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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시장지향성의 기업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밝혀주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시장지향성이 어떻게 기업성과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장 지향적 행위의 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고, 시장지향성의 성과를 주로 

기업수준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이나 경영환경에 따라 지나치게 다양한 매개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

하고, 일반화된 성과 창출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시장지향성이 기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정보의 행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장

정보의 품질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인수준에서 성과 창출이 매개되어야 조직 전체의 성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 사이에서 시장정보품질을 조절변수로, 종업원의 업무성과를 매개변수로 제시하였다. 이들 변수는 산업 차이

나 대상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지향성 연구의 보편성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결과 시장지향성-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2가지 변수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도는 학문적으로는 시장지향성을 

양과 질이 균형 잡힌 개념으로 완성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입장에서 성과창출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

다. 실무적으로는 시장지향성을 적용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과정을 쉽게 이해해 활용도를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시장지향성, 시장정보품질, 종업원 업무성과, 기업성과

Ⅰ. 서론

다양한 정보 및 시장지식 자원을 처리하고 이를 시의 적

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은 경쟁우위의 핵심요

인으로 지목되어 왔다(De Luca & Atuahene-Gima, 2007; Li 
& Calantone, 1998). 마케팅 분야에서도 시장정보 활용은 

시장지향성이라는 주제 아래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Kirca 
et al., 2005; Zhou et al., 2005).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지향

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Im & Workman Jr., 2004), 여전히 어떻게 

시장지향성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은 계속되고 있다(Agarwal et al., 2003; Ketchen et al., 
2007). 최근까지도 학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

이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에 집중해 왔다(Kumar et al., 2011; Wang & 
Miao, 2015). 

Frösén et al.(2016)에 의하면 실무에서도 시장지향성이 성

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 (Steve Jobs)
는 애플이 “시장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장조사는 아

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등 실무에서 시장지

향성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CEO의 역할과 의사결정이 중요한 중소

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김성일·이우진, 2016).
왜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를 창출하는 연결고리가 혼재

되어 있는지, 기업들이 시장지향성의 역할에 대하여 의심

하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3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에 주목하고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장지향성이 갖고 있는 개념적 한계가 성과와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지향성의 개

념과 정의가 행위의 양적 측면 중심으로 정의되어 시장정

보의 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시장지향성을 크게 시장 지

향적 행위와 프로세스로 정의하거나(Kohli & Jaworski, 
1990), 기업문화로서 시장정보의 대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에(Narver & Slater, 1990) 집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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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시장지향성 관련 연구인 

 Kohli & Jaworski(1990)는 시장지향성을 시장정보를 창출

하고, 배포하여 공유하고, 반응하는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

의 행동이 얼마나 많이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수준으로 개

념을 측정한다. 이는 시장지향성을 행위의 양만으로 간주

하고 있는 것으로 행위의 질적인 측면에서 시장정보가 시

의 적절한 정보인지, 신뢰할 정보인지, 시장상황이나 기업

에 적합한 정보인지, 이해하기 쉬운 정보인지 즉, 시장정

보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정보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정보

를 추구하는 문화나, 시장정보를 모으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시장정보의 품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Haas & Hansen, 2007). 경쟁적 시장 환경은 조직에서 고품

질 정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Lee et al., 
2002), 단순히 시장정보를 생성하고, 분배하고, 반응하는 

과정만으로는 기업성과 창출이 어렵다. 기업의 성과를 창

출하는 과정에서 시장정보품질과 시장지향성이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을 경영정보 분야의 Setia et al.(2013)의 연구는 

간접적으로 제시하며 정보품질이 고객지향성 및 반응 역

량을 개선시켜 성과를 유도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시장지향성의 성과로서 기업 전체 

차원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성과

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연결되는데 있어 장애물이라고 

판단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지향성의 결과

는 기업성과(Chang et al., 2014; Jaworski & Kohli, 1993; 
Morgan et al., 2009), 신제품 성공(Chang et al., 2014), 기업

의 혁신성(Han et al., 1998; Hurley & Hult, 1998) 등 대부

분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의 성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시장 지향적 프로세스와 문화가 조직의 구성

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기업성과가 개선된다고 

보았다. Lam et al.(2010)에 따라 시장지향성을 개인수준의 

변수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궁극적으로 종업원 업무성과는 

조직성과 창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Hansen & Wernerfelt, 1989). Haas & Hansen(2007)은 정보

공유와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였

는데 정보 활용의 성과가 기업전체의 성과 차원이 아닌 

업무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Gebhardt et al.(2006)와 Ketchen et al.(2007)은 시장지향성

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종업원 관련 변수 등의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점으

로 지적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들이 지나치게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시장지향성의 성과창출 과정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환경, 
산업을 관통하는 일반화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미흡

했다. 1990년대 시장지향성 개념 연구가 시작된 이래 시장

지향성의 선행요인들과 결과요인 및 조절적, 매개적 역할

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왔다. 

