.Ittner & Larcker(1998)18 

 

Ittner와 Larker 는 고객만족도와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고객수준, 사업단위수준, 기

업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수준과 사업단위 수준에서는 고객만족측정치

가 고객의 구매행태와 회계성과에 어느정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산업수준과 기업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모형은 다음과 같다. 

 

<산업수준> 

1,1,41,3,2,11,

1,1,4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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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 ACSILIABASSETMVE εββββ ++++= 3210  

                                            
18 Ittner, C, D. and D, F, Larcker., "Are Non financial Measures Leading Indicators of Financial 

Performance? An Analysis of Customer Satisfac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Vol.36 

Supplement 1998,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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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 6가지의 성과변수(수익,비용, 이익, 영업이익, 소매자, 기업단위 혹은 전문적 

구매자) 

CSI: 각 부문의 소비자 만족지수  

PASTPERF: 각 성과변수들의 과거치 

RETAIL, PBξ : 통제변수 

t: 1995년 3,4분기 

t+1: 1996년 1,2분기 

 

 이들은 1995년의 고객만족지수를 측정하여 1996년의 고객의 구매행위를 측정하

는 고객만족도와 기업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고객만족 측정치와 미

래의 회계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고

객만족 측정치는 공시 후 10일에 걸쳐 누적 이상 수익률과 상관관계를 보여 고객

만족 측정치가 주식시장에서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을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고객만족과 주가와의 관계를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는 비

내구재산업, 운송· 전기· 가스· 수도· 통신산업· 금융업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

났으며, 운송· 전기· 가스· 수도· 통신산업에서만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산업

에서는 비유의적이었다. 금융업에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은 표본수가 너무 적었

기 때문일 것이며 내구재 산업과 소매업에서는 고객만족과 주가와의 관계는 부(-)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매업에서는 유의적이었다. 소매업에서 유의

적으로 나타난 것은 Anderson, Fornell과 Rust가 주장하듯이 고객만족의 증가의 

효익보다도 이를 위한 증분비용이 더 많을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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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anker & Potter & Srinivasan(1998)19 

 

Banker, Potter와 Srinivasan은 고객만족도와 호텔산업의 회계이익과의 관계를 연

구하였다.  

연구결과 호텔산업에서 고객만족이 미래의 재무적 성과로 반응을 보이는데 평균적

으로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실증결과를 보였다. 특히, 고객만족이 객실가격상

승에 대하여 유의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여 고객만족이 객실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가격상승 시에는 회계이익에 유의적이지 못함을 보였다. 

 

5.Aaker & Jacobson(1994)20 

 

Aaker와 Jacobson은 주가수익률과 상표 품질에 대한 고객 인지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otal Research Corp이 조사한 EquiTrend 서베이에 포함된 

34개 브랜드 자료를 사용하여 상표의 품질인지도와 주가 수익률간의 관계를 분석

했는데 비기대 회계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통제한 경우 상품의 인지도와 주

가수익간 관계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수익률이 인지

된 상표의 질 측정에 선행하기 때문에 시장은 주식가격에 상표의 품질에 대한 고객

인지도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렇지만 서베이 하기 14개월전의 주가수

익률을 사용한 것은 인지된 브랜드 품질이 경제적 성과에 대한 선도적 지표가 될 

                                            
19 Banker, R,D.,G, Potter, and D, Srinivasan,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n Incentive Plan that 

Includes 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The Accounting Review,75(1),January 2000, pp65-

92. 
20 Aaker,D.A. and R. Jacobson, “ The Financial Information Content of Perceived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1,May 199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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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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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연구가설 및 변수의 측정 
 

제１절. 연구가설 

 

 본 연구는 자본적 성격을 지니는 회계적 지출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만

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기

업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과연 고객만족의 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고객만족의 제고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다. 

 

1. 연구개발비·광고선전비·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 고객만족을 위한 지

출을 늘릴수록 고객만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은 우수한 제품과 효율적인 생산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고객에

게 만족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이 

클수록 고객만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선전비는 기업의 제품을 경쟁사의 제품과 차별화 시키고자 지출된다. 오늘날처

럼 제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객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선전비는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교육훈련비의 지출을 통해 종업원들이 보다 우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

객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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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는 고객만족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한다. 

 

가설 1. 기업의 연구개발비·광고선전비·교육훈련비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고객만족도 지수가 조사된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2년

간, 1년간으로 나누어서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도의 증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개발비는 B/S의 개발비와 I/S의 연구비

와 경상개발비의 합을, 광고선전비의 I/S의 비용을, 교육훈련비는 I/S와 제조원가명

세서 금액의 합으로 한다.  

