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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effects of CEO characteristics and marketing activities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fashion corporate by using financial state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llected a sample of total 170 companies that can  obtain the 
corresponding data among fashion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KOSPI. The data of the financial 
statements reported from 2011 to 2018 were analyze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indings - First, the more the number of CEO and the younger the CEO, the more employee welfare and 
training expenditures of internal marketing. The age of the CEO had a negative effect on all external 
marketing activities. The CEO number had a negative effect on sales promotion and advertising expenditures, 
but a positive effect on entertainment expenditure of external marketing. Second, as a effect of marketing 
activities on management performance, the welfare and training expenditures of internal marketing and 
entertainment expenditure of external marketing had a  positive effect but sales promotion expenditure of 
external marketing had a nega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Marketing activities that consider the differentiated factors of fashion 
corporate are necessary. Also, the objective accounting information can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for 
fashion industry.

Keywords: CEO Characteristic, Fashion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 Management Performance, 
Market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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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세와 함께 패션 산업도 장기적인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

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펴낸 ‘코리아패션마켓트렌드 2018’에 따르면, 국내 패션시장은 2011년

부터 한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

하여 2017년 시장규모는 전년보다 1.6% 줄어든 42조4,704억 원으로 집계됐다(뉴데일리, 2019).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패션기업은 매출성장과 안정적 경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단순한 목표와 달리 이제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가치창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기업만이 시장경쟁에서 존속할 수 있다. 고객만족은 

기업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과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객 관계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 등의 마케팅을 통해 비롯된다. 기업이 매출 성장을 위해 고객들에게 실행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은 제반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자산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 

대표적으로 판매관리비, 접대비 등이 있으며, 특정 산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막대한 광고비 지출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패션 기업은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나 접대비 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기업평가 사이트에서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2019년도 반기보고서

를 통해 기업의 판관비와 접대비 비중을 확인한 결과, LF, 한섬, 신세계인터내셔널 등의 패션 주요 

3개 기업의 매출 대비 판관비 비중이 모두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CEO스코어데일리, 

2019). 이는 다른 제조업의 평균 판매관리비 비중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패션기업 판매관리 활동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고객 관계와 만족은 외부 고객 뿐 아니라 내부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만족을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에서도 비롯된다. 내부마케팅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효과적인 내부자원관리를 

하는 마케팅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 내부 구성원에 대한 마케팅활동은 시장지향성에 향을 

주게 되어 판매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기업의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므로 경 성과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Jaworski and Kohli, 1993; Slater and Narver, 1994). 

또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서 때로 경 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 효과보다는 

당기 이익을 위해 재량적으로 마케팅 지출을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경 진의 

견제수단이나 특성에 따라 마케팅활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때 경 성과에 미치는 

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경 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 자의 실무능력이나 특성, 

기업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박지현, 김양민, 2015; 서정일, 장호원, 2010). 

본 연구는 패션 기업의 경 자특성, 마케팅 활동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때 패션 기업의 외부, 내부 고객을 향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산출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경  성과 또한 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의 구체적 재무 동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패션 기업의 광고활동 같은 외부 고객 중심의 마케팅 활동 지출은 재량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지출이 될 수 있으며, 업종 특성상 내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케팅활동 비용 지출에 경 자 특성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최고경 자 나이와 최고경 자 수를 변수로 측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즉, 최고경 진의 

특성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마케팅 활동의 비용 크기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고, 나아가 각 마케팅활동이 

경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경  활동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연구들

은 주로 전체 기업을 표본으로 이루어지거나(권기정, 2012; 정정훈, 안미강, 최지호, 2012), 특정 

산업의 경우 의료 산업이나 외식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으며(김시중, 2019; 정재은, 강민구, 

방준석, 2019), 패션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산업의 

회계정보가 경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어떤 마케팅 활동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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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보다 효율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마케팅 전략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마케팅활동과 경영성과 

기업의 대표적인 성과 대용치인 매출액, 당기순이익, 업이익 등의 증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마케팅활동은 관계마케팅관점에서 그 대상에 따라 내부마케팅과 외부마케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품 구매를 통해 수익 창출 역할을 하는 고객들을 위한 판매관리 활동 및 광고, 접대 등의 

외부마케팅 활동과 내부 고객인 직원들을 위한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이 그 예이다. 즉, 외부거래처에 

제공하는 판매촉진비용이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지출 활동은 외부마케팅이라 하고, 기업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활동은 내부마케팅이다(정유경, 구원일, 2011; 

정정훈, 안미강, 최지호, 2012). 이러한 지출은 당기에는 비용 인식이라는 이익 감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꾸준한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 증가와 인지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정정훈, 안미강, 

최지호, 2012).