시장지향성의 다양성 추구 성향 연구들이 확대될 수 있

었던 이유는 기업의 형태와 조직구조, 조직문화, 환경적 

차이 등이 생산해내는 의미 있는 시사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케이스 마다 다른 시사점은 오히려 

시장지향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복잡함과 난해함을 더하고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시장지향성이 기업성과를 창출함에 있

어 시장지향성과 시장지향적 활동으로 수집된 시장정보의 

품질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행위적 측면만 고려하여 불완전하였던 기존의 

시장지향성 연구에 시장정보의 질적 측면을 더해 시장지

향성을 행위와 질이라는 두 개의 온전한 렌즈로 시장지향

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자함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시장지향성의 개념적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지향성의 성과

창출 과정을 학계는 물론 실무자들에게도 더 잘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시장지향성의 성과창출 과정을 종업원 

개인수준의 성과인 업무성과를 통하여 기업 전체의 성과

를 개선시키는 과정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증하려한다. 기

존 연구는 신제품 혁신이나(Frösén, et al., 2016) 마케팅의 

창의성(Im & Workman Jr., 2004), 기업의 혁신성(Han, et 
al., 1998)과 같은 특정 요인에 대한 시장지향성의 긍정적

인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매개변수들은 결국 개

인수준에서 종업원의 업무성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고, 종

업원 업무성과는 산업이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2가지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본 

연구는 시장지향성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장지향성의 성과 창출 메커니즘에서 학문적 

측면에서 시장지향성의 근본적인 한계인, 질의 누락을 극

복하고자 하였고, 어느 상황에서나 접목할 수 있는 종업원

의 업무성과를 새롭게 매개변수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무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보다 일반화된 시장지향

성의 성과 창출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 프레임워크와 가설개발

2.1 연구 프레임워크

본 연구는 시장지향성이 시장정보품질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에 주목했고, 시장지향성이 개인의 성

과인 종업원 업무성과를 매개로 기업전체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그림 1>로 도식화해보면 아래

와 같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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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프레임워크

2.2 가설개발

2.2.1 시장지향성과 종업원 업무성과

 Kohli & Jaworski(1990)는 조직 내에서 얼마나 많은 시장

정보가 처리되고 전파되었는지의 프로세스로 시장지향

성을 정의하고 있다. 시장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조직의 

부서가 정보를 창출하고, 배포하여 공유하고, 반응하는 

과정으로 구분한다. Narver & Slater(1990)는 시장지향성을 

고객에게 가치를 효율적인 제공하기 위한 문화로 정의

하며, 고객지향성, 경쟁자지향성, 부서간지향성으로 구

분한다. 고객과 경쟁자 지향성은 정보 획득하고 확산을 

위한 활동과 이들에 대한 이해를, 부서 간 지향성은 고

객과 경쟁자에 대한 시장정보 활용을 위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 시장지향성의 두 축을 이루는 Kohli & 
Jaworski(1990)와 Narver & Slater(1990)의 시장지향성은 이

와 같이 행위나 프로세스 혹은 시장정보 수집의 대상과 

이에 대한 이해 및 활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시장 지향적 기업 문화는 우수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견인하는 주요한 동인으로 알려져 왔

다(Slater & Narver, 1995; Baker & Sinkula, 2005; Han et al., 
1998). 
최근 연구들은 기업의 시장지향성의 구현은 조직 내의 

각 개인의 시장지향성 획득 및 구현에 달려 있음을 강

조하고 있다(Lam et al., 2010). Lings & Greenley(2009)는 기

존 연구들을 토대로 시장지향성이 종업원의 고객지향

성, 직무만족, 조직에 대한 몰입, 역할스트레스 등 다양

하게 종업원의 행동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특정 시장정보를 활용하는 과정

을 보면 시장정보를 기업 전체의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업무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Atuahene-Gima, 
2005) 시장지향성의 1차적인 성과는 종업원의 업무수준

을 개선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Sørensen(2002)은 문화효과이론 (Culture Effect Theory)에 

근거하여 조직문화는 기업 내 구성원들의 행동의 원천

이며,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문화를 통해 조직을 이해하

고, 조직 내 업무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기 

때문이다. 문화로서 시장지향성을 정의한다면, 시장 지

향적 문화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지침으로 작동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개인의 업무성과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종업원의 시장지향성

