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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for coexistence of corporations 
and the society. In this study the impact of four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organizations proposed by Archie Carroll 

(economic, legal, ethical, and discretionary) on customer loyalty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and com-

pany-consumer identification is analyze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four well-known Korean companies 
(Dong Suh Food, LG Household and Health Care, Samsung Electronics, and Hyundai Motor). After factor analysis,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were grouped as the same factor, thus three social responsibilities were finally 

used for hypotheses testing.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First, economic responsibilities had positive impact 
on honesty trust, professionalism trust, favorableness trust, and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Second, legal/eth-

ical responsibilitie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honesty trust, favorableness trust, and company-consum-

er identification. Third, in the case of discretionary responsibilities, professionalism trust, favorableness trust, and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were reveal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Fourth, only two trust 

variables (honesty and professionalism) and 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loyalty 

of customer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help decision makers to set up corporate objectives and choose action 
item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t the last part,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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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한 심과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련

하여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에게 정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필립 코틀러[21]는 기업의 사

회  책임 활동이 내부고객인 직원에게는 애사심과 

일에 한 의욕을 북돋우는 동기가 되고, 이사회 멤

버와 지역사회로부터는 지지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되며, 잠재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에게 정 인 

랜드 이미지와 선호도를 심어 다고 주장하 다. 

한 시장에서 기업들이 제공하는 상품들이 유사 

․동종 상품들 간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

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 경쟁은 언제까지나 

유효하지는 않으며, 한 시 이 되면 가격 평

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 인 요인에 의해 구매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때 한 기업이 에 띄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존경을 많이 받고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은 이 기업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

므로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은 이제 세계시장에

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

는 고객들의 구매결정에 가격이 아닌 다른 가치가 

반 다는 것이며, 소비자의 의식수  변화로 인

해 기업에 기 하는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

국내 기업들도 2000년  반부터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해 심을 갖기 시작하 다. 특히 2010년 

11월 ISO 26000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표 화가 시작됨으로써 지속가

능경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수도 꾸 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사

회  책임 활동은 형식 인 측면이 강하고 그 수

도 미흡한 편이다. 기업의 사회  책임이란 ‘임의

의 경  랙티스와 내부 자원의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의무’를 말한다[44].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  책임은 ‘임의’의 활동이

기 때문에 기업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도 형식 인 사회  책

임 활동만으로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미지를 구축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남양유업 사태

와 그에 따른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해 높은 수 의 요구를 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은 사회  책임을 생각할 

때 기업에게 이윤을 취하게 해  사회에 보답해야 

한다는 단순한 윤리 인 논리가 아니라 기업에게 

실질 인 이익을 가져다 다는 측면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사회  책임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 으로 내재화 한다면 다른 기업과 

차별화 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이 차별화 된 

이미지는 랜드의 가치를 상승시켜 경쟁우 를 

차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8, 19]. 그러나 기업

의 사회  책임 활동이 실질 으로 기업성과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결과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

다. 사회  책임 활동의 특성상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인 안목으로 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

지만 그 결과에 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응이 소극 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Carroll[34]의 주장에 

기하여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을 네 가지 차원으

로 측정하고, 이들이 소비자들의 기업에 한 신뢰

와 존경에 어떠한 향을 주며, 궁극 으로 고객충

성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어

떻게 략 으로 이루어져야 의도한 기업성과로 이

어질 수 있는지에 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기업의 사회  책임

기업의 사회  책임이라는 용어는 1929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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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기업

이 규모화 되고 사회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1960

년 부터 이에 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고 으

로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연구 모델로는 경제  

모델(Economic Model), 자선  모델(Philanthrop-

ic Model), 수정된 경제  모델(Modified Version 

of Economic Model), 이해 계자 모델(Stakehold-

er Model), 략  모델(Strategic Model) 등이 있

는데, 기에는 주로 경제  모델을 심으로 사회

 책임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21]. 이는 ‘주주

(Shareholder) 심 인 사고’로서 투자자의 이익

에 련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 다.

한 사회  책임이 과연 ‘ 구’에 한 책임인

가에 한 이 기에는 일반 인 사회 체에 

한 책임으로 이루어졌던 반면[31, 34], 이 사회  

책임이 무 범 해서 사회  책임 활동을 리

하기 어렵다는 비 이 제기됨에 따라 ‘이해 계자

(Stakeholder) 심  사고’가 두되어 연구되기 

시작하 다[42, 47, 63].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정의는 다양한데, 

Bowen[31]은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에 한 책임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기업인의 사회  책임을 “우리

사회의 가치  목 과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인의 의무에 한 것”이라고 

정의하 고, 이 개념을 필두로 많은 연구들이 기업

의 사회  책임을 개념화 하고자 하 다. 1970년

에 들어서 Carroll[34]은 사회  책임을 ‘주어진 특

정 시 에서 기업이 사회에 하여 가지는 경제 , 

법 , 윤리   자선  기 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기업의 사회  책임을 경제  책임, 법