 

2. 고객만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많은 실증연구에 의하면 회계의 가치관련성은 과거 수십년 동안 감소해 왔다. 회

계수치, 특히 보고이익이 주가변동을 과거만큼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한다. 우리나

라에서도 역시 회계이익정보가 기업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설명력이 과거보다 하락

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 상표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들은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전망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

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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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 중의 하나로 고객만족은 고객의 미래의 지속적인 제품구매의 순현가로서 

기업의 자산가치에 반영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객만족의 증가는 기업의 고

객자산과 미래의 수익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2. 고객만족과 기업의 회계적 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it`ititij εADβRDβCSββePerformanc ++++= − 31210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고객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기업의 재

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 전해의 연구개발비와 당기의 광고선전비

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제２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1. 회계비용 변수 
 

연구개발비·광고선전비·교육훈련비에 대한 자료는 한국상장협의회의 데이터베이스인 

TS2000에서 수집하였으며, 금감원의 전자공시자료를 참고로 보완하였다. 

 연구개발비는 TS2000의 주석사항에서 ‘연구개발비지출현황’에 나오는 당기 연구

개발비 지출액을 사용하였으며 광고선전비는 손익계산서에서 수집하였으며 교육훈

련비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나오는 항목을 모두 합하여 사용하였다. 연

구개발비의 총합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연구개발지출을 경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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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과 비경상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경상적인 비용은 비용화하고 비경상적인 지출

은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개

발지출의 자본화 또는 비용화 결정에 있어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총합

을 사용하였다. 

 연구개발비 측정치는 t기의 개별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약도에서 t기의 산업 전체의 

평균 연구개발비 집약도를 차감하는 형태로 측정하였다. 연구개발비 집약도가 산업

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개별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약도에서 해당하는 

산업전체의 평균인 산업전체 연구개발비 집약도를 차감하여 각 기업이 해당 산업에

서의 평균 연구개발비 지출보다 얼마나 더 지출하였는지 측정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측정치는 연도별 산업별 특성이 제거된 측정치로서 각 산업에

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지출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all

all

it

itit Sales
RD

Sales
RDRD −=   

 

itRD ; i기업의 t기의 R&D비용 

itSales ; i기업의 t기 매출액 

allRD ; i산업의 t기 총연구개발비 

itRD ; i산업의 t기 산업총매출액 

 

이러한 방식의 변수측정은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all

all

it

itit Sales
AD

Sales
AD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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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ll

it

itit Sales
ED

Sales
EDED −=           

                                        

itAD ; i기업의 t기의 광고선전비 

allAD ; i산업의 t기의 총 광고선전비 

itED ; i기업의 t기의 교육훈련비 

allED ; i산업의 t기 총 교육훈련비 

 

2. 재무적 성과 변수 
 

고객만족이라는 단일 독립변수가 기업의 다양한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서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증가율을 사용하

였다. 

 

(1)매출액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 

 

매출액증가율은 기업의 기초 수익력이 강화된 것으로 고객만족도가 기업의 기초수

익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매

출액증가율은 기업의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2)매출액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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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순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100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개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 

고객만족도 지수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점을 측정할 수 있다. 

 

(3)순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 

 

전기순이익에 비해서 당기에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고객만족의 변화가 당기 순이익의 증가에 얼마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할 수 있

는 대표적인 성장성 지표이다. 

 

제３절. 표본기업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이 회계적 지출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만족도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제품별 고객만족도 뿐만 아니라 각 기업

의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산출하는 고객만족도 중 그 지수가 그 해당기업의 고객만족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여 고객만족지수가 산출된 제품별 매출액이 해

당 기업 매출액의 약 50%이상 차지하는 기업을 연구표본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상

장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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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대상제품의 매출액이 50%가 넘는 기업 

② 2002년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③ 2002년 현재까지 상장이후 거래중단이나 상장폐지가 없는 기업 

④ 1997년부터 매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업 

⑤ 금융업, 보험업 그리고 증권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표본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 표본기업의 업종별 분포 

산업 업종 표본수 ‘98 ‘99 ‘00 ‘01 합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0 1 1 4 4 0.05 

고무제품 제조업 8 2 2 2 2 0.0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2 4 4 4 0.0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 3 3 3 3 0.06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 