은 기업전체의 문화로서 시장지향성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기업전체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 
Zhou et al.(2005)에 의하면 시장 지향적 문화는 자동적

으로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시장 지향적 문

화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 전체

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기업성과는 개선된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장지향성이 성과로 가는 과정

에 종업원의 행동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Zhou et al.(2008)는 시장 지향적 문화가 부서

와 개인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몰입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는 시장지향성이 개

인의 업무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직접적으로,  Bonger & Bansal(2007)에 의하면 기업 

내 조직적 지식이 조직은 물론 구성원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 지향적 문화로 야기된 조직적 지

식이 조직 내 개인수준의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무 과제 수준에서 시장지향

성 결과를 조사한 Korschun et al.(2014)은 시장지향성의 

하위차원인 고객지향성이 종업원 수준의 업무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Im & 
Workman Jr.(2004)은 경쟁자 지향성을 지닌 신제품 팀이 

마케팅 계획의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

장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시장지향성이 개인수준의 업

무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예

를 들면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은 경쟁사의 행동

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 계획 구축과 차별화된 제품개

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Lam et al.(2010)
는 시장지향성 자체를 개인수준의 변수로 설명하면서 

시장지향성이 최고경영층으로부터 하부로 확산되어 간

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 Menguc et al.(2016)은 종

업원의 고객 지향성이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여주며 시장지향성과 개인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시장지향성은 종업원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2 종업원 업무성과와 기업성과

조직문화는 종업원의 행동하는 방식의 지침이 되고(Sørensen, 
2002), 문화로서 시장지향성은 종업원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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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품질을 높인다(Zhou et al., 2008).  이는 시장지향성이 종

업원의 업무성과를 개선시킬 여지를 보여준다. 종업원의 업무

성과는 전체 조직의 성과창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Hansen 
& Wernerfelt, 1989), 종업원 업무성과는 결국 시장지향성이 

기업의 성과 간의 연결고리를 매개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Zhou et al.(2008)는 시장 지향적 행위가 종업원

의 만족을 통해서 기업성과를 개선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만족

한 종업원이 보다 생산적이고 참여적이기 때문이다. 시장 지

향적 조직문화를 통해 종업원 개인의 업무성과가 개선되면 

종업원들의 자기효용감 등의 만족도가 개선될 것이고, 이는 

종업원들이 기업 전체성과에 공헌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Lunenburg(2011)는 종업원이 느끼는 자기효용감

(Self-efficacy)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과거의 업무성과라고 주

장한다. 기존 업무성과가 좋은 종업원은 향후 업무처리에 자

신감을 가지게 되고, 개개인의 업무성과가 개선되는데 이때, 
기업 전체의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시장이나 제품이 

제한적이며, 경관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조직에 대한 몰입과 헌신이 기

업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기웅·김문선, 2017). 
이와 같은 조직원의 노력은 개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기업성과를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종업원 업무성과의 직접적인 성과는 시간

절약, 업무의 질, 기업 역량 개선의 신호이다(Haas & Hansen, 
2007). 업무성과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비즈니스의 수익에 영

향을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작업 속도와 품질은 

시장에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Barney, 1991; Wernerfelt, 1984)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

가 된다.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신제품 또는 새로운 비

즈니스 프로세스의 조기 채택이 중요 할 때 의사결정 속도가 

회사의 성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Jones, et al., 
2001). 개별 업무에 대한보다 빠른 결정은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Baum & 
Wally, 2003).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한다.

 가설 2: 종업원 업무성과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2.3 시장지향성이 종업원 업무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장정보품질의 조절효과

시장지향성성과 시장정보품질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에 앞서서 본 연구는 시장정보품질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

였다. 첫째, 시장정보는 경쟁우위를 개발함에 있어 핵심인 고

객과 경쟁자를 포함한 시장정보 및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Srivastava et al., 2001). 둘째, 정보의 질은 교환된 정보의 정

확성, 적시성, 적합성 및 신뢰성과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Monczka et al., 1998), 시장정보품질은 시장

정보에 대한 기대와 정확성, 적시성, 적절성 및 신뢰성 수준

과 이의 수집과 배포, 반응으로 개념화했다. 
 Baker & Sinkula(1999)는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의 상호작

용 효과를 검증한 바 있는데 학습능력과 유연성으로서 학습

지향성은 학습의 질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학습지향적인 조

직의 구성원은 정보 수집 및 공유에 참여할 때 정보를 이해

하고 축적 할 때 질적 측면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습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같은 논리로 시장지향성과 시장정보품질이 상호작용하여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MacMillan & Selden(2008)은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보품질과 