 책임, 윤리  책임  자선  책임의 네 단계 

피라미드로 구분하 다. 먼  경제  책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임으로 기업이 사회의 경제단 로

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책임을 가짐을 의미한

다. 법  책임은 기업이 법  요구의 구조 내에서 

경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  책임은 법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지

만 기업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 하는 행동들

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선  책임은 기업에 하여 

명백하게 요구나 기 하지 않지만 기업의 개별  

단이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책임으로서 사회  

기부 행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사회  책

임을 가지는 기업이란 이윤을 내기 해 노력하는 

동시에 법을 수하며 윤리 이고 성실한 기업 시

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18]. 

한편 Petkus and Woodruff[54]는 기업의 사회  

책임을 “사회에 한 해로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 인 기여를 최 화하려는 기업의 몰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언 한 Carroll의 주장과 비교

해보면,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경제  

 법  책임은 다분히 소극 인 의미의 사회  책

임인 반면, 정 인 기여를 한다는 것과 윤리  

 자선  책임은 보다 극 인 의미의 사회  책

임이라 할 수 있다[7]. Carroll의 피라미드 모형과 

련하여 Amalric and Hauser[28]는 경제 , 법  

 윤리  책임을 완 히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상  단계인 자선  책임 활동을 수행할 경우 자

선  책임 활동에 따른 정  효과를 온 히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 다. 한 Bowen and Dacin[33]

은 기업의 사회  책임을 기업에 한 연상(Asso-

ciation)으로 간주하면서 “사회  의무와 련된 조

직의 상태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하 다. 

2000년 에 들어서 사회  책임에 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을 토 로 보다 실증 으로 변모하

고, 마 과 목시켜 성공 인 기업의 사례를 제

시하며 그 략  요성을 강조하 다[45, 55]. Da-

hlsrud[36]는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기존의 37

개 연구들을 분석한 후 다섯 개의 차원으로 재구성

하 다. 여기에는 이해 계자 차원, 사회  차원, 경

제  차원, 자발  차원  환경  차원이 포함되

며, 추가 인 분석을 통해 다섯 개의 차원들  환

경  차원은 사용빈도가 상 으로 낮음을 발견

하 다. 김해룡 외[6]에서는 Carroll의 연구를 기반

으로 국내 실정에 보다 합한 척도를 개발하 는

데, Carroll이 제시한 네 가지 추상  개념과 함께 

사회  기부, 환경보호, 지역․문화사업 활동,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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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 등과 같은 구체  개념을 포함시켰다.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국내 연구는 2000

년 에 들어서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하 으며, 주

로 마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고객충성도, 고객만족도, 재구

매의도, 랜드자산, 기업가치 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로, 사회  책임 활동이 기업에 주는 이

익을 확인하고자 하 다[2, 4, 9, 13, 16, 23]. 연구의 

상당수가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이 마  가

치가 있음을 증명하 는데, 특히 고객충성도에 있

어서 기업 신뢰성과 기업-소비자 동일시, 호혜성 

지각과 기업신뢰 형성을 매개로 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입증하 다[13, 16]. Carroll의 네 가지 

사회  책임  최하 의 경제  책임과 최상 의 

자선  책임을 비교하여 각각의 책임활동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보고자한 시도도 있

었는데, 많은 부분이 기각되었고 법   윤리  

책임을 묶어서 측정하는 한계를 가졌다[4]. 한편 

서비스 산업군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법  책

임을 제외하고 경제 , 윤리   자선  책임이 

기업과 랜드 이미지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랜드이미지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박 정, 이상환[14]의 연구에서는 법  책임, 윤리

 책임, 자선  책임  환경  책임은 공정무역

제품의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치고, 공정무역제

품의 신뢰는 구매의도와 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이승환, 윤량숙[3]의 연구에서는 사회  책임활동

의 후 효과를 조사하 는데, 사회  책임활동 수

이 높은 기업일수록 제품손해 기(Product- 

harm Crisis) 이후 랜드 태도가 더 낮아지는 

상을 발견하 다. 이한 , 박종철[20]의 연구에서는 

Carroll의 정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활

동이 제품  기업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에 한 심리  메커니즘을 찾고, 신뢰의 차원을 

‘ 문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로 구분하여 기업의 

사회  책임 차원이 두 신뢰에 어떠한 차별  향

을 미치는지를 고찰하 다. 그 결과 기업의 경제  

책임활동 노력이 높으면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에 

하여 문성에 기 한 신뢰와 호의성에 기 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기업  제품에 정  평가

를 내린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러나 기업의 법 , 

윤리   자선  책임활동 노력은 모두 호의성에 

기 한 신뢰 형성에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박종철[10]은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의 네 가지 차원이 반드시 피라미드 구조

