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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 가능한 경영 및 긍정적인 기업신뢰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활동이 되었다. 그러나 CSR 활동이 기

업 수준에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산업별 전략적 접근은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CSR과 기업명성

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CSR 활동, 기업명성과 충성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CSR 

활동, 기업명성과 충성도의 관계에 있어 기업신뢰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설문지를 배포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소비자보호책임, 경제적 책임, 기업 경영능력이 기업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방정식과 Sobel-Test을 사용한 결과 기업신뢰의 매개효과가 규명되었다. 연

구결과 CSR과 기업명성의 유형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산업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핵심주제어: 사회적 책임, 기업명성, 금융기관

Ⅰ. 서론

우리나라의 오늘날 세계적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양극화

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 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저임금, 노동자 착취 등의 문제

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산업 분야에서 경영의 투명성에 대

한 요구증대와 기업윤리 등의 사회적 책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즉 이제는 단순히 수익 창출과 주주가치 창출, 노동시

장 제공이라는 역할만으로 기업의 책임이 완수 되었다고 인

정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업이나 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즉각적

인 반응으로 수익성 악화로 위험에 직면 할 수 있으며, 궁

극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감소 할 수도 있다.  이는 직접적으

로 기업명성에 타격을 주게 된다. 최근 시장에서 개별 브랜

드나 제품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나 명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다. Fombrun & van Riel(2004)는 좋은 기업명성은 여타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이다. 오늘날 기업가치 

하락은 직접적으로 시장가치 하락을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기업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명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은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의 

홈페이지나 언론활동 등에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공헌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명성을 높여서 기

업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경영전략의 차원이 아닌 자선적 기부의 형태로 

인식함에 따라(Lee, 2002) 소극적인 형태로 기부활동 등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에는 법으로 강제되던 규제적 관점을 벗어

나 기업 스스로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경영의 투명

성 증대와 기업이 주주,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요구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복지, 공공 이익 등을 실현하

기 위한 활동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서 CSR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

는 단순히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책임 완수뿐만 아니라 

CSR 활동이 궁극적으로 경영활동의 성과로 수익창출로 연

결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구들은 기업의 CSR 활동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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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력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다수의 많은 

연구들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긍정적인 기업태도로 이어

져 소비자에게 기업에 대한 선호도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를 높인다는 연구결과(Brown & Dacin, 1997; Ross, Patterson, 
& Stutts, 1992; Maignan & Ferrell, 2004; MacMillan et al., 
2005; Han & Ryu, 2003; An & Keun, 2005; Yoon & Su, 
2003)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회공헌활동

의 영향이 일관되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연구결과들

(Becker-Olsen et al., 2005; Klein & Dawar, 2004; Sen & 
Battacharya, 2001; Sen et al., 2006)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Sen and Bhattacharya(2001)의 연구는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가 그 기업의 제품을 

사려는 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소비자에게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은 아니며, 소비자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어떻게 지각하

느냐가 기업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CSR의 기업경영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CSR 활동의 전략적 측면에서 Lee & Kim(2006)
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73%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사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략적으로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CSR활동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기업의 CSR활동이 기업의 경쟁력이나 시장에서 소

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단순히 사회에 기여하는 것 외에, 이러한 

활동이 다시 기업의 경영활동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CSR이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규명하고 있으나 대

다수가 특정 제품의 구매의도나 전체적인 기업활동 등 사

례연구가 중심을 이루다 보니 CSR을 산업별 전략적 접근방

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즉 근본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사회공헌활동을 선호

하는지, CSR 활동이 개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측

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적의 CSR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한 전략적 CSR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산업특성에 

따른 CSR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일반 제품과 기업

이미지 등에 초점을 연구되었지만 금융기관의 CSR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CSR
과 기업명성이 금융기관 신뢰, 기업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여 금융기관이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소비

자들에게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충성

도를 높일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기존문헌 연구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개

념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며, 기업은 

단순히 이익 획득의 차원, 즉 경제적 법적책임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의무를 지닌다(McGuire, 1963; Seith, 1975; 
Carroll, 1979; McWilliams & Siegel, 2001)라고 요약·정리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60년대에 사회적 가치 변화로 인

해 윤리적 측면에서 보는 견해가 나타나면서 더욱 구체화되

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간주하

였다. 기업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업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2000
년대에 들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목표 및 가치 

관점에서 각종 사회문제의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였다

(Bhattacharya & Sen, 2004; Maignan & Ferrel, 2004). 따라서 

오늘날 CSR 활동은 획일적인 기부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서 

기업이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에 적철하게 환원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CSR 활동은 

이익 극대화라는 궁극적인 기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시켜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David 
et al., 2005). 이러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매우 다양한데, 그동안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SR활동은 기업명성, 기업의 이미지, 재무성과, 제