고객지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고품질 정보가 고객 지

향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한 바 

있다. Setia et al.(2013)에 따르면 시장정보품질이 낮을 경우 

전략부서와 현업 부서 간 원활한 조정이 방해된다. 조직 내 

구성원들의 정보흡수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보 품질이 낮

으면 고객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정보품질이 높으면 정보의 흡수력이 

향상되어 의사결정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높은 정보 품질을 

갖춘 조직에서는 고객 지향적 활동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

시킬 수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실제 기업의 사례에서도 고품

질 정보가 유통될 때  고객 지향적 업무의 확산이 개선된다

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정보 품질은 조직 

내 부서간의 조정을 촉진하여 고객 서비스 관리자의 업무 효

율성을 증대시킨다(Setia et al., 2013). 뿐만 아니라 조정이론

(Coordination Theory)에 의하면 부서 간 연결성과 복잡성이 높

아질수록 요구되는 부서 간 조정의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데, 
시장지향성으로 인해 증대된 시장정보의 양과 복잡성은 시장

정보의 품질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개개인의 업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고품질의 시장정보를 사용하면 회사의 정

보원이 없는 경우보다 회사의 구성원이 더 빨리 업무를 완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Haas & 
Hansen, 2007). 잠재 시장 규모 및 특성에 대한 정보는 마케팅 

부서가 잠재 마케팅 전략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시간과 에너

지를 다른 업무에 사용하도록 준비 할 것이다. 반면에 데이터 

품질이 좋지 않으면 회사 전략의 효율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Redman, 1998). Cadogan et al.(2008)는 기업 행동의 질은 

시장정보가 마케팅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

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성과는 시장정보 창출의 기능이 아니

라 시장정보에서 파생 된 실행 가능한 계획의 기능 일 수 있

다. 고객은 현재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시간에 제공되지 않는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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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3: 시장정보의 질이 높을수록 시장지향성과 종업원 업

무성과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강할 것이다.

Ⅲ. 자료수집 및 가설검증

3.1 자료수집 및 측정

중소중견 기업으로부터 수집된 총 211개 기업으로부터 수집

된 설문이 사용되었으며 주로 기업의 관리자와 CEO가 설문

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에 대해 가

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료의 수집은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 단체에 속해 있는 다양한 소규모 기업 

모임 혹은 1:1 미팅을 통해 수집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설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설

문요령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져 설문에서 

수집된 자료의 질을 높이려했다. 응답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문 조사에 다양한 업계와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에 

대해 수행되었다<표 1>. 
조사에 포함된 기업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여 연구의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설, 기계, 자

동차, 화학, 무역, 제약, 섬유, 전자/통신 등 다양한 산업의 기

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직급별 분포는 CEO 53.6%, 임원

급 19.8%로 그 기업을 대표하며, 조사 대상 기업 전체의 경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 기업의 매출 규모 분포는 연매출 기준으로 1억불 이상

의 기업이 4.3%, 5천만 불~1억불 사이의 기업이 3.3%, 3천 ~ 
5천만 불 사이의 기업이 8.1%, 1천만 불 ~ 3천만 불 사이의 

기업이 24.2%, 5백만 불 ~ 1천만 불 사이의 기업이 21.8%, 1
백만 불 ~ 50만 불 사이가 18%, 이 보다 낮은 기업이 19.9%
로 나타났다<표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기존문헌으로부터 차

용되었고, 5점 리커트 스케일로 측정되었다. 먼저 시장지향성

은 Narver & Slater(1990)를 활용하였다. 시장지향성의 고객지

향성, 경쟁자지향성, 부서 간 조정 등 3가지 하위 개념을 개

별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연구의 간결성을 위하여 2단계 요인 

모델 (Pooled CFA)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도 시장

지향성의 3개의 하위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테스트하기보

다는 연구의 간결성을 위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측정하는 경

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였다(Chang, et al., 2014). 
종업원 업무성과의 경우, Janssen & Van Yperen(2004)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우리 회사의 종업원은 “직무

기술서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항상 잘 수행한다”,  “공식적

인 성과에 대한 모든 요구를 잘 충족시킨다”, “직무에 요구되

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수행해야할 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등 4개 항목이 사용되었다.
시장정보품질은 Li & Lin(2006)에 따라 시장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완전성, 적합성 및 신뢰성에 대한 항목으로 측정하였