7 2 2 2 1 0.0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4 1 1 1 1 0.0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  1 1 1 0.01 

 

 

내 

구 

재 

합계 58 11 14 17 16 0.2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9  1 4 4 0.04 

섬유제품 제조업 14 3 3 4 4 0.07 

음식료품 제조업 42 4 10 13 15 0.21 

 

소 

비 

재 의약품 제조업 4  2 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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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5 3 4 4 4 0.08  

합계 84 10 20 27 27 0.4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  1 1 1 0.01 

소매업 12 3 3 3 3 0.0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

업 

12 3 3 3 3 0.06 

전기, 가스 및 증기업 8   4 4 0.04 

통신업 14 2 4 4 4 0.07 

항공운송업 8 2 2 2 2 0.04 

방송서비스 4   2 2 0.02 

 

 

서 

비 

스 

합계 61 10 13 19 19 0.3 

총계 203 31 47 63 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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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실증분석결과 및 분석 
 

제１절. 연구개발비·광고선전비·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4-1] 기초통계량 (전체기업) 

 

변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Sit 24 42.1 66.1 54.9 0.57 

RDit 0.12 -0.09 0.03 -0.01 0.02 

ADit 0.12 -0.03 0.09 0.01 0.03 

EDit 0.008 -0.002 0.005 0.00009 0.001 

RDit-1 0.09 -0.03 0.06 -0.001 0.01 

ADit-1 0.16 -0.06 0.1 0.01 0.03 

EDit-1 0.01 -0.004 0.008 0.0001 0.002 

RDit-2 0.10 -0.07 0.03 -0.005 0.02 

ADit-2 0.26 -0.18 0.08 0.003 0.047 

EDit-2 0.017 -0.008 0.008 -0.0002 0.002 

RDit-3 0.11 -0.06 0.04 -0.006 0.02 

ADit-3 0.1 -0.02 0.08 0.01 0.023 

EDit-3 0.01 -0.004 0.006 0.000085 0.0014 

 

[표4-2] 기초통계량 (내구재산업) 

 

변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Sit 28.9 31.2 60.1 49.7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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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it 0.17 -0.09 0.03 -0.03 0.04 

ADit 0.11 -0.02 0.09 0.004 0.03 

EDit 0.003 -0.002 0.001 -0.0002 0.0007 

RDit-1 0.08 -0.02 0.06 0.003 0.02 

ADit-1 0.11 -0.02 0.10 0.01 0.03 

EDit-1 0.006 -0.004 0.002 -0.0005 0.001 

RDit-2 0.05 -0.02 0.03 -0.0005 0.01 

ADit-2 0.08 -0.02 0.06 0.01 0.02 

EDit-2 0.003 -0.002 0.001 0.0009 0.009 

RDit-3 0.1 -0.06 0.04 -0.01 0.03 

ADit-3 0.07 -0.02 0.05 0.002 0.02 

EDit-3 0.003 -0.001 0.002 -0.0001 0.0008 

 

[표4-3] 기초통계량 (소비재산업) 

 

변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Sit 24 42.1 66.1 53.2 5.22 

RDit 0.03 -0.03 0.004 -0.006 0.007 

ADit 0.12 -0.03 0.08 0.02 0.03 

EDit 0.008 -0.002 0.006 0.0004 0.002 

RDit-1 0.03 -0.02 0.01 -0.003 0.006 

ADit-1 0.12 -0.03 0.09 0.03 0.03 

EDit-1 0.01 -0.002 0.008 0.0007 0.002 

RDit-2 0.03 -0.02 0.01 -0.002 0.006 

ADit-2 0.11 -0.03 0.08 0.02 0.03 

EDit-2 0.01 -0.002 0.008 0.0005 0.002 

RDit-3 0.06 -0.02 0.04 -0.0004 0.01 

ADit-3 0.1 -0.02 0.08 0.02 0.03 

EDit-3 0.008 -0.001 0.007 0.0006 0.002 

 

[표4-4] 기초통계량 (서비스산업) 

 

변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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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t 32.3 25.8 58.1 47.4 7.78 

RDit 0.02 -0.01 0.01 -0.002 0.006 

ADit 0.03 -0.01 0.02 -0.002 0.01 

EDit 0.005 -0.001 0.04 0.00007 0.002 

RDit-1 0.02 -0.02 0.002 -0.003 0.006 

ADit-1 0.03 -0.03 0.003 -0.008 0.009 

EDit-1 0.003 -0.0008 0.002 0.0003 0.0009 

RDit-2 0.05 -0.05 0.003 -0.01 0.02 

ADit-2 0.15 -0.14 0.01 -0.03 0.06 

EDit-2 0.005 -0.004 0.001 -0.0009 0.002 

RDit-3 0.02 -0.02 0.002 -0.008 0.01 

ADit-3 0.03 -0.01 0.02 0.0003 0.008 

EDit-3 0.005 -0.004 0.001 -0.0004 0.001 

 