Fornell (1992)은 기업의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은 고객충성도 증가와 가격민감도의 감소를 가져오며,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비용을 절감시킨다고 하 다. 고객만족도는 고객충성도와 양(+)의 관계를 갖게 

되므로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기업에게 이익을 창출해 준다(Yeung, Lee and Christine, 2002). 

또한 고객만족도는 미래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축적된 고객만족은 기업에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한다(Bernhardt, Donthu and Kennett, 2000).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활동은 그 

효익을 직접 추적하여 자산으로 대응할 수 없어 지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당기 또는 

미래 경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의 그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내부마케팅이란 조직 내에서 종업원들의 직무 환경의 만족도를 높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

키고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Berry(1981)에 의해 정립되었다. 김명학, 이정환

(2006)은 내부마케팅의 실행요인을 권한위임, 교육훈련, 내부커뮤니케이션, 고용안정, 보상안정시스템, 

복리후생 등으로 보았다. 외식기업의 내부마케팅 성과 측정을 연구한 박은아와 이찬수(2011)는 내부고객

인 직원에게 적합한 업무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직무만족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마케

팅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부마케팅실행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양(+)의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내부마케팅은 내부시장지향성과도 연결되어 직원들의 만족도는 내부시장지향성에도 향을 받으므로 

내부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위해 내부시장지향성 개발도 필요하다(Gounaris, 2008). 직원들과의 커뮤니케

이션, 지원, 권한위임 등의 내부마케팅은 직접적으로 경 성과에 향을 줄 수 있지만 활발한 내부마케팅이 

시장지향성을 통해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 및 지향성에 대한 국내연구는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나래, 김재

원, 2018; 김 솔, 정기한, 2014; 박은아, 이찬수, 2011; 조정한, 원도연, 석부길, 2016). 직원의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이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는 패션브랜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이 시도되기도 

하 다. 이은정, 김 일, 황선정(2011)의 연구에서 패션산업의 내부마케팅 활동이 판매원의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결과, 보상 및 복리후생, 경 층 지원이 내부고객인 직원의 만족도에 

향을 주었으며, 고객 지향성에 교육훈련요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교육훈련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 내의 구성원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내부마케팅과 비교하여, 시장점유율이나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외부 구매 당사자를 위한 마케팅을 외부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외식기업의 경우 대표적인 

외부마케팅 활동인 광고선전비가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으며(정유경, 구원일, 2011),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광고선전비와 접대비가 경 성과에 긍정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

정훈, 안미강, 최지호,  2012).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비교하여 이러한 외부마케팅 활동이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향을 패널공적분석으로 검증한 모수원(2013)은 기업에 따라 접대비가 매출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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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은 차이가 없지만 광고선전비의 효과는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보 다. 또한 접대비가 광고비보다 

더 많은 산업의 순이익에 향을 주고 있어 접대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밝힘으로써 산업별 

특성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역할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광고선전비 등을 포함하는 판매관리비에 

대해 차감항목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논리와 달리 판매관리비의 미래가치 창출 

기여라는 긍정적인 면을 주장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Banker, Huang and Natarajan, 2011; Banker, 

Huang, Natarajan and Zha , 2019; Lev and Radhakrishnan, 2005). 국내 연구에서도 대리인 비용의 

대용변수로 판매관리비를 측정하면서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 상황에서는 판매관리비를 지출

하여 미래성과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다(김새로나, 양동훈, 조광희, 2011; 신준용, 

변동헌, 2002; 홍철규, 정준희, 2015).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임승연(2020)은 판매관리비를 유지속성과 

투자속성으로 분리하여 미래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는데, 그 결과 판매관리비의 투자속성이 미래 

성과에 양(+)의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션산업의 의류제조업 및 의류유통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 요소를 검증한 이경훈과 박재옥(2007)

은 차별화우위 역량과 경 우위 역량이 재무시장성과 수준에 양(+)의 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차별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에 대한 우위능력이 고객 만족의 향상을 가져와 성과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적용하 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남는다. 패션의

류업의 경 성과에 대한 연구로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 지혜경(2018)은 의류수출벤더의 규모에 