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한 의문을 갖고, 최근 사

회  이슈로 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환경  책임 

차원에 한 새로운 측정문항을 개발하여 다섯 가

지 책임 차원이 기업의 신뢰 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기업의 경제 , 자선   

환경  책임활동이 기업의 신뢰 형성에 요한 요

인임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기업 신뢰가 고객충

성도로 이어짐을 찾아내었다. 한 기업의 사회  

책임의 차원이 단지 피라미드구조 이 아닌 상

호교차형 으로도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40].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  책임을 측정하는데 Carroll(1979)의 틀이 가

장 합할 것으로 단하 고, 기업의 사회  책임

에 한 정의가 방 하고 그 연구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좀 더 실 인 변수를 용하여 사회  책임

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 다.

2.2 고객충성도

최근 고객충성도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신규고객의 확보보다는 기존 고객의 유

지  계 강화에 력하고 있다[41]. 한 동안 고

객 계 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는 기업에 가장 요한 요소 고, 지 도 여

히 인 과제이다. Reichheld[57]에 따르면 

고객충성도는 기업의 지속 인 수익 창출에 기여

하며, 마  비용의 감과 고객 당 수익증 ,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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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감, 고객추천 증가, 가격 리미엄 증가, 

그리고 충성고객이 경쟁사의 가격할인 등 진

략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쟁우  등 다양한 이익을 기업에 가져

다 다[17]. Rosenberg and Czepiel[58]의 연구에서

도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신규고객을 유치하

는 것보다 여섯 배의 비용 감 효과가 있다고 하며, 

Reichheld and Sasser[56]는 고객 이탈을 5% 이

는 것이 수익을 25～85% 정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

다. 

Oliver[52]는 충성도란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를 지속 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해당 랜드에 

한 깊은 몰입으로 정의하고, 충성고객은 잠재 으

로 상표 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마  시

도에도 불구하고 타 랜드로 환하지 않고 동일

한 랜드를 재 구매한다고 지 하고 있다. Selnes 

[61]는 고객충성도를 제품 는 서비스와 련된 의

도 인 행동 표출로 정의하 고, Jones and Sasse 

r[43]는 고객충성도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사람

에 한 애정 는 애착의 감정  사태로 정의하

다. 충성도의 정의는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

데, 가장 주된 근방법은 행동론  근방법과 태

도론  근방법이다. 연구 기에는 주로 행동론

 개념에 을 맞추어 충성도를 정의하 다. 그

러나 행동론  에서의 충성도는 소비자 행동

의 결과에만 을 두고 소비자의 의사결정 상황

이나 과정은 무시했다는 한계가 지 되면서, 최근

에는 행동론  에 심리학 인 개념을 더하여 충

성도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법은 태도론

 근법으로서 충성도가 인지 (Cognitive), 감

정 (Affective)  의도 (Intent) 요소를 모두 포

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53]. Bowen and Chen 

[32]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도와 충성도는 같은 것

이 아니며, 고객만족도를 조  높임에 따라 충성도

를 극 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고객충성도는 국내 마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황수연, 이상환, 박 정[26]은 사회

 책임활동이 고객충성도 형성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제품과 기업에 한 신뢰의 매개역할을 분

석하 다. 경제  차원과 소비자 차원의 책임활동

은 제품에 한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치고, 환경

 차원과 소비자 차원의 책임활동은 기업에 한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치며, 제품에 한 신뢰와 

기업에 한 신뢰 모두 충성도에 정의 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발견하 다. 박종철, 홍성 [13]은 기업

의 사회  책임활동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

에 있어서 호혜성 지각과 기업에 한 신뢰의 매개 

역할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  책

임활동이 고객충성도 형성에 미치는 직 인 효

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은 기업에 한 호혜성 지각과 기업에 

한 신뢰를 매개로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

이 성과변수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호혜성 지각

과 기업에 한 신뢰가 요한 심리  기제임을 알 

수 있었다. 윤성환, 김철[16]은 국 소비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지각된 사회  책

임이행이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유의한 향을 미

치고, 다시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고객충성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 결과 으로 

고객충성도는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의 종속변수

로서 다양한 매개  조 변수와 함께 연구되어 왔

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이 고객

충성도에 정 인 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입증

하고자 하며, 이러한 역학 계 사이에 어떠한 요인

들이 작용하는지도 함께 알고자 한다. 