[표4-5] 상관관계분석 (전체기업) 

 

 ∆CS RDi,t-1 ADi,t-1 EDI,t-1 RDi,t ADi,t EDi,t 

∆CS 1 -0.004 -0.083 -0.149 -0.059 -0.122 -0.119 

RDi,t-1  1 0.507*** 0.434*** 0.273*** 0.188*** 0.089 

ADit-1   1 0.614*** 0.103 0.668*** 0.194***

EDit-1    1 0.149* 0.432*** 0.619***

RDi,t     1 0.270*** 0.187***

ADi,t      1 0.411***

EDi,t       1 

***,**,* :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2.  t기 ~ t-1기(1년간) 
 

[표 5-1]에서 보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당기의 연구개발비(RDit)는 

고객만족에 정(+)의 부호를 가지며 5%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전기의 연구개발비(RDit-1)는 고객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유의적이지도 않다. 



 40

이것은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당기의 광고선전비(ADit)는 10%수준에서 유의적

이나 부(-)의 방향성을 가진다. 이외의 변수, 당기의 교육훈련비(EDit),전기의 광고

선전비(ADi,t-1)는 정(+)의 방향성을 지니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당기의 연구개발비 이외에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 

방향성에도 일관성이 없다. 

 

[표5-1]연구개발비·광고선전비·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1년간) 

 

∆CS= α0 + α1RDit+ α2ADit+ α3EDit+ α4RDit-1+ α5ADi,t-1+ α6EDi,t-1+εit 

α값 α0 α1 α2 α3 α4 α5 α6 

예상

부호 
+ + + + + + + 

R2 

표

본

수

전체

기업 

2.42** 

(0.002) 

123.6** 

(0.05) 

-88.1* 

(0.09) 

67.5 

(0.91) 

-14.7 

(0.64) 

79.3 

(0.16) 

-121.8 

(0.86) 
0.262 134

내구

재 

11.7** 

(0.04) 

1582.8** 

(0.05) 

768.5**

(0.03) 

1392.7*

(0.1) 

67.9* 

(0.06) 

-102.9 

(0.42) 

299.0 

(0.86) 
0.65 40

소비

재 

-0.03 

(0.98) 

976.2** 

(0.04) 

-17.1 

(0.71) 

-1261.1

(0.2) 

-1029**

(0.04) 

-24.6 

(0.59) 

1504.3 

(0.11) 
0.34 55

서비

스재 

0.85 

(0.34) 

-108.7 

(0.56) 

-42.84 

(0.69) 

-1483.7

(0.37) 

280.0 

(0.17) 

296.2**

(0.04) 

2192.5 

(0.18) 
0.51 39

***,**,* :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본 기업들을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5-1]의 내구재 산업에서는 당기의 

연구개발비(RDit)와 당기의 광고선전비(ADit)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의 연구개발비는 α1이 1582.8으로서 5%수준에서 유의적이며, 

당기의 광고선전비는 α2가 768.5으로서 역시 5%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이외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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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교육훈련비(EDit)와 전기의 연구개발비(RDit-1)는 α값이 각각 1392.7과 67.9로 

각각 10%수준에서 유의적이며 부호 또한 예상했던 정(+)의 부호가 나왔다. 그러나 

전기의 광고선전비(ADi,t-1)는 부(-)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유의수준도 낮게 나왔다. 

이상의 결과에서 내구재 산업의 경우에는 고객만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기와 전

기의 연구개발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당기의 광고선전비도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의 소비재 산업부분에서는 내구재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당기의 연구개

발비(RDit)의 α값은 976.2, 전기의 연구개발비(RDit-1)는 –1029로 5%수준에서 유의

하였다. 그러나 전기의 연구개발비는 그 방향성이 부(-)의 회귀계수로서 설명력은 

없으며 당기의 연구개발비만이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 산업에서 광고선전비는 당기, 전기의 광고선전비 모두가 음의 방향을 가지