따른 경 성과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매출액은 차이가 있었지만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은 기업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류수출벤더는 성장성

과 수익성 지표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수익성 역시 규모의 차이가 유의한 향을 주어 

의류수출벤더와 내수패션업계의 경 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패션산업의 

경 성과를 평가할 때는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경영자 특성 및 경영의사결정

국내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향상과 대기업 개혁을 위해 새로운 법안 마련 및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졌다(권두현, 2020). 정부는 지배구조 관련 센터를 개설하고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국제 수준에 맞추고자 노력하 으며, 이에 맞춰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 및 내부감

사제도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배구조는 기업 내부 및 외부 환경에 향을 받으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가 반 되는데 (Jensen 2002), 그 개념에 대한 논의나 구성에 대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Ross, 

Westerfield and Jaffe (2005)는 지배구조를 통제기능 주체에 따라 외부지배구조와 내부통제수단으로 

분류하 으며, 내부통제수단 또는 내부지배구조는 경 진의 감시와 통제를 의미한다. 즉, 내부지배구조는 

경 진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며, 이 역할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Acharya, Myers and 

Rajan, 2011). 내부지배구조의 측정은 최고경 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경 진의 능력으로 두 집단 간의 

나이 차이 값이나 정년까지 남은 연수의 차이를 이용한다(Acharya Myers and Rajan, 2011; Shin and 

Lee, 2019). 

최고경 자에 대한 견제능력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에 대해 Shin and Lee (2019)는 최고경

자 나이와 임원들의 평균 나이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내부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과소투자가 

완화되어 내부지배구조의 우수성은 투자의사결정에 유의한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 내부지배구조

와 이익조정에 대해 연구한 Cheng, Lee and Shevlin (2016)은 효율적인 내부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실물이익조정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내부지배구조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수단임

을 밝혔다. 내부지배구조 측정에 기준이 되는 최고경 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Hambrick and Mason (1984)은 기업의 경 활동에 최고경 자 개인 특성이 관련되어 이러한 특성이 

기업의 전략 선택 및 성과에 향을 준다고 주장하 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최고경 자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경 자 나이, 교육수준, 사회 내 위치 등을 

관찰하 으며, 이들 변수가 경 전략이나 혁신활동, 경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지현, 

김양민, 2015; 서정일, 장호원, 2010; Bantel and Jackson, 1989; Boeker 1997; Finkelste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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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brick, 2007; Musteen, Barker and Baete, 2006). 

경 자의 배경적 특성에 대해 Bamber, Juang and Wang (2010)은 경 자 나이 및 교육배경 등이 

기업의 공시활동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 으며, 김선미와 오광욱(2015)은 최고경 자의 나이가 많은 

기업일수록 보수적이므로 불확실한 예측정보 공시를 회피한다고 하 다. 최고경 자의 나이를 특성변수로 

측정하여 연구한 박하연과 전성빈(2017)도 경 자특성과 공시선택에 대한 분석에서 나이가 더 어린 경

자일수록 공시 품질이 더 좋음을 보여주었다.

3. 가설 설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상황을 반 한 소비자 고객을 위한 외부마케팅과 종업원 및 조직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마케팅은 모두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다(정태연, 문정남, 

이은희, 2016). 외부마케팅은 고객을 위한 활동으로 제품의 시장점유율, 성장률, 시장지배력 등과 직접 

관련되어 성과를 나타낸다. 내부마케팅은 조직 구성원 각각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마련이나 지원을 

통해 구성원이 경험하거나 습득한 능력을 외부 고객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만족한 기업 분위기를 반 시키

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고객인 직원이 직접 경험한 것을 외부 고객과의 관계에서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 만족도가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업에 대한 소속감이나 새로운 판매전략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산업은 내부 

고객을 위한 마케팅비용이 더 필요하다. 