2.3 기업-소비자 동일시

동일시 혹은 일체감에 한 연구들은 1950년  

후반에 주로 사회심리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22]. 기업-소비자 동일시(Company-Consu-

mer Identification)는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자신의 

특성과 기업 특성과의 일체감을 말하며, 기업-소비

자 일치성(Congruence)이라고도 한다[46]. Ashforth 

and Meal[29]은 사람들이 특정 조직에 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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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신념이 자신의 자아를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때, 그 조직과의 동일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이는 소비자가 받아들인 기업의 이미지와 소비

자의 자아개념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해

당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들이 바람직하다고 

단되어 해당 기업의 구성원이 되고자 할 때 기업

-소비자 동일시가 생긴다는 것이다[15]. 특정 조직

과의 동일시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뿐 아니라, 그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도 추구될 

수 있다. 즉 기업의 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에서 소비자는 자아를 정의하려는 목 에서 매력

이고 의미 있는 사회  정체성을 제공하는 기업

들과의 동일시를 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

들은 일체감을 가지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그

지 않은 기업의 것들보다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은 소비자에게 자사가 매력 으

로 보이도록 노력한다.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기업

의 능력과 련된 행 에도 향을 받지만, 기업의 

사회  책임과 련된 행 와도 연 성을 갖는다. 

사회  동일시 이론(Social Identification Theory)

에 따르면, 사람들은 조직의 정체성이 지속 이고, 

차별화되어 있으며, 자기존 을 강화시킨다고 인지

할 때 조직에 동일시되기 쉽다. 기업의 사회  책

임활동에 의해 소비자에게 인지된 기업의 특성은 

요하고 지속 일 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고용, 사

회공익에의 기여, 환경보호 등 다소 생소하고 특색 

있는 가치로 인해 보다 차별성을 가진다. Sen and 

Bhattacharya[6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소

비자 동일시에 한 인식은 과거 기업의 부정  활

동보다 정  활동에 의해 더 큰 향을 받으며,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해 높은 지지를 보이는 소

비자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한 인식이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 졌다. 기업의 

사회  책임 노력을 통한 기업-소비자 동일시의 증

가가 기업의 랜드 자산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7]. Bhattacharya et al.[30]은 특정 기

업과의 동일시 정도는 그 기업이 매하는 제품이

나 서비스에 한 지속  구매행동과 한 련

이 있으며, 빈도(친숙성)와 동일시 간에 정

인 계가 있음을 밝혔다. 특정 기업과의 동일시 

정도는 그 기업에서 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속  구매, 구 활동, 재 구매의도 등에 정

인 향을 미친다[15]. 이와 같이 기업-소비자 동

일시에 한 선행연구들은 일 으로 기업-소비

자 동일시가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

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충성도에도 향을  것으

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활

동이 기업-소비자 동일시를 매개로 고객충성도에 

향을 을 분석하고자 한다.

2.4 신뢰

신뢰에 한 연구는 Deutsch[37]를 시작으로 최

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Morgan and Hunt 

[50]는 “상 방의 말이나 약속이 믿을 만하고, 상

방이 력을 원하거나 의무와 책무를 다할 것으로 

기 ”하는 것을 신뢰로 정의하 다. 한 Rousseau 

and Hayes-Roth[59]는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한 정 인 기 에 근거하여 취약성을 감수하려

는 의도로 구성된 심리  상태”를 신뢰라고 하

다.  연구들의 공통 을 찾아보면 신뢰는 불확실

성으로 인하여 일정 수 의 취약성이 존재하는 상

황에서 의미를 지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 방에

게 믿음을 가질 때 신뢰가 형성되며, 이는 상 방

의 미래 행동에 한 기 를 수반한다[11]. 한 신

뢰의 정의에서 나아가 신뢰의 차원을 구분한 연구

도 있다[39, 48]. 이러한 연구에서는 신뢰 차원의 기

본 요소를 신용(Credibility)과 호의(Benevolence)

로 보았는데, 신용은 업무를 효과 이고 일 성 있

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성(Expertise)에 한 

믿음이며, 호의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와 동기를 

지니고 있고, 상 방의 복지에 심을 보이며, 

체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

는 정도를 의미한다[39]. 추가 으로 박종철, 방

수[12]는 기존 연구를 토 로 신뢰의 차원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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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의 신용과 호의에 정직성 신뢰요소를 추가하여 측

정하 다[48, 49]. 여기서 추가된 정직성 신뢰는 상

방의 진실, 약속이행, 진솔, 정직 등과 같은 정직

성에 기 한 신뢰를 말한다. 이 연구는 기업의 사

회  책임과 종속변수 사이에서 신뢰의 매개역할

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경제 , 법   윤리  

책임활동은 정직성, 문성  호의성 신뢰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친 반면, 자선  책임활동은 정

직성과 호의성 신뢰에만 정  향을 주고 문

성 신뢰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홍성 [24]의 연구는 기업의 네 가지 차원

의 사회  책임활동이 모두 신뢰에 정  향을 

을 밝 내었다. 