며 유의수준도 낮게 나타났다. 교육훈련비의 경우는 전기의 교육훈련비만이 20%수

준에서 유의함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소비재 산업에서 고객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들은 당기의 연구개발비와 전기의 교육훈련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전기의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고선전비만이 5%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3. t기~ t-2기(2년간) 
 

[표 5-2]에서는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가 2년간의 고객만족도의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체기업의 경우를 보면 전기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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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비(RDit-1)가 α값이 191.4로서 10%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전기의 연

구개발비(RDit-2)는 α값이 –133.6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그 부호가 음(-)으

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전체기업의 경우에서는 전기의 연구개발

비만이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재 산업에 있어서 당기의 광고선전비(ADit)는 α값이 282.4로 20%수준에서 유

의하였으며 교육훈련비의 경우는 당기의 교육훈련비(EDit)의 α값이 6265.6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며 전기의 교육훈련비 역시 α값이 1888.9로 5%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서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는 당기

와 전전기의 경우가 회귀계수가 69.9와 60.2로 양의 관계를 나타났으나 유의수준

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들다. 

소비재 산업에 있어서는 당기의 교육훈련비(EDit)는 α값이 3572.3으로 10%수준에

서 고객만족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전기

의 연구개발비(RDit-1) 가 α값이 1342.9로 20%수준에서 유의하며 전전기의 연구개

발비(RDit-2)는 α값이 441.7로 10%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산업에

서는 광고선전비가 고객만족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당기,전

기, 전전기의 광고선전비(ADit와 ADit-1와 ADit-2)의 α값은 각각 –61.9, -72.3, 441.7

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전전기의 연

구개발비(RDit-2)의 α값이 1931.4로 10%수준에서, 전전기의 교육훈련비(EDi,t-2)는 α

값이 15457.9로 5%수준에서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광고선전비는 당기의 광고선전비(ADit)의 α값이 1628.4로 20%수준에서, 전전기의 

광고선전비(ADi,t-2)는 α값이 2142.4로 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전

기의 교육훈련비(EDi,t-1)가 α값이 7025.8로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그 유의수준은 

낮았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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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변수로 보이지만 그들의 방향성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t기~t-2기 (3년간) 
 

 [표 5-3]에서는 3년동안의 고객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비용들의 관계를 분

석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당기(RDit)와 전기(RDit-1),전전기(RDit-2)의 경우 α

값이 71.4, 27.1, 19.5로 모두 양의 값을 가졌으나 유의수준은 높지 못하였다. 광고

선전비는 전기의 광고선전비(ADi,t-1)의 α값이 30.3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전전기와 전전전기의 광고선전비는 α값이 235.9와 289.9로 모

두 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육훈련비의 경우는 그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

았다. 따라서 3년간의 장기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가 고객만족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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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연구개발비·광고선전비·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2년간) 

 

 

 

 

 

∆CS= α0+ α1RDit+ α2ADit+ α3EDit+ α4RDit-1+ α5ADi,t-1+ α6EDi,t-1 

+ α7RDit-2+ α8ADi,t-2+ α9EDi,t-2+εit 

α값 α0 α1 α2 α3 α4 α5 α6 α7 α8 α9 

예상

부호 
+ + + + + + + + + + 

R2 표본수 

전체

기업 

0.17 

(0.9) 

-87.5 

(0.54) 

-56.9 

(0.31) 

1090.9 

(0.37) 

191.4 

(0.07)* 

23.1 

(0.66) 

-4285.1 

(0.06)* 

-133.6 

(0.005)*** 

126.9 

(0.20) 

-448.8 

(0.71) 
0.326 75 

내구

재 

5.24 

(0.06)* 

69.9 

(0.6) 

282.4 

(0.12) 

6265.6 

(0.05)** 

-19.5 

(0.71) 

-425.3 

(0.36) 

1888.9 

(0.05)** 

60.2 

(0.37) 

200.1 

(0.64) 

-7426 

(0.11) 
0.97 24 

소비

재 

-2.32 

(0.43) 

-1101.0 

(0.21) 

-61.9 

(0.37) 

3572.4 

(0.09)* 

1342.9 

(0.18) 

-72.3 

(0.55) 

-692.3 

(0.74) 

441.7 

(0.08)* 

133.1 

(0.29) 

-2416 

(0.37) 
0.47 28 

서비

스재 

4.23 

(0.23) 

-1417.4 

(0.40) 

1628.4 

(0.16) 

-22204.7

(0.20) 

-1150.38

(0.25) 

-201.5 

(0.82) 

7025.8 

(0.61) 