고관여 의류제품을 제조하는 패션 기업은 매우 높은 상황변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은정, 김 일, 황선

정, 2011) 내부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패션 산업에서

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활동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외부고객을 위한 접대비 지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부 및 외부마케팅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활동을 찾아내어 해당 마케팅비용을 적정수준에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마케팅활동의 재무적 측정치인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은 해당 회계연

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지나친 판매관리비 인식이 비효율적인 경 의 대리 변수로 이용

되기도 하 다(임승연, 2020). 하지만 마케팅 비용 인식이 무형의 투자 속성을 가지면서 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면 이를 적절하게 지출할 수 있는 경 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된다. 기업의 경 의사결정

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인 최고경 자 특성 중 최고경 자 나이는 기업의 경 의사결정에 대한 대용변

수이며, 나이가 많은 경 자는 이미 조직 내에서 성공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계속 경 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김현숙, 권택호, 2019). 반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는 보수성과 위험회피적 성향을 대용할 수 있는 변수이며(박하연, 권오진, 2019),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가치관을 대용할 수 있다 (Bamber, Jang and Wang, 2010; Huang, Rose-Green and Lee, 

2012; Serfling, 2014). 이러한 최고경 자의 가치관은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보일 것이며, 마케팅 전략에

도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 의사결정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최고경 자 특성변수를 찾아 최고경 자의 

개별 성향변수가 의류 제조업의 마케팅 활동에도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마케팅 전략 

선택에 향을 미치는 경 자 특성 중 보수적인 성향을 대리할 수 있는 최고경 자의 나이변수와 함께 

최고경 자의 수도 변수로 포함하 는데, 다수의 경 자는 1인 경 체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경 체제는 경 자간 견제와 감시를 통해 1인 경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신우 , 홍순욱, 2018) 최고경 자 수가 많을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적극적인 내부마케팅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경 자의 특성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최고경 자 나이가 많을수록 내부마케팅 활동 지출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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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 최고경 자 수가 증가할수록 내부마케팅 활동 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H1-3 최고경 자 나이가 커질수록 외부마케팅 활동 지출은 감소할 것이다. 

H1-3 최고경 자 수가 증가할수록 외부마케팅 활동 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손익구조에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비용항목이지만 대상에 따른 전략적인 

활동은 그 비중에 따라 경 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판촉활

동이나 광고선전 활동이 필수적인 패션 기업은 외부마케팅 활동이 고정비용항목으로만 인지되어 선행연구

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고, 내부고객인 직원들에 대한 마케팅활동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긍정적

인 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기업의 외부마케팅 활동 비용은 고정적인 것으로 필수적인 

비중 이상의 지출은 이익에 음(-)의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마케팅활동인 광고선전비는 

그 효과가 투입 즉시 지출연도에 나타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데, 육근효(2003)가 광고선전비의 경제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보인 것도 이러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반면 패션기업은 판매 활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내부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어(이은정, 김 일, 황선정, 2011) 내부고객인 직원들에 대한 마케팅활동은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 성과를 향상시킨다. 즉 직원들의 직무환경과 교육이 증가할수록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어 매출이 늘어나게 되며 이 때 경 성과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2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경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1 내부마케팅 활동 비용이 증가할수록 당기순이익( 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H2-2 외부마케팅 활동 비용이 증가할수록 당기순이익( 업이익)은 감소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구체적 변수로서 경 자 특성은 최고경 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측정된 평균나이와 경 자의 

수를 측정변수로 도입하 다. 마케팅활동은 내부마케팅과 외부마케팅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내부

마케팅 활동의 대용치는 내부 고객인 종업원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만족감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을 측정하 다. 외부마케팅 활동은 외부 고객들

의 인지도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판매관리비, 접대비, 광고선전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울 변수로 사용하 다. 

종속변수인  경 성과는 먼저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인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마케팅비용과 경 자 특성이 순이익에 미치는 향을 검증할 것이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산출과

정에는 업활동 뿐만 아니라 업외손익도 포함되어 비경상적항목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종속변수인 업이익 비중을 측정하여 업활동에 의한 성과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

가설 검증을 위해 아래의 식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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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1)에서 종속변수는 마케팅활동에 대한 대용변수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용치는 내부마케팅 활동에 

대한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 비중, 외부마케팅 활동에 대한 판매관리비,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비중으로 

각각 구하 다. 최고경 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측정된 평균나이(CEOAGE)가 많을수록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 성향을 보여 마케팅 비용인식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CEOAGE의 예상부호는 음(-)

의 부호를 가질 것이다. 두 번째 최고경 자 특성인 최고경 자수(CEONUM)는 그 수치가 많을수록 1인 

CEO체제보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억제할 수 있으며, 내부구성원의 복지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출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마케팅 활동에 양(+)의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외부마케팅 

활동은 특정고객에 한정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출되는 성향을 갖는 비용으로 각 활동마다 특성이 