앞선 연구들이 신뢰를 매개변수로 인식한 반면, 

신뢰를 조 변수로 본 연구들도 있다. 김종근, 임

효창[5]은 신뢰는 상 방에 한 반 인 태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반 인 태도

는 상 방의 특정 속성이나 행 에 한 우호 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뢰의 조  

역할을 살펴보았다. Morgan and Hunt[50]에 따르

면, 신뢰는 고객과 매자가 지각된 진실성과 호의

성을 갖게 함으로써 미래의 구매의사결정에 향

을 끼치고, 장기  계를 형성하는 데 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Newell and Goldsimth[51]는 기업 

신뢰성을 측정하기 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척도를 개발하 는데, 척도개발에 있어 문성과 

진실성의 고객지각을 측정하는데 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이 고객의 다양한 차원의 신뢰 형

성에 향을 주고, 궁극 으로 고객충성도에 향

을 다는 것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3. 연구모형  설계

3.1 연구모형  가설 

지 까지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기업의 사

회  책임활동(경제 , 법 , 윤리   자선 )은 

기업에 한 소비자의 신뢰(정직성, 문성  호의

성) 형성과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향을 주고, 신

뢰(정직성, 문성  호의성)와 기업-소비자 동일

시는 궁극 으로 고객충성도에 향을  것으로 

기 된다. 이를 가설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그

림 1> 참조).

가설 1：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신뢰 

형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1-1：기업의 경제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정직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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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2：기업의 법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정직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1-3：기업의 윤리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정직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1-4：기업의 자선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정직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1-5：기업의 경제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문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1-6：기업의 법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문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1-7：기업의 윤리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문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1-8：기업의 자선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문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1-9：기업의 경제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호의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1-10：기업의 법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호의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1-11：기업의 윤리  책임활동은 소비자

의 호의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1-12：기업의 자선  책임활동은 소비자

의 호의성 신뢰 형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기업

-소비자 동일시에 정 인 향을  것

이다.

 가설 2-1：기업의 경제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2：기업의 법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3：기업의 윤리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4：기업의 자선  책임활동은 소비자의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3：소비자의 신뢰는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3-1：소비자의 정직성 신뢰는 고객충성도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3-2：소비자의 문성 신뢰는 고객충성도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3-3：소비자의 호의성 신뢰는 고객충성도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4：기업-소비자 동일시는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 연구방법

3.2.1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기업의 사회  책임

(경제 , 법 , 윤리   자선  책임)을, 종속변

수로서 고객충성도를, 그리고 매개변수로서 신뢰(정

직성, 문성  호의성 신뢰)와 기업-소비자 동일

시를 사용하 으며, 각 변수에 한 조작  정의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기업의 사회  책임  경제  책임은 가

장 기본이 되는 책임으로서 기업이 사회의 기본

인 경제단 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책임을 의

미한다. 법  책임은 기업이 법  요구사항의 구조 

내에서 경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  책임은 법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선  책임은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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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화

변수명 차원 측정방법 참고문헌

기업의 사회  책임

경제 4항목, 5  리커트 척도

Maignan and Ferrell[47]
법 5항목, 5  리커트 척도

윤리 4항목, 5  리커트 척도

자선 4항목, 5  리커트 척도

신뢰

정직성 4항목, 5  리커트 척도

박종철, 류강석[11]문성 3항목, 5  리커트 척도

호의성 3항목, 5  리커트 척도

기업-소비자 동일시 - 3항목, 5  리커트 척도 Newell and Goldsmith[51], 윤성환, 김철[16]

고객충성도 - 7항목, 5  리커트 척도 Salmones et al.[60]

<표 2>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연령 삼성 자 LG생활 건강 자동차 동서식품 합계

20 76 69 48 83 276

30 40 90 54 84 268

40 132 76 72 71 351

50 73 43 86 50 252

합계 321 278 260 288 1147

하여 명백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

의 개별  단이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책임으로

서 사회  기부행  등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  

책임은 Maignan and Ferrell[47]의 연구를 토 로 

총 17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고객충성도는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

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해당 랜드에 한 깊은 

몰입으로 정의되며, Salmones et al.[60]의 연구를 

토 로 7항목의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신뢰는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한 정 인 기

에 근거하여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도로 구성

된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박종철, 류강석[11]의 

연구에 따라 10항목의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그리고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소비자들이 인지

하는 자신의 특성과 기업 특성과의 일체감을 의미

하며, 윤성환, 김철[16]의 연구에 따라 3항목의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이러한 변수의 조작화 

방법은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3.2.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삼성 자, 자동차, LG생활건

강  동서식품의 네 개 기업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의 네 

가지 차원에 한 인식, 신뢰, 기업-소비자 동일시, 

그리고 고객충성도를 측정하 다. 설문조사는 조사

문업체를 이용하 으며, 2013년 11월 11일부터 11

월 15일까지 5일간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고, 연

구자는 엑셀 일로 된 원자료를 달받았다. 본 조

사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연령

를 균형 있게 반 하여 나이에 의한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 하고, 네 개 회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춤으