1931.4 

(0.08)* 

2142.7 

(0.05)** 

15457.9 

(0.05)** 
0.89 23 

***,**,* :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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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연구개발비·광고선전비·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3년간) 

 

∆CS= α0+ α1RDit+ α2ADit+ α3EDit+ α4RDit-1+ α5ADi,t-1+ α6EDi,t-1 

+ α7RDit-2+ α8ADi,t-2+ α9EDi,t-2+ α10RDit-3+ α11ADi,t-3+ α12EDi,t-3+εit 

α값 α0 α1 α2 α3 α4 α5 α6 α7 α8 α9 α10 α11 α12 

예상

부호 
+ + + + + + + + + + + + + 

R2 표본수 

전체

기업 

4.87***

(0.001)

71.4 

(0.29) 

-14.4 

(0.84) 

-2046

(0.29)

27.1 

(0.80)

30.3 

(0.45)

-191.8

(0.9) 

19.5 

(0.26)

235.9** 

(0.02) 

-413.9

(0.37)

-35.0

(0.47)

289.9**

(0.02)

2937.6**

(0.05) 
0.59 28 

***,**,* :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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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고객만족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

설검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6-1]기초통계량 (전체기업) 

 

변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Sit 24 42.1 66.1 54.9 0.57 

매출액증가율 229.4 -59.37 170.03 11.35 1.73 

매출액순이익률 121.9 -69.97 51.88 1.89 0.63 

순이익증가율 425.7 -98.14 327.56 124.78 48.83 

 

[표6-2]기초통계량 (내구재산업) 

 

변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Sit 28.9 31.2 60.1 49.7 6.57 

매출액증가율 175.71 -5.68 170.03 41.57 23.3 

매출액순이익률 48.96 -30.65 18.31 1.21 8.15 

순이익증가율 371.58 -98.14 273.44 60.7 96.9 

 

[표6-3]기초통계량 (소비재산업) 

 

변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Sit 24 42.1 66.1 53.2 5.22 

매출액증가율 133.01 -59.37 73.64 8.35 66.2 

매출액순이익률 79.27 -27.39 51.88 4.41 8.5 

순이익증가율 418.27 -90.71 327.56 178.8 85.2 

 

[표6-4]기초통계량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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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Sit 32.3 25.8 58.1 47.4 7.78 

매출액증가율 121.26 -24.2 97.66 18.4 12.7 

매출액순이익률 102.77 -69.97 32.8 -1.43 7.24 

순이익증가율 313.4 -63.2 250.2 81.7 79.8 

 

[표6-5] 상관관계분석 (전체산업) 

 

 CS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증가율 

CS 1 -0.174* 0.0132 -0.1373 

매출액증가율  1 -0.0249 0.456*** 

매출액순이익률   1 -0.040 

순이익증가율    1 

***,**,* :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2. 매출액 증가율 
 

[표 7-1] 고객만족이 매출액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itititit ADRDCSePerformanc `31210 εββββ ++++= −  

β값 β0 β1 β2 β3 R2 표본수 

예상부호 + + + +   

전체기업 
76.2*** 

(0.0007) 

1.28* 

(0.08) 

189.0 

(0.39) 

95.7 

(0.31) 
0.15 152 

내구재 
-50.3 

(0.36) 

1.47 

(0.13) 

-788.3** 

(0.02) 

-350.9 

(0.13) 
0.17 36 

소비재 
-44.4** 

(0.04) 

0.92*** 

(0.01) 

44.4 

(0.85) 

61.6 

(0.32) 
0.11 69 

서비스업 
65.8*** 

(0.01) 

0.92* 

(0.07) 

-45.77 

(0.84) 

12.4 

(0.91) 
0.08 47 

***,**,* :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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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고객만족지수와 매년 matching되는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자료와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통제변수로는 전기의 연구개발비(RDit-1)

와 당기의 광고선전비(ADit)를 사용하였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

과 고객만족은 β값이 1.28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10%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들 역시 매출액증가율과 양의 관계를 가졌다.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내구재의 경우 고객만족의 β값은 1.47로 20%수준에

서 매출액증가율과 고객만족이 양의 관계를 가짐이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역시 

고객만족의 β값은0.92로 1%수준에서 유의함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β

값이 0.92로 10%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고객만족도는 매출액증가율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각각의 산