품의 구매의도 등과 같은 유, 무형적 성과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eo & Chung(2010)은 CSR
성과가 높을수록 기업명성은 증가하였고, 증가된 기업명성은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0)는 

CSR활동 적합성이 기엽명성 인식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

한 명성인식이 해당 기업에 대한 제품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 명성을 높여 궁극적

으로 브랜드 태도, 투자 의도, 취업 추천의도,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높이고(Yoon & Jo, 2007). CSR 활동은 기업에 대

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창출이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데,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브랜드자

산, 긍정적인 기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s, Patterson, & Stutts, 1992; Brown and Dacin 1997; 
Maignan and Ferrell 2004; Salmones et. al., 2005; Yoon & Su, 
2003). Brown & Dacin(1997)은 소비자들이 가지는 기업 연상

은 기업이 가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지각 속에서의 기업 이미지로 구분된다고 하였

다. Salmones et. al(2005)은 윤리적이고 자선적인 기업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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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인식하게 되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긍정적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Lorge, 1998), Hoeffler and 
Keller(2002)은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이 브랜드 인지도 구축

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 브랜드신뢰 및 브랜드 감정의 고양, 
브랜드 커뮤니티의 창조등을 통해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개념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Ji(2010)는 

CSR 활동과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선호도, 브랜드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CSR 활동이 브랜드 자산의 구성 요

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비슷하게 

Yoon & Su(2003)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

광고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이미

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Han & Ryu(2003), Ross, 
Patterson & Stutts(1992)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선호도와 신뢰도 등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구매의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Sen and Bhattacharya(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활

동이 기업-소비자동일시를 매개로 하여 기업 평가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Kim & Kim(2008)의 연구결과 개별 

브랜드 애호도 형성에 있어 기업연상 유형들의 상대적 영향

력에 대한 가설검증에서는 기업 능력연상이 CSR연상보다 개

별 브랜드에 대한 신뢰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브랜드 신뢰에 있어서는 고품질 

제품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기업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 능력

연상이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소비

자들의 관심과 요구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형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보다는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의 본질적인 능력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ark & Hong(2009)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활동 노력은 기업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신뢰가 기업의 환경적 책임활동이 기업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력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CSR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소비자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

다(Brown and Dacin, 1997; Maignan and Ferrell, 2004; 
Mandhachitara and Poolthong, 2011; Mohr and Webb, 2005; 
Kim & Kim, 2008; Park & Hong, 2009). Maignan and 
Ferrell(2004)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신뢰를 유발시키고, 나아가 기업

충성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밝혀냈다. 개별 제품 수준

에서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호혜성지각과 신뢰를 매개하여 소비자충

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도 있다(Park 
& Hong, 2009). 

2.2 기업명성

기업명성은 1990년대부터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Fortune)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조사하면서 학계와 업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기업명성(corporate reputation)은 기업이 가

진 무형의 자산(intangible asset)으로 기업과 관련한 공중들

의 영향력, 존경, 지식 등에 의한 기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

로 볼 수 있다(Hall, 1992, 1993). Balmer(2001)는 이미지와 

명성은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이미지가 조직에 대한 

공중의 가장 최근 신념이라면, 명성은 조직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해온 활동에 기반을 두어 수립된 가치판단 체계에 근

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명성은 기업과 관

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기업에 대

해 전반적으로 갖게 되는 긍정적 평가 또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Gotsi, Wilson, 2001; Dowling, 2001; Cha, 2004). 기

업명성의 경우, 조직이 장기간에 걸쳐 행한 활동을 바탕으

로 수립된 가치판단체계에 입각한 공중들의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므로 다른 개념들과 구분할 수 있다

(Balmer, 1997; Bennett & Kottasz, 2000). 오늘날 기업명성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업명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상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Herbig & 
Millewicz(1993)는 기업의 명성은 기업의 총체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과거의 모든 행위들과 역사적인 판단의 총

합적 혼성물이며 장기간의 일관된 행위를 요구한다. 그리고 

기업명성은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전

해 주는 정보의 흐름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기업의 존경, 신

뢰, 확신, 존중의 동기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기업이 명

성을 잃는다면 더 이상 시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킬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여러 경쟁사들은 더 이상 그 기업

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실추된 신

뢰성을 회복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주도권을 가진 기업을 믿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 평가하며 그들은 기업의 명성이 제

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업명성은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이거나 기업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으로 볼 수 있

으며 기업명성은 기업의 과거활동을 바탕으로 지각한 소비

자들의 총체적 평가로써 기업명성을 기업 활동과 소비자평

가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과거 지속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