다르고 효과도 차별적일 것이므로 경 자수에 따른 의사결정이 외부마케팅 활동에는 일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두 번째 모형에서는 경 성과에 대한 대용치로 당기순이익과 업이익비중을 

종속변수로 측정하 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주설명변수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용치는 모형1에서 

사용한 내부마케팅 비용과 외부마케팅 비용이다. 5가지 측정치는 모두 비용으로 당기순이익과 업이익을 

감소시키는 항목이지만 그 구성 특성에 따라 이익에 미치는 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 기업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브랜드 인지도가 매출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외부고객에게 

기업을 알리거나 판촉 등이 필수적이지만 그 비중이 이익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외부마케팅은 회피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며, 그 비중이 커지면 손익구조상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외부마케팅 측정변수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이다. 반면 패션 제품이라는 특수 목적 제조업은 직원들의 

교육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내부고객인 직원의 이해가 증가하고 이 때 적극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복리후생이나 직무 환경이 개선되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긍정적인 업무태도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내부마케팅 활동을 나타내는 변수는 

양(+)의 회귀계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외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소유구조인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 기업규

모, 부채비율, 상장기간, 매출액성장률을 포함하 다. 기업규모는 총자산의 자연 로그값으로 규모에 따라 

나타나는 마케팅 지출 크기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변수로 포함하 다. 또한 경쟁시장 상황에서 규모의 

크기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원천이 되므로 성과에 양(+)의 향을 미치게 된다(김현진과 박선 , 2020). 

경 자 특성과 함께 경 의사결정의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소유구조를 측정하기 위하여 외국인지분율과 

여기에서,
Marketing : 마케팅비용/매출액
Marketing1 : 복리후생비/매출액
Marketing2 : 교육훈련비/매출액
Marketing3 : 판매관리비/매출액
Marketing4 : 광고선전비/매출액
Marketing5 : 접대비/매출액
NI : 당기순이익/매출액
OI : 영업이익/매출액
CEOAGE : 최고경영자 나이의 평균값
CEONUM : 최고경영자의 수
OWN : 최대주주지분율
FOR : 외국인지분율
AGE : 상장기간(해당연도-상장연도) 
SIZE : 기업총자산의 자연로그
DEBT : 총부채/총자산
GROWTH : 당기매출액/(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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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지분율을 변수로 사용하 다. 채권자, 금융기관 등과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부채계약에 부담을 

보유하여 마케팅 활동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는 부채비율 변수도 포함하 다. 기업규모와 유사한 향을 

주는 변수인 상장기간은 기간이 길수록 인지도가 높거나 축적된 마케팅활동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마케팅 지출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성장률을 변수로 

포함하여 기업의 성장성을 통제하고자 하 다.

3. 표본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패션 기업 중에서 연구기간 

동안 재무 자료 이용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 다. 구체적인 표본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의류제조업 전체

(2) 12월말 결산법인

(3) 자본잠식 또는 관리종목에 속하지 않는 기업

(4) 재무자료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서 수집이 가능한 기업

연구기간을 2011년 이후로 설정한 것은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이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회계자료의 동질성을 위한 것이다. 분석 대상 패션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섬유제품제조

업, 의복·의복악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으로 분류된 패션 제조업체로서, 

재무제표의 보고시기에 따른 재무 상태와 경 성과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한정하

다. 또한, 변수측정을 위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기업은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표본선정기준에 따라 추출된 기업 중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극단치는 1%에 해당하는 값으로 

보정(winsorization)하 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기업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ing

Sample Criteria

Fashion Manufacturing Corporate listed on KOSPI from 2011 to 2018  227
 (-) Corporate is not settlement corporations at the end of December (-)16
 (-) Corporate cannot obtain corresponding data (-)41
 Total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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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술통계량을 요약한 것이다. 식(1)의 종속변수인 마케팅비용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의 평균은 0.007로 표본기업은 매출액의 약 0.7%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교육훈

련비의 평균과 중앙값은 0, 최대값은 0.004로 지출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외부마케팅 비용의 평균값은 

판매관리비가 0.278, 광고선전비가 0.012, 접대비 0.001의 값을 보 다. 당기순이익의 평균값은 0.018, 

업이익의 평균값은 0.037로 당기순이익보다 업이익의 크기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최고경 자의 개별 

특성을 나타내는 경 자 나이는 평균 56세, 가장 많은 기업은 85세 다. 경 자 수의 평균은 1.288, 

최대값은 3으로 최고경 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3명의 경 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채비율의 평균은 