다. 우리 회사는 고객, 경쟁자 및 경영 관련 “시장정보가 필

요한 때에 적절하게 수집되고 배포된다 (Timely)”, “정확한 시

장정보가 수집되고 배포된다 (Accurate)”, “거의 완전한 시장

정보가 수집되고 배포된다 (Complete)”, “적절한 시장정보가 

수집되고 배포된다 (Adequate)”, “믿을만한 정보가 수집되고 

배포된다 (Reliable)” 등 5가지 항목이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성과는 Jaworski & Kohli(1993)가 사용하였

던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지난해의 성과, 주요한 경쟁자 대비 상

대적인 지난해의 성과, 최고경영층의 지난해의 전반적인 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표 1> 응답 기업의 매출 분포

연매출($) 응답수 비율 (%)

1백만 달러 이하 42 19.9

1-5 백만 달러 38 18.0

5-10 백만 달러 46 21.8

10-30 백만 달러 51 24.2

30-50 백만 달러 17 8.1

50-100 백만 달러 7 3.3

100 백만 달러 이상 9 4.3

미응답 기업 1 0.5

합계 211 100

3.2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모델

적합도를 확인하였는데 χ²값은 351.077 (df=243, p=.000, 
RMSEA=.046),  GFI(.881), AGFI(.853), CFI(.967), NFI(.900), 
RFI(.886)로 분석되어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구성개념들에 대한 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추출분산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구성개념이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CR>0.70, AVE>0.50)<표 2>. 또한 측정모형을 분석해 본 결

과, 각 항목의 요인 적재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모든 항

목의 t값이 p<.001수준에서 유의하여 수렴타당성을 확인하였

다(Bagozzi & Yi, 1988). 

<표 2>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Variable (α) Item
Factor

Loading
AVE CR

고객지향성
(0.925)

C1 0.882 0.738 0.918

C2 0.789

C3 0.825

C4 0.790

경쟁자지향성
(0.916)

Cp1 0.744 0.757 0.925

Cp2 0.925

Cp3 0.717

Cp4 0.918

부서간 지향성
(0.904)

Cd1 0.867 0.692 0.900

Cd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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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성 개념 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변수 Mean SD 1 2 3 4

시장
지향성

3.392 0.623 1

시장정보
품질

2.850 0.457 0.185 1

종업원
업무성과

3.255 0.845 0.570 0.366 1

기업성과 3.121 0.905 0.446 0.154 0.610 1

* p<0.1

판별타당성 검증은 먼저 Kline(2005)이 제시한 기준인 구성

개념간의 상관관계가 .85보다 낮은지 확인하였는데  개념들 

간의 모든 상관관계가 .85보다 낮아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3>. 또한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에 대한 95% 
표준오차 구간 추정치가 1을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측정모형에 사용된 5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계수의 신뢰구간 (±2 SE)에 1.0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를 1로 제약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간의 χ² 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났고(Δχ²>3.84), 모든 쌍에서 제약모형이 비제약모형보다 낮

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끝으로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

의 제곱 값을 넘는지도 확인하였는데(Fornell & Larcker, 
1981), 모두 AVE값이 높아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3 가설검증 및 분석

3.3.1 가설 1, 2의 검증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델링 (SEM)을 사용했

다. 전반적인 적합 지수는 모델이 데이터를 수용 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x²/df =1.522, IFI=.942, TLI=.932, CFI=.941, 
RMSEA=.050). 

<표 4>의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가설1과 관련하여, 분석결

과는 시장지향성과 종업원 업무성과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가 

지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β=.742, p<.01). 가설2의 종업원 

업무성과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지

지되었다(β=.451, p<.01).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 업무성과와 기업성과에 

대한 기업규모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규모

가 클수록 종업원의 기본 자질이 높을 수 있고, 업무성과가 

교육훈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 규모가 종업원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 10%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β=.318, t=1.913). 이는 응답자가 자

신의 기업 규모와 수준을 감안한 상태에서 종업원업무능력을 

평가해 응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기업 규모는 기업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β=.452, t=2.512).

3.3.2 시장정보품질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시장지향성과 종업원 업무성과의 관

계에서 시장정보품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먼저 높은 시장정보품질 대 낮은 시장정보품질을 갖는 두 

그룹으로 응답자를 분리하였다. 시장정보품질은 다섯 가지 변

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시장정보품질의 요인 점수를 활용해 

중앙값으로 분할해 2개의 그룹으로 샘플을 나누었다. 
두 개의 그룹간의 계수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약 모델과, 

두 개의 그룹에서 다른 계수의 추정을 허용하는 비제약 모델

로 구분하여 두 개의 모델 중 통계적으로 우월한 모델을 채

택함으로써 시장정보품질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비제약 

모델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

인하였다. 높은 시장정보품질을 갖는 종업원 업무성과에 대한 

시장지향성의 효과는 (βH=.866, p<.01), 낮은 시장정보품질 

(βL=.323, p=.073)의  경우보다 훨씬 크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델비교표<표5>에서도 가설3에서 주장하는 비제약 모델(두
개의 다른 계수)에서 추정하는 계수의 수가 1개 더 늘어나게 

되지만, 1의 자유도를 잃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력

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x² 검정 결과 역시 비제약모

델이 유의하게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x²(d.f.=1)=5.305, 
p=.021). 