업에 있어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매출액순이익률 
 

[표 7-2] 고객만족이 매출액순이익율에 미치는 영향 

 

itititit ADRDCSePerformanc `31210 εββββ ++++= −  

β값 β0 β1 β2 β3 

예상부호 + + + + 
R2 표본수 

전체기업 
-7.5* 

(0.09) 

0.20** 

(0.02) 

27.3 

(0.45) 

20.3 

(0.22) 
0.07 149 

내구재 
-1.87 

(0.77) 

0.08 

(0.55) 

24.6 

(0.51) 

46.2* 

(0.08) 
0.16 34 

소비재 
-25.5*** 

(0.01) 

0.53*** 

(0.006) 

-62.7 

(0.60) 

21.7 

(0.48) 
0.1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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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12.8*** 

(0.003) 

-0.21** 

(0.02) 

113.9*** 

(0.01) 

-5.95 

(0.73) 
0.23 42 

***,**,* :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가설 2의 검증으로 매출액순이익율을 종속변수로 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고객만족도 지수가 있으면서 매출액순이익률을 구

할 수 있는 기업 149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2]에서 보면 우선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고객만족도의 β값이 0.2

로 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와 고객만족이 매출액순이익률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전기 연구개발비(RDit-1)와 당기의 광고선전비

(ADit)의 β값 역시 24.6과 46.2로 양의 값을 가졌다.  

 산업별로 분류해서 보면 우선 내구재 산업의 경우 고객만족도의 β값은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당기 광고선전비(ADit)만이 10%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 산업에서는 총7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고객만족의 β

값이 0.53으로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 순이익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객만족도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고객만족 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β값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가설을 뒷받침 해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통제변수로 쓰인 전기 

연구개발비(RDit-1)의 β값이 113.9로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대체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매출액 순이익률

도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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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이익증가율 
 

[표 7-3] 고객만족이 순이익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itititit ADRDCSePerformanc `31210 εββββ ++++= −  

β값 β0 β1 β2 β3 

예상부호 + + + + 
R2 표본수 

전체기업 
-218.4 

(0.13) 

5.55 

(0.05)** 

-4210.4 

(0.002)***

21.5 

(0.96) 
0.12 95 

내구재 
-684.7 

(0.09)* 

16.1 

(0.06)* 

-6473.7 

(0.002)***

-1905.1 

(0.19) 
0.47 20 

소비재 
50.4 

(0.84) 

0.18 

(0.97) 

1080.3 

(0.66) 

-200.8 

(0.79) 
0.004 47 

서비스업 
-42.5 

(0.63) 

1.32 

(0.46) 

-689.8 

(0.77) 

153.4 

(0.76) 
0.03 28 

***,**,* :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7-3]에서는 고객만족이 순이익증가율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이

다. 고객만족도와 통제변수인 전기 연구개발비(RDit-1)와 당기의 광고선전비(ADit)

의 β값은 모두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총 9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만족의 β값은 예상과 같이 5.55로 

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고객만족의 증가가 순이익증가율에 양의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내구재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고객만족의 β값은 16.1로 10%수준에서 유의하

였다. 통제변수 전기의 연구개발비(RDit-1)는 1%에서 유의하였으나 그 부호가 음의 

값을 가졌다. 

 소비재 산업 47개 기업과 서비스 산업 28개를 대상으로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객만족의 β값은 0.18과 1.32로 예상과 같이 양의 값을 가졌으나 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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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고객만족의 정도가 순이익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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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연구의 결론과 한계  
 

제１절.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비재무적 지표인 고객만족도가 실제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고객만족도를 위한 활동인 연구개발활동, 광고

선전활동, 교육훈련활동이 과연 고객만족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가설에서 살펴본 고객만족을 위한 지출(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

비)은 대체적으로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객만족을 통해서 기업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의 지출들을 산업평균

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 산업분류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을 때 연구개발비는 내구재와 소비재산업에서 특히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개발활동을 통해서 제품의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내구

재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을 통해서 고객만족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서

비스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산업의 특성상 그 중요성이 덜하며 고객만족에 대

한 영향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고선전비의 경우 내구재와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용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제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경쟁시장에서 광고

선전비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주요 지출로 보고 있으므로 기

초 통계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평균보다 높은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있다.  