로써 산업이나 기업 특성에 따른 바람직하지 못한 

향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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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

구 분
빈도
수(명)

구성 
비율(%)

성별
남 601 52.4

여 546 47.6

연령

20 276 24.1

30 268 23.4

40 351 30.6

50 252 22.0

학력

졸 8 0.7

졸 4 0.3

고졸 227 19.8

졸 804 70.1

학원 졸 104 9.1

개인
소득

100～200만 원 미만 209 18.2

1000만 원 이상 21 1.8

100만 원 미만 65 5.7

200～300만 원 미만 244 21.3

300～400만 원 미만 202 17.6

400～500만 원 미만 121 10.5

500～600만 원 미만 117 10.2

600～700만 원 미만 47 4.1

700～800만 원 미만 48 4.2

800～900만 원 미만 16 1.4

900～1000만 원 미만 14 1.2

없음 43 3.7

3.2.3 기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SPSS 

로그램을 사용하 다. 분석 차로는 먼  표본의 특

성을 악하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각 변수들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해 요인분석을 

수행하 으며, 각 변수들의 내  일 성을 알아보

기 하여 신뢰도분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분석수 은 소비자 개인 단 이며, 연

령은 가격 제품과 고가격 제품을 모두 구매할 경

제  능력을 가진 20 부터 50 까지로 설정하 다. 

남․여 성비와 연령 비율은 일정하게 맞추려 하

으나, 다른 인구통계학  요인들은 소비자의 자연

스러운 비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통제하지 않았다. 

최종 응답자 수는 1,147명으로 그  남성이 52.4%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은 졸이 70.1%로 가장 많았

다. 한 지역의 경우 서울 41.1%, 경기 23.3% 순

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집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실증 분석

4.1 요인분석

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측정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으며,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여 직교회 방식(Varimax)을 채택하 다. 본 연

구에서는 문항의 선택기 으로 고유값(Eigen val-

ue) 1.0 이상과 요인 재치 0.40 이상을 기 으로 

용하 다. 사회  책임의 네 가지 차원  법  

책임과 윤리  책임의 차원이 같은 요인으로 나타

나 법 ․윤리  책임으로 통합하 으며, 그에 따

라 연구의 가설도 수정하 다. 즉, 법  책임과 윤

리  책임을 통합하여 법 ․윤리  책임으로 변

경하 으며, 그 결과 체 가설의 수가 20개에서 

16개로 축소되었다. 한 총 37개의 측정항목  

결과 으로 <표 4>와 같이 총 33개의 측정항목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2 신뢰도분석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항목의 Cronbach 

α값이 각 항목의 ‘Alpha if item Deleted’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수 을 해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단하 다. 

4.3 연구가설의 검증

가설의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

행하 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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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표

개념 요인 변수명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 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a

기업의
사회
책임

경제

1 .80 .68

4.65 16.38

.65

.732 .73 .67 .60

3 .64 .56 .68

법 ․
윤리

법 2 .58 .52

4.65 31.03

.90

.91

법 3 .74 .67 .89

법 4 .70 .65 .89

법 5 .67 .64 .90

윤 1 .62 .63 .90

윤 2 .69 .54 .90

윤 3 .78 .69 .90

윤 4 .80 .72 .89

자선

1 .64 .65

2.618 17.451

.79

.83
2 .83 .76 .81

3 .72 .69 .77

4 .62 .68 .79

기업-소비자
동일시

1 .82 .63

1.91 63.652

.63

.712 .79 .67 .59

3 .78 .61 .65

신뢰

정직성

1 .78 .73

.73 3.010

30.10

.85
2 .77 .72 .72

3 .80 .76 .76

4 .80 .77 .77

문성

1 .83 .76

.76 2.534

25.34

.812 .86 .79 .79

3 .82 .75 .75

호의성

1 .69 .75

.75 1.959

19.59

.712 .76 .78 .78

3 .69 .70 .70

충성도

1 .66 .43

3.60 59.915

.86

.86

2 .80 .64 .84

3 .74 .55 .85

4 .80 .64 .83

5 .85 .72 .82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는 RMSEA 0.077, CFI 0.867, 

그리고 TLI 0.851로 체로 양호한 수 을 나타내

었다.