한 이해관계자들의 총체적 평가로 정의하였다(Jang et al., 
2011). 이와 같이 기업명성은 산업구조나 경쟁전략과 비교

하여볼 때 기업성과를 더욱 잘 예측하고 설명하는 요소라

는 사실에서(Bharadwaj, 1995; Van Riel & Fombrun, 2007) 
경영결과에 대해 강력한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명성의 실질적인 경영효과로서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의 구매의도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 Yu, 2004; 
Fombrun and Riel, 2004). Brown & Dacin(1997), Han & 



김성욱·하규수

3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0 No.3

Yu(2004)은 기업명성이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

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였다. 
Tyler(1999)는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내부 관

리자보다 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

업명성이 좋은 기업에 대한 소비 및 투자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증대시켜 준다.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

성은 기업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정

당성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명성에 대해 Dowling(2001)은 

기업의 명성을 통해 확신, 신뢰, 지지, 긍정적인 입소문 등

을 바탕으로 슈퍼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immons & Becker-olsen(2006)는 사회적 활동과 기업명성

에 대한 높은 상관관계가 스폰서에 대한 평가를 우호적으

로 변화시킴을 입증하였다. 사회적 책임활동을 다하는 기업

의 명성에 대한 영향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명성은 구매자의 지각된 위

험을 감소시키고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가 증가되어 기업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되어 궁극적으로 상표충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은 브랜드 전략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rown 
& Dacin 1997; Salmones et al., 2005; Berens et al., 2005; 
Pivato et al., 2008; Yoon & Su, 2003), 또한 기업의 CSR은 

기업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lein & Dawar, 2004; Lacey, Close, & Finney, 2010; 
Lichtenstein et al., 2004; Mohr et al., 2005). 기업명성은 신

뢰의 선행변수로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Ganesan, 1994; Lee & Turban, 2001; Doney 
& Cannon, 1997; Dowling, 2001; Keh & Xie, 2009). 
한편 신뢰와 충성도간에 관련성을 규명한 여러 연구들

(Sirdeshmukh et al., 2002; Morgan & Hunt, 1994; Doney & 
Cannon, 1997; Pivato et al., 2008)이 있으며, Pivato et 
al.(2008)은 기업의 CSR이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기업의 신뢰가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Tang(2007)는 

기업명성은 고객충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이 

기업의 제품 등에 충성심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면에서 기

업명성이 절대적인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CSR은 기업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윤리적 책임은 기업신뢰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2. 경제적 책임은 기업신뢰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3. 법적 책임은 기업신뢰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자선적 책임은 기업신뢰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기업명성은 기업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상품능력은 기업신뢰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경영능력은 기업신뢰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고객서비스 능력은 기업신뢰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기업신뢰는 사회적 책임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 기업신뢰는 기업명성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

기 위해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활용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를 위해 특정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설문지 30부를 배포 및 수집하여, 측정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한 후 이를 토대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 조사에서 전체 4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340부가 회

수되었으며, 그중 누락치가 있거나 무의미한 자료를 10부를 

배제한 3340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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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의 측정을 위한 모든 문항들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

되는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

성타당도를 1차적으로 확보한 후 구성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Carroll(1979)이 제시한 경제적 책

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의 구성차원을 바

탕으로 각 차원의 하부요인들을 바탕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하

였다. 기업명성의 구성요소에는 기업정체성의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Fortune)은 제품과 서

비스의 질, 관리능력, 혁신성, 장기적 투자가치, 재정적 안정, 
인재고용과 개발, 지역사회봉사 및 환경보호 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과 

Dowling(2001)이 개발한 척도를 참고로 본 연구인 금융기관을 

대상에 적합한 경영능력, 상품능력, 고객서비스의 측정항목으

로 구성되었다. 기업신뢰에 대해 선행연구를 참고로 고객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

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안전성 보장 등에 대해 믿게 

되는 정도의 이성적 평가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충성도는 

Kim & Kim(2008)의 연구와 같이 브랜드 충성도의 개념을 적

용하여 “브랜드에 대한 행동적ᆞ태도적 정의를 종합한 복합

적 정의로서 고객이 현재 선호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이는 호의적인 태도와 미래에도 일관성 있게 재

이용, 재구매, 구전홍보 하려는 깊은 몰입상태”라고 정의한다. 
모든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를 양극

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측정요소의 설계 

구분 문항수
측정
지표

근거

CSR

윤리적 책임 6 5점척도
Maignan & Ferrell(2004), Lee &

Kim(2006), Kim & Om(2014)

소비자보호 책임 6 5점척도
Carroll(1979), Herpen et al.(2003), Kim

et al.(2005)

환경책임 4 5점척도
Maignan & Ferrell(2004),

Sen & Bhattacharya(2001)

Lee & Kim(2006), Kim & Om(2014)