<표 4> 가설 검증 결과

경로
가설 1, 2 조절효과

Overall Low MIQ High MIQ

시장지향성 → 종업원 업무성과 .742 (7.246)*** .323 (1.791)* .866 (6.913)***

종업원 업무성과 → 기업성과 .451 (4.688)*** .461 (4.791)*** .461 (4.791)***

시장지향성 → 기업성과
(직접효과)

.229 (1.925)* .207 (1.735)* .207 (1.735)*

* p<.1, **p<.05, ***p<.01

Cd3 0.856

Cd4 0.773

시장지향성
(0.934)

Customer 0.878 0.840 0.940

Competitor 0.780

Coordination 0.889

종업원 업무성과
(0.923)

Tp1 0.801 0.676 0.893

Tp2 0.888

Tp3 0.848

Tp4 0.840

기업성과
(0.907)

Fp1 0.835 0.688 0.869

Fp2 0.839

Fp3 0.881

시장정보품질
(0.830)

MIQ1 0.730 0.655 0.904

MIQ2 0.657

MIQ3 0.795

MIQ4 0.684

MIQ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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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절효과를 위한 모형 비교

모델 x² df x² /df IFI TLI CFI RMSEA

가설3모델 (비제약모델) 499.373 328 1.522 .942 .932 .941 .050

제약모델 504.678 329 1.534 .941 .930 .940 .051

<표 6> 종업원 업무성과의 매개효과 분석

경로
모형 1
 (t-value)

모형 2
 (t-value)

모형l 3
 (t-value)

시장지향성 → 기업성과
(직접효과)

.527 (4.927) *** .207 (1.735)*

시장지향성 → 종업원 업무성과 .897 (7.055)*** .866 (6.913)***

종업원 업무성과 → 기업성과 .564 (7.303)*** .461 (4.791)***

적합도 지수

x²=161.014, df=100
IFI=.973, TLI=.967

CFI=.972
RMSEA=.054

x²=502.249, df=329
IFI=.941, TLI=.931

CFI=.940
RMSEA=.050

x²=499.373, df=328
IFI=.942, TLI=.932

CFI=.941
RMSEA=.050

* p<.1, **p<.05, ***p<.01

3.3.3 종업원 업무성과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성과에 대한 시장지향성 효과가 종업

원 업무성과에 의해 완전 매개됨을 보여준다<표 6>. <표 6>
에서와 같이, 종업원 업무성과를 매개변수로 포함하지 않은 

모형1의 경우 시장지향성의 기업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의하지만(β = .527, p <.01), 종업원 업

무성과를 매개변수로 포함하여 간접 경로만을 고려한 경우(모
형2), 시장지향성이 종업원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종업원 

업무성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

다. 또한 시장지향성의 직접 효과와 종업원 업무성과를 통한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한 경우, 시장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

는 직접 효과는 α=0.05 기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β = .207, p = .083). 따라서 Sobel(1982)의 분류에 근거

하여 종업원 업무성과는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를 완전 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설계상 응답자가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 

그리고 업무성과 등을 모두 동일하게 응답하는 구조이기 때

문에 CMV (Common Method Variance)가 존재할 수 있어 다

음과 같은 연구 프로세스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Podsakoff et al.(2003)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준수했다. 
첫째, 응답자는 익명성 및 기밀성을 확실히 보장한 상태에

서 설문이 이루어져 편의의 크기를 최소화 하려 하였다.
둘째, 하먼테스트 (Hamman Test)를 실시하여 하나의 요인이 

모든 측정변수들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한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36.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치인 50%를 넘지 않아(Podsakoff et al., 
2003), 한명의 응답자가 모든 측정변수에 응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통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 공통요인을 포함하여 공통요인이 측

정변수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한 구조방정식모

형을 분석한 결과, 공통요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도 각각의 

가설에 대한 추정 계수들이 여전히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추정계수들의 크기와 유의도가 약간씩 감소하

였으나 계수의 크기와 방향이 연구모형과 비교할 때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최소 .004, 최대 .351). 공통요인