0.368, 최대값은 0.821로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의 값보다 낮은 값을 보 으며, 

외국인지분율의 최대값도 0.480으로 다른 제조업의 값보다 낮았다. 그 외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값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Mean S. D. Minimum 
Value Median Maximum 

Value

Marketing1 0.007 0.007 0.000 0.005 0.029 
Marketing2 0.000 0.001 0.000 0.000 0.004 
Marketing3 0.278 0.220 0.020 0.243 0.892 
Marketing4 0.012 0.015 0.000 0.005 0.069 
Marketing5 0.001 0.001 0.000 0.001 0.007 
NI 0.018 0.218 -1.279 0.023 1.484 
OI 0.037 0.155 -0.647 0.023 0.687 
CEOAGE 56.206 10.350 37.000 56.000 85.000 
CEONUM 1.288 0.480 1.000 1.000 3.000 
OWN 0.467 0.191 0.134 0.487 0.821 
FOR 0.069 0.101 0.000 0.021 0.480 
AGE 25.359 12.235 5.000 24.000 50.000 
SIZE 19.422 0.825 17.655 19.412 21.133 
DEBT 0.368 0.204 0.053 0.354 0.877 
GROWTH 2.134 15.545 -59.550 0.050 79.680 
Notes: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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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최고경 자 개별 특성과 마케팅비용 간의 

관계에서 최고경 자의 나이와 내부 및 외부마케팅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 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마케팅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리후생비와 경 자 나이 간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 다. 최고경 자 수는 내부마케팅과 양(+)의 상관관계를, 외부마케팅과는 음(-)의 관계를 가졌으나 

교육훈련비만 유의한 상관계수를 가졌다. 경 성과인 당기순이익 및 업이익과 마케팅활동의 상관분석에

서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및 접대비는 업이익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교육훈련비와 당기순이익도 

양(+)의 상관계수를 보 으나 당기순이익과 판매관리비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분

석 결과를 토대로 경 자 특성에 따라 마케팅활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각 활동별로 경 성과에 

미치는 향도 차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회귀분석결과

기업의 경 자 특성이 마케팅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4>는 내부마케팅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가설1에서 예상한대로 최고경 자수

가 양(+)의 회귀계수를, 최고경 자나이가 음(-)의 회귀계수를 가져 경 자 수가 많을수록, 경 자 나이가 

적을수록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 지출을 더 많이 하 다. 즉, 젊은 최고경 자는 투명한 

경  및 내부조직 강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내부고객인 직원들을 위한 경 정책에 더 

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경 자 수가 작거나 1인 경 인 체제의 기업의 경우 독단적인 의사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때 내부성장을 위한 지출에는 소극적일 수 있어 CEONUM의 부호가 

양(+)의 값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Marketing1 Marketing2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006 0.460 0.003 * 1.928
CEOAGE -0.129 * -1.801 -0.212 *** -2.864
CEONUM 0.113 1.570 0.312 *** 4.190

OWN 0.351 *** 4.722 0.153 ** 1.990

FOR -0.085 -0.993 0.194 ** 2.206

AGE -0.399 *** -4.868 0.093 1.106

SIZE 0.034 0.449 -0.149 * -1.890

DEBT -0.091 -1.187 -0.061 -0.767
GROWTH -0.134 * -1.935 0.131 * 1.839
F-Value 7.662 *** 5.943 ***

Adj. R2 0.240 0.190 
Notes: 1.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p: ***<0.01, **<0.05 and *<0.10.

Table 4. Result for the effect of CEO Characteristics on Internal Marketing

기업의 외부마케팅 활동에 최고경 자 개별 특성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Table 5>에서도 

최고경 자의 나이 변수는 판매관리비, 광고선전비, 접대비에 모두 유의한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마케팅에 대한 분석결과에서처럼 경 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마케팅 비용을 당기성과

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거나 비효율적 경 의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고경

자수는 외부마케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른 회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판매관리비와 광고선전비에는 