먼  사회  책임과 정직성 신뢰 간의 계를 보

면, 경제  책임(C.R. = 12.105***)과 법 ․윤리  

책임(C.R. = 21.181***)은 상했던 바와 같이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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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검증결과

1-1 경제  책임 → 정직성 신뢰 0.422 0.035 12.105
***

채택

1-2, 3 법 ․윤리  책임 → 정직성 신뢰 0.829 0.039 21.181
***

채택

1-4 자선  책임 → 정직성 신뢰 -0.087 0.027 -3.220** 기각

1-5 경제  책임 → 문성 신뢰 0.927 0.050 18.447
***

채택

1-6, 7 법 ․윤리  책임 → 문성 신뢰 -0.046 0.025 -1.855 기각

1-8 자선  책임 → 문성 신뢰 0.194 0.028 6.867*** 채택

1-9 경제  책임 → 호의성 신뢰 0.539 0.034 15.941
***

채택

1-10, 11 법 ․윤리  책임 → 호의성 신뢰 0.640 0.029 21.871
***

채택

1-12 자선  책임 → 호의성 신뢰 0.086 0.024 3.517*** 채택

2-1 경제  책임 → 기업-소비자 동일시 0.613 0.038 15.919
***

채택

2-2, 3 법 ․윤리  책임 → 기업-소비자 동일시 0.081 0.024 3.429
***

채택

2-4 자선  책임 → 기업-소비자 동일시 0.328 0.029 11.373*** 채택

3-1 정직성 신뢰 → 고객충성도 0.289 0.044 6.625
***

채택

3-2 문성 신뢰 → 고객충성도 0.276 0.035 7.870
***

채택

3-3 호의성 신뢰 → 고객충성도 -0.007 0.057 -0.130 기각

4 기업-소비자 동일시 → 고객충성도 0.320 0.053 6.025
***

채택

주) 
**
 p < 0.01, 

***
 p < 0.001.

성 신뢰에 정 인 향을 주었으나, 자선  책임

(C.R. = -3.220**)은 오히려 상과 반 로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가설 1-3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사회  책임과 문성 신뢰 간의 계를 보면, 경

제  책임(C.R = 18.447***)과 자선  책임(C.R. = 

6.867***)은 상했던 바와 같이 문성 신뢰에 

정 인 향을 주었으나, 법 ․윤리  책임(C.R. = 

-1.855)은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1-5, 가설 1-8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1-6, 

가설 1-7은 기각되었다. 

사회  책임과 호의성 신뢰 간의 계는 상했던 

바와 같이 경제  책임(C.R .= 15.941***), 법 ․윤

리  책임(C.R. = 21.871***), 그리고 자선  책임

(C.R. = 3.517***) 모두가 호의성 신뢰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9～ 

가설 1-12는 모두 채택되었다. 

기업의 사회  책임과 기업-소비자 동일시 지각 

간의 계도 상했던 바와 같이 경제 (C.R. = 

15.919***), 법 ․윤리 (C.R. = 3.429***)  자선  

책임(C.R. = 11.373***) 모두가 기업-소비자 동일시 

지각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2-1～가설 2-4 모두 채택되었다. 

소비자의 신뢰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보

면, 정직성 신뢰(C.R. = 6.625***)와 문성 신뢰(C.R. 

= 7.870***)는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주는 

반면, 호의성 신뢰(C.R. = -0.130)는 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 2는 채택된 

반면,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끝으로 기업-소비자 동일시 지각이 고객충성도

에 주는 향을 보면, 상했던 바와 같이 정

인 향(C.R. = 6.025***)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의 사회  책임과 소비자

의 고객충성도 사이의 계에서 소비자 신뢰와 기

업-소비자 동일시 지각이 수행하는 매개역할에 

해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은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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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요약

향을 주고,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다시 고객충성도

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의 경우 그 매개역할이 제한 임을 알 

수 있다. 즉, 경제  책임과 법 ․윤리  책임은 

정직성 신뢰를 통해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

을 주고, 경제  책임과 자선  책임은 문성 신

뢰를 통해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주는 반

면, 경제  책임, 법 ․윤리  책임  자선  책

임은 모두 호의성 신뢰에 정 인 향을 주지만 

호의성 신뢰가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함으로써 사회  책임활동이 고객충성도에 미치

는 향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실선은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하고, 선은 가설이 기각되었음

을 의미한다. 

5. 토의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경 학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이 기업의 주요 성과

지표 의 하나인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실

증 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기업에 

한 신뢰와 기업-소비자 동일시의 매개역할을 확인

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기업의 사회  책임을 

Carroll의 피라미드 모형에 입각하여 측정하고, 우

리나라 기업  표 인 네 개를 선택하여 최근 

구매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주요

한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경

제  책임은 정직성 신뢰, 문성 신뢰, 호의성 신

뢰  기업-소비자 동일시 모두에 정 인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 ․윤리  책

임은 정직성  호의성 신뢰와 기업-소비자 동일

시에는 정 인 향을 주지만 문성 신뢰에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선  책임은 

문성  호의성 신뢰와 기업-소비자 동일시에는 

정  향을 주지만 정직성 신뢰에는 오히려 부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직

성 신뢰, 문성 신뢰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고

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호의성 신뢰의 경우에는 고객충성도에 미치

는 유의미한 향을 발견하지 못하 다. 