이 설명하는 측정변수들의 분산은 약 13%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CMV의 영향이 크지 않아 동일방법 편의가 연구결과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마커 변수를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Lindell & Whitney, 2001).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연구자

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변수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CMV를 컨트롤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는 점 등 논

리적, 통계적 한계점이 있어(Podsakoff et al., 2003), 본 연구에 

사용한 하먼테스트와 공통요인을 포함한 분석 방법은 대부분

의 관련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Hosany & Prayag, 2013).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시장지향성과 시장정보품질의 상호작용효과와 시

장지향성과 기업성과 관계 사이에서 매개하는 종업원 업무성

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공헌

은 연구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시장지향성의 성과에 관해 혼재

된 연구결과를 극복하고 보다 일반화된 시장지향성의 성과 

창출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시장지향성-기업성과 사이에 시장정보품질을 도입

하여 시장지향적 행위의 질을 직접 고려한 선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시장지향적 행위의 양적 수준이나

(Kohli & Jaworski 1990), 경쟁자나 고객 등 대상에(Narver & 
Slater 1990)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시

장지향성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 

측면, 즉 종업원 수준에서 성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혔

다. 기존 연구는 혁신성, 신제품 성과 등 조직 전체의 성과를 

주로 다루었다. 시장 지향적 문화를 단순하게 촉진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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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동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개

인의 성과 창출을 통해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시장지향성이 보다 나은 고객가치를 창

출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전체적인 노력이 조직 구성원의 업

무성과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이 노력

은 기업전체의 성과로 귀결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Zhou et 
al.(2008)가 시장지향성이 시장 지향적인 부서의 활동을 유도

하고 종업원의 만족과 제품품질의 개선을 창출하여 궁극적으

로 기업성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학문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지향성 문헌에서 시장정보품질의 역할을 탐구하고 시장

정보품질이 시장 지향적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밝혔다. 시장지향성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으로 시장정보품질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시장지향성 연

구 범위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는 선도적 연구로서 의미

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어 왔던 시

장지향성이 기업성과로 창출하는데 있어서 새롭고 명확한 해

결책을 찾고, 보다 보편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보다 단순하게 기

업문화로서 시장지향성이나 시장 지향적 활동의 방향으로서 

시장지향성 뿐만 아니라, 시장지향성의 콘텐츠가 되는 시장정

보의 질을 고려해야만 성과가 개선된다는 성과창출의 매커니

즘과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이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

어 지나치게 다양한 조절변수가 사용되어 왔다(eg: Baker & 
Sinkula, 1999; Wang & Miao, 2015). 연구의 맥락이나 연구자

의 관심에 따라 매번 조절변수를 새롭게 적용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불완전했던 시장지향

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장정보품질을 일반화된 조절변수

로 제시함으로써 시장지향성 연구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 시

장지향성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과 

경영환경의 차이와 상관없이 시장지향성이 성과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조절변수를 제시했다는 공헌이 있

다.
셋째, 기업전체 수준의 시장지향성이 개인수준의 업무수준

을 매개로 기업전체의 성과로 연결되는 점을 실증하였다. 기

존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

적인 매개변수는 혁신 관련 변수였지만(Kirca, et al., 2005), 
혁신의 성과매개 효과 역시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Han, et al., 
1998; Hurley & Hult, 1998;  Im & Workman Jr., 2004) 고려하

면 새로운 매개변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전체의 시장지향적 문화나 활동이 개인

수준의 성과와 잘 연계되어야 기업 전체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Haas & Hansen 2007). 이는 Lam et al.(2010)
의 시장지향성이 개인수준의 변수라는 관점과 일치한다. 시장

지향성은 개인수준에서 품질 좋은 시장정보를 통해 사회적 

학습으로 확산되어 결국 기업 전체의 성과에 기여한다는 점

을 확인한 것이다. 

넷째, 그 동안 기존 연구는 연구 맥락에 맞추어 시장지향성

과 기업성과 사이의 너무나 다양한 매개변수가 사용되어 복

잡하고 실무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점을 고려하면 시장정

보품질과 마찬가지로, 종업원 업무성과는 산업 또는 문제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변수로 연구가 체

계를 단순화했고, 산업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매개변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의미도 크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지나치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때 그 때 마다의 변수를 사용하여 복잡하고, 일

반화된 시장지향성의 성과창출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한 것이다. 즉, 조절변수인 시장정보품질과 

매개변수인 종업원 업무성과는 결과의 적용 영역은 어느 상

황에서나 적용가능하다는 공헌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

면 마케팅부서, 생산부서, R&D부서, 인사조직부서에서 개인

의 성과가 개선된다는 것은 마케팅성과, 생산성과, R&D성과, 
인사 및 조직 관리의 효율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공통적으