 넷째, 교육훈련비의 경우 연구에서 고객만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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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었다. 유의성은 떨어지나 내구재 산업과 소비재 산업경우에서 보면 교육훈

련비의 지출이 고객만족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가설에서 검증한  고객만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분

석의 결과 종속변수로 사용한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증가율 모두가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증가율의 경우는 모든 산업에서 고객만족이 매출액증가율에 유의적

인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구재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그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고객의 접점에 더욱 가까이 위치하는 이와 같은 산업의 경

우 고객만족의 향상이 즉각적인 매출액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액 증가율이 기업의 경쟁력의 변화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만큼 고객만족의 향

상을 통해 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매출액 순이익률의 경우 매출액증가율과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에서 기업

의 재무적 성과의 변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구재 산업의 

경우도 양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에서 그 영향

력은 특히 유의하게 나왔다. 이는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객만족

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만족을 통한 기업재무상태의 건

전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순이익증가율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고객만족이 순이익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별되었으나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내구재 산업의 경우가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그 유의성은 높다고 하기 어려우나 개략적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으로 지출한 비용,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등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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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객만족의 향상에 영향을 주며 고객만족의 향상 역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제２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발향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객만족도 지수는 매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제품군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고객만족도 지수를 산출한다. 즉, 6월경에 조사

를 거쳐서 10월에 고객만족도 지수를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고객만족도 지수와 

matching되는 기업의 회계적 성과지표는 대부분 1월부터 12까지의 결산이 반영된 

것으로 두 자료의 기간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고객만족지수는 2002년으로 그 조사횟수가 11회

가 되었으나 98년 이전에는 조사대상기업의 소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98년 이

후에 조사된 기업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표본수가 적다는 한계점과 아울

러 한국능률협회가 발표하는 고객만족도 지수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직접 조사자료

가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표본수가 적은 관계로 관리대상 기업들을 제외하지 않았으며 12월 결산 

법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닌 기업들도 표본에 포함되어 있어 표본의 동질성 측면

에서 미흡했다.  

넷째, 산업분류를 고객만족도 지수의 분류에 의해서 내구재산업, 소비재산업, 서

비스업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했는데 그러나 각 산업내에서도 산업은 

세분화될 수 있고, 그런 세분화된 산업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

련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표본수가 적은 관계로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면서도 세분화된 산업을 분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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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다섯째, 비용의 측정에 있어서 경상적인 비용과 비경상적인 비용의 구분없이 당

기 지출된 비용을 그 비용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비경상적

인 연구개발비가 고객만족을 위한 무형자산으로의 성격을 더 잘 나타낼 것이며 교

육훈련비의 경우도 생산을 위한 교육훈련비와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구분

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당기 지출액을 그 비용으로 사용하였

다. 

여섯째, 본 논문의 결과는 연구개발활동 등이 고객만족의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알려 줄 뿐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

구개발비, 광고비, 교육훈련비의 지출이 고객만족에 기여한다면 어떤 면에서 기여

하는지를 파악하면 기업의 고객만족활동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

석은 마케팅 분야나 관련분야에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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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accounting cost, customer satisfac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SANGMI, KIM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torically, the measurement system for business has been financial. Indeed, 

accounting has been called the “language of business”. But according to recent 

studies, financial measures are inadequate for guiding and evaluating 

organization’s trajectories through competitive environments. The financial 

measures tell some, but not all, of the story about past actions and they fail to 

provide adequate guidance for the action to be taken today and the day after to 

create future financial value.  

And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emphasis on using nonfinancial measures 

such as customer satisfaction, product quality as an integral part of the 

management control mechanism in firms. This notion is based on the rationale 

that nonfinancial measures are better indicators of long-term firm valu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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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measures, which are more historical in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at whether customer satisfaction is affected by the 

cost of R&D, advertising and training and discipline and whether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is affected by customer satisfaction. 

For this research financial data was obtained by using time-series data for 

year 1998 through 2001 from Corporate Information warehouse made by 

Korean Listed Company Association and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are founded. First, cost of R&D, 

advertising and training and discipline, Capitalized expenditur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ustomer satisfaction over all industries, but the relationship 

is different across the industries. R&D cost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ustomer satisfaction in both Durable and Nondurable industries while 

advertising cost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Nondurables and Services. But inconsistent results are shown in training and 

discipline cost. 

Second, the customer satisfaction positively affects on the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growth rate of sales, net income to net sales 

rate and growth rate of net income. Growth rate of sale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Durable and Servi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positively impacts on net 

income to net sales rate in Nondurable and Service industries. Growth rate of 

net income is affected by customer satisfaction especially in Durable industry. 

The findings indicate that various accounting expenses such as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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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and training and discipline should considered as Intangible assets 

because they contribute to increase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future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Finally, the findings support recently 

emerging needs of measurement of intangible assets and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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