본 연구결과가 주는 이론   실무  시사 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부분 으로 고객의 신뢰와 기업-소비자 동

일시에 정 인 향을 주고, 이들이 다시 고객충

성도에 정 인 향을 으로써 기업의 사회  

책임과 기업성과 간에 정 인 계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기업이 원하

는 결과를 보다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사회  

책임활동을 략 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한다. 설

문조사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사회  책임의 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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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신뢰  기업-소비자 동일시와의 계는 상

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를 들면, 기업이 고

객과의 계에서 정직성에 기반 한 신뢰를 구축하

고자 한다면 경제 , 법   윤리  책임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반해, 자선  책임활동을 강조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기업-소비

자 동일시의 강화를 통해 기업성과에 향을 주고

자 한다면 법 ․윤리  책임활동보다는 경제  

 자선  책임활동에 집 해야 한다. 셋째, 기업

의 사회  책임에 한 통  에서는 경제  

 법  책임만을 강조하지만, Carroll[34]은 윤리

  자선  책임도 필요함을 강조하 다. 본 연

구결과에 따르면, 자선  책임활동도 문성 신뢰, 

호의성 신뢰, 그리고 기업-소비자 동일시를 통해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므로, Carroll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

의 사회  책임활동과 기업성과 간에는 일종의 매

개역할을 수행하는 변수들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

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신뢰와 기업-소비자 동일

시만을 다루었지만, 향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매개

변수를 찾아낸다면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의 효

과성을 제고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법  책임과 윤리  책임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

는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4].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화  특성과 련된 향인지, 아

니면 측정도구나 개념의 문제인지에 해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일부 측정항목들이 락되었다. 그리고 네 가

지 차원의 사회  책임을 측정하기 해 검증된 도

구를 사용하 지만, 응답자들의 반응에 따라 법  

 윤리  책임이 하나로 묶이게 되어 본래의 연구

목표와는 다르게 연구모형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소비자들을 상으로 인식된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을 측정하 는데, 소비자들

이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에 해 얼마나 알고 있

는지 알 수 없다. 셋째, 본 연구는 짧은 기간에 이

루어진 횡단면 인 연구이므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인과 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  책

임의 다양한 차원에 한 측정과 그 책임활동에 따

른 성과에 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 다는 측면

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 기업 실무에서 사회  

책임활동을 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기업의 

목표설정이 필수 이며, 그 목표달성을 한 사회

 책임활동을 선택   순차 으로 수행하는 것

이 효과 이라는 것을 시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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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와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기업의

사회

책임

경제  

책임

∘ 00기업은 제품의 품질(혹은 서비스)을 지속 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 같다.

∘ 00기업은 고객의 불평에 처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

∘ 00기업은 이윤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발 에 이바지 하는 것 같다.

∘ 00기업은 고용창출을 해 노력하는 것 같다.

법  

책임

∘ 00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법  기 을 수하고 있는 것 같다.

∘ 00기업은 직원의 복지추구와 고용 련법을 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 00기업은 다른 하청업체들과의 명시된 계약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 00기업의 조직 리자들은 기업경 과 련된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 00기업은 소비자보호법( ：손해배상, 거래해약 등)을 잘 따르는 것 같다.

윤리  

책임

∘ 00기업은 반 인 윤리강령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00기업은 과장 고나 허 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 00기업은 투명경 (부패, 특혜, 비리 척결 등)을 하는 것 같다.

∘ 00기업은 다른 사업 트 ( ：납품업자, 하청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 같다.

자선  

책임

∘ 00기업은 지역사회  여러 학교들과의 력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다.

∘ 00기업은 스포츠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

∘ 00기업은 직원들로 하여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자원 사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다.

∘ 00기업은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 같다.

기업-소비자 동일시

∘나는 00기업이 경쟁기업과 비교해 상 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00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나는 00기업에 한 호의  는 비호의  구 에 한 심이 많다.

신뢰

정직성 

신뢰

∘ 00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진실 된 내용을 달하는 것 같다.

∘ 00기업은 소비자들과의 약속이행에 충실할 것 같다.

∘ 00기업은 거짓이 없는 진솔한 기업인 것 같다.

∘ 00기업은 정직한 기업인 것 같다.

문성 

신뢰

∘ 00기업은 자신의 산업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 00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 00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호의성 

신뢰

∘ 00기업은 우리 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이는 기업인 것 같다.

∘ 00기업은 우리사회의 최  심분야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 00기업은 우리사회의 웰빙(Well-being)을 먼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

고객충성도

∘나는 00기업을 향후 몇 년간 계속 이용할 것이다.

∘만약 서비스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면, 00기업을 다시 선택할 것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00기업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00기업은 업계 최고이다.

∘만약 군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나는 00기업을 추천 할 것이다.

∘ 00기업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00기업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

∘만약 다른 기업이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한다면 이용하는 기업을 바꿀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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