로 개인의 성과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종업원의 업무성과는 기존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종

속변수이자 성과변수로 사용되어 왔던 변수이다. 일부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종업원의 업무성과의 성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업무성

과의 결과물로 기업성과를 연계하였다.  Zhou et al.(2008) 역

시 종업원 업무성과의 결과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족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하고 개인의 업무성과 대신 업무만족도와 제품

품질을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간의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직관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없는 개인수준의 종업원 업무성과와 기업성과 간의 관

계를 밝혔다는 공헌도 있다. 
 다음으로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

보다도 시장지향성이 어떻게 기업성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경로와 논리를 쉽고 단순하게 설명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

이 시장지향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시장지향성의 성과창출 과정을 일반화

되고, 보편적인 관점의 변수를 사용하여 밝힘으로써 다양한 

산업의 실무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지향성의 실무적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그 동안 기존 연구들

은 시장지향성이 성과를 창출함에 있어 너무나 다양한 변수

를 포함시킴으로써 실무자들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단순함과 

적용가능성, 이해의 용이성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시장지향성의 행위적 측면뿐만 아

니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행위나 과

정뿐만 아니라 처리되는 시장정보의 품질을 함께 고려하여야 

시장지향성이 기업성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연구결과는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 시장정보는 단순히 행위나 프로

세스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

하고 적절하며 신뢰할 수 도록 관리하는 시장정보 품질의 관

리를 통해 기업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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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업 문화로서의 시장지향성

은 개인수준의 성과를 창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밝혔다. 이

러한 시장지향성의 성과 창출 메커니즘은 기업이 성과를 높

이기 위해 개인수준 성과를 유도해야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지향성의 결과 생성되는 시장정보를 개인수준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장치마련 등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시장지향성이 어떻게 

하면 개인의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제시하는 시장정보품질의 개선은 개인의 업무성과를 

개선시키고 기업성과까지 개선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범위와 데이터의 한계로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CEO
의 영향력이 큰 중견, 중소기업에서 CEO의 영향력을 통제하

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CEO의 특성과 시장지향성 사이

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am et 
al.(2010)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시장지향성의 가장 강력한 

예측 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향후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을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일반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경쟁의 불확실성이나 강도 등 많은 변수들이 기업성

과에 영향을 받지만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고 한 기업

에서 2명 이상의 응답자를 통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

야지만, 이와 관련한 한계가 있다. Kirca et al.(2005) 등 많은 

시장지향성 연구들이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간의 보다 명확

한 관계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통제변수를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결과의 보다 나은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요변수인 시장정보품질을 기존 

정보품질 연구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측정하였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향후 시장정보품질을 보다 정교하게 개념화하고 

마케팅 상황 및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측정을 개발해야 마케

팅 분야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결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시장정보품질과 관련한 향후 연구를 보다 많

이 촉발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접근은 시장지향성의 일반화되고, 보

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과창출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

다. 본 연구는 시장정보품질과 종업원의 업무성과를 산업이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변수로 제시하고 실증

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조절변수나, 매개변

수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과연 본 연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일

반화되고 보편적인 시장지향성의 성과창출이 더 잘 실현되었

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가장 효과적인 매개변수로 

인정받아온 혁신관련 변수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종업원 

업무성과간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응답자 간(eg: CEO vs. 관리자, 마케

팅 부서 vs. 생산 부서) 차이를 비교 분석하지 못했다. 마케팅 

정보의 질이 중요한 마케팅 부서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

타 부서에서의 시장지향성과 시장정보의 질의 영향력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고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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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market orientation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keting concept has long been a major subject in marketing, firms with 
market orientation do not necessarily come with high performance, showing mixed results in literature. There have been attempts to link 
market orientation-firm performance until recently with different mediators, but the appreciation on market orientation has been faded in 
practice. This study focuses on two possibilities for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1) Previous studies have overlooked the qualitative 
aspects of market orientation, 2) have focused on the performance at corporate level. To provide a generalized performance-generation 
framework, this study demonstrates the market information quality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introduces the task performance of 
employees as a universal mediator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the firm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onfirmed the positive role of the market information quality and employees' task performance in 
market orientation-Firm Perform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employee’s task performance becomes stronger 
when market information quality is high in value. We highlighted the performance generating mechanism of market orientation, regardless 
of context. This research provides new insights for marketing scholars and managers with regard to both activities and quality of market 
information and how market orientation affects individual and firm leve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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