유의한 음(-)의 향을 미치고 있으나 접대비에는 유의한 양(+)의 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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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3 Marketing4 Marketing5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554 1.650 -0.018 -0.674 0.018 *** 8.244
CEOAGE -0.273 *** -4.594 -0.195 *** -2.851 -0.420 *** -7.264
CEONUM -0.136 ** -2.278 -0.146 ** -2.121 0.238 *** 4.078
OWN 0.368 *** 5.971 0.346 *** 4.892 0.273 *** 4.545
FOR 0.504 *** 7.131 0.435 *** 5.352 -0.150 ** -2.174
AGE -0.067 -0.982 0.053 0.673 -0.170 ** -2.565
SIZE -0.022 -0.351 0.090 1.235 -0.409 *** -6.614
DEBT 0.014 0.216 0.037 0.506 -0.170 *** -2.744
GROWTH -0.074 -1.292 0.017 0.261 0.032 0.563
F-Value 20.241 *** 10.446 *** 22.363 ***

Adj. R2 0.477 0.309 0.563
Notes: 1.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p: ***<0.01, **<0.05 and *<0.10.

Table 5. Result for the effect of CEO Characteristics on external Marketing

내부고객인 직원이나 외부고객에 대한 마케팅 활동은 당기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비용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지출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성과 향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활동의 투자속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마케팅과 외부마케팅 

활동이 경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 다. 분석에서는 내부와 외부

마케팅 변수를 각각 모형에 포함하 으며, 당기순이익과 업이익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는 

소유구조, 기업규모, 부채비율 등을 앞의 모형과 유사하게 측정하 다.

<Table 6>은 내부마케팅 활동이 활발할수록 당기순이익이나 업이익 비중이 증가하는지 검증한 결과

이다. 분석결과에서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비중과 교육훈련비 비중을 나타내는 마케팅 변수는 모두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과 교육훈련 활동이 많은 기업일수록 당기순이익

과 업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짐을 확인하 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업이익에 

대한 분석에서 교육훈련비 변수에만 나타나 통계적으로는 교육훈련비가 증가할수록 업이익 성과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I OI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950 ** -2.337 -0.760 *** -3.024 
Marketing1 0.044 0.528 0.082 1.123 
Marketing2 0.116 1.522 0.142 ** 2.136 
OWN 0.064 0.797 0.222 *** 3.147 
FOR -0.156 * -1.762 -0.135 * -1.747 
AGE -0.052 -0.590 -0.081 -1.048 
SIZE 0.202 ** 2.546 0.215 *** 3.104 
DEBT -0.219 *** -2.885 -0.212 *** -3.204 
GROWTH 0.315 *** 4.316 0.399 *** 6.266 
F-Value 6.258 *** 14.574 ***

Adj. R2 0.199 0.391 

Notes: 1.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p: ***<0.01, **<0.05 and *<0.10.

Table 6. Result for the effect of Internal Marketing on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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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OI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1.081 ** -2.438 -0.957 *** -3.481 

Marketing3 -0.388 *** -3.018 -0.233 ** -2.069 

Marketing4 0.145 1.274 -0.067 -0.674 

Marketing5 0.163 * 1.916 0.174 ** 2.347 

OWN 0.144 * 1.756 0.331 *** 4.618 

FOR 0.017 0.173 0.055 0.661 

AGE -0.080 -0.995 -0.098 -1.398 

SIZE 0.228 *** 2.698 0.265 *** 3.587 

DEBT -0.190 ** -2.526 -0.179 *** -2.725 

GROWTH 0.286 *** 4.057 0.383 *** 6.208 

F-Value 6.730 *** 14.254 ***

Adj. R2 0.234 0.414
Notes: 1.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p: ***<0.01, **<0.05 and *<0.10.

Table 7. Result for the effect of External Marketing on Management Performance

외부마케팅 활동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음(-)의 회귀계수를 가져 패션 기업의 경 성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으며, 

그 값은 당기순이익과 업이익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다. 반면 접대비 지출로 측정한 외부마케팅 

활동은 당기순이익과 업이익 변수 모두에 유의한 양(+)의 향을 주고 있어 패션 기업의 경우 특정 

외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외부마케팅 비용이 경 성과 개선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선전비 변수는 경 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하 는데, 이는 광고선전 활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단기에 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내부마케팅과 외부마케팅 비용이 패션 기업의 경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

써 비용 지출의 크기와 대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마케팅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케팅 활동 

분야에 따라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 성과

가 우수한 기업이 특정 마케팅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마케팅활동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패션의류업의 경우 그 향이 더 강할 것이라 예상하여 마케팅활동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대해 2SLS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마케팅변수와 경 성과의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자 한다. 경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변수로 대형회계법인감사유

무로 측정한 회계품질과 재고자산회전률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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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OI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818 * -1.829 -0.664 ** -2.518

Marketing1 0.256 ** 2.201 0.417 *** 4.317

Marketing2 0.113 1.490 0.130 ** 2.059

Marketing3 -0.483 *** -3.682 -0.380 *** -3.487

Marketing4 0.075 0.639 -0.184 * -1.893

Marketing5 0.002 0.017 -0.067 -0.803

OWN 0.138 * 1.715 0.322 *** 4.814

FOR 0.064 0.616 0.146 * 1.707

AGE -0.042 -0.480 -0.023 -0.314

SIZE 0.171 ** 1.977 0.174 ** 2.410

DEBT -0.166 ** -2.229 -0.141 ** -2.273

GROWTH 0.302 *** 4.219 0.416 *** 6.991

F-Value 6.460 *** 15.764 ***

Adj. R2 0.262 0.490
Notes: 1.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p: ***<0.01, **<0.05 and *<0.10.

Table 8. 2SLS Analysis for the effect of Marketing Activities on Management Performance

위와 같은 결과에서 내부마케팅 활동인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비중이 경 성과에 양(+)의 향을, 

대표적인 외부마케팅 활동인 판매관리비가 성과에 음(-)의 향을 주어 회귀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이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후에도 경 성과에 내부마케팅 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를 단순히 회계처리 과정의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기업의 내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투자속성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판매관리비는 

일관되게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가짐으로써 판매관리비 지출을 통한 마케팅활동에는 더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고경 자 나이는 내부마케팅과 외부마케팅에 유의한 음(-)의 향을 주어 나이가 많을수

록 보수적인 비용 지출로 인해 마케팅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1-1과 가설1-2은 지지되었으나, 경 자 

수가 마케팅활동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부족하여 채택되지 못하 다. 

마케팅활동과 경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판매관리비 비중 변수만이 모든 분석에서 경 성과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 향을 주고 있어 가설2는 일부 지지되었다.

Ⅴ. 결론

기업의 경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은 고객에게 대응하는 기업의 정책 변화와 실질적

인 마케팅전략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경제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고객 만족은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데, 고객 요구나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패션업계는 내부와 외부 고객마케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기업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인 재무회계 자료를 통해 밝히고, 

나아가 외부마케팅 활동과 내부마케팅 활동의 요소별로 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패션 기업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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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에 필요한 전략적 자료를 제안하고자 하 다. 또한 패션산업 분야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최고경 자의 개별 특성의 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고경 자의 개별 

특성 중 경 자 나이는 내부 및 외부마케팅 활동에 음(-)의 향을 주었다. 한편 최고경 자의 수는 복리후

생비와 교육훈련비 비중으로 측정된 내부마케팅 활동에 양(+)의 향을 주었으나 외부마케팅 활동에는 

음(-)의 향을 미쳤다. 내부마케팅 활동과 외부마케팅으로 측정된 5가지 비용 변수를 주설명변수로 하여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내부마케팅 활동이 업이익에 유의한 양(+)의 향을, 

외부마케팅 활동 중 판매관리비는 경 성과에 음(-)의 향을 미쳤고, 접대비는 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패션 기업의 특성상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접대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패션 기업의 주요 지출항목인 광고선전활동 등의 판매관리비는 음(-)의 부호를 보임으로써 

고정적인 손익구조 틀의 해석을 피할 수 없었다. 

패션산업에서는 매 시즌별로 신상품이 기획, 생산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마케팅활동과 판매 전략이 

도입된다. 이때 판매원, 업 MD 같은 관련 직무 종사자들은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며, 

고객 응대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매장의 시각적 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VMD 전략이나 

유통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판매관리 및 접대활동이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패션 기업의 고객지향성 향상을 위한 내부직원 교육의 필요성 및 특정 고객 대상 판매관리활동

의 중요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마케팅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설문조사 연구가 아닌 구체적, 객관적인 회계 정보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관련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른 제조업 분야에 비해 상장 패션기업

이 비교적 적은 국내 상황으로 인해 표본기업 수가 많지 않은 것과 실무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마케팅 활동에서 재무자료로 측정된 내부 및 외부마케팅 변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경 자 특성을 나이와 구성 수만으로 한정하여 여러 경 자 특성 대용변수를 단순한 시킨 점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마케팅 활동 및 경 자 특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의 마케팅 전략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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