경제적 책임 4 5점척도
Maignan & Ferrell(2004),

Lee & Kim(2006), Kim & Om(2014)

기업
명성

경영능력 4 5점척도

Brown & Dancy(1997)

Kim(2011), Kim(2009)
상품능력 6 5점척도

고객서비스 3 5점척도

매개
변수

신뢰 4 5점척도
Homer(1990), Keller(1993),

Kim & Kim(2008)

종속
변수

충성도 5 5점척도

Chaudhuri & Holbrook(2001),

Oliver(1999), Salmones et al(2005), Kim

& Kim(2008),

Kim & Om(2014)

기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유무, 직업, 소득,

금융자산 
7

명목
척도

-

3.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

며,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
단계 매개효과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28 70.4

여자 96 29.6

연령

30세 미만 57 17.3

31~40세 159 48.2

41세 이상 114 34.5

결혼여부

결혼 216 65.7

미혼 109 33.1

기타 4 1.2

교육수준

고졸이하 17 5.2

대학졸업 230 69.9

대학원이상 82 24.9

직업

기업임원 및 전문직 50 15.2

관리직 및 사무직 186 56.7

서비스 및 영업직 49 14.9

기타 43 13.1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84 29.1

301~500 124 42.9

501만원 이상 81 28.0

금융자산

1,000만원 이하 65 24.3

5천만원 이하 91 34.1

1억 미만 51 19.1

1억 천만원 이상 60 22.5

4.2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고, 요인분석으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통해 척도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고유치 1.0이상인 요인을 추출

하였고, 요인적재량 0.4이하인 경우에는 문항에서 제거하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고유치 1.0이상이면서 요인적재량이 0.4이상으로는 4개의 요

인이 도출되었고,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4개 요인은 전체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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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1.52%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요인명은 요인 1을 

윤리적 책임, 요인 2를 소비자보호 책임, 요인 3을 환경책임, 
요인 4를 경제적 책임으로 명명하였다. 기업명성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고유치 1.0이상이면서 요

인적재량이 0.4이상으로는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분

석에서 도출된 3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2.39%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요인명은 요인 1을 상품능력, 요인 2를 

경영능력, 요인 3을 고객서비스라 명명하였다. 기업 신뢰와 

기업 충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고유치 1.0이상이면서 요인적재량이 0.4이상으로는 2개의 요

인이 도출되었고,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2개 요인은 전체 분산

의 76.18%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요인명은 요인 1을 

기업 신뢰, 요인 2를 기업 충성도라 명명하였다.

<표 3> 사회적 책임

구분 1 2 3 4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781 .265 .245 .134

기부활동을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761 .165 .221 .304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행할 것이다. .745 .282 .297 .20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 
생각한다

.698 .294 .374 .217

시민기업(기본적 권리 보호 등)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662 .161 .267 .344

사회윤리에 부합하는 경영을 하는 것 같다. .658 .272 .260 .398

고객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

.195 .846 .081 .072

고객의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19 .812 .093 .123

금융 소비자보호법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다.

.212 .707 .228 .264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 
같다.

.316 .630 .208 .176

고객관련 정보를 고객사전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153 .573 .395 .276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107 .544 .296 .368

환경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96 .190 .833 .236

환경재생 및 복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310 .179 .822 .223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 .313 .173 .811 .129

환경을 위해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56 .271 .760 .149

투명경영을 하는 것 같다. .280 .128 .122 .790

건전하고 안전한 자금운용을 할 것이다 .231 .189 .166 .770

합리적 투자와 운영을 하고 있다 .324 .189 .124 .711

시장금융환경 보호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

.150 .315 .310 .668

고유치 3.975 3.618 3.588 3.123

분산 19.877 18.090 17.938 15.617

누적분산 19.877 37.967 55.905 71.523

<표 4> 기업명성

구분 1 2 3

전문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해 준다 0.845 0.195 0.215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0.834 0.221 0.131

전문적인 금융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0.807 0.235 0.225

수익성이 높은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 0.805 0.313 0.122

혁신적인 상품 개발능력이 있다 0.787 0.375 0.063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많다. 0.73 0.381 0.089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0.326 0.792 0.099

우수한 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0.362 0.779 0.14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0.165 0.724 0.299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 0.376 0.722 0.14

지점이용이 편리하다 -0.017 0.056 0.864

고객서비스가 좋다. 0.293 0.18 0.799

광고를 잘 한다. 0.214 0.263 0.664

고유치 4.397 2.910 2.105

분산 33.824 22.384 16.190

누적분산 33.824 56.209 72.399

<표 5> 기업 신뢰와 충성도

구분 1 2

금융기관의 제품 및 상품을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다. .856 .236

다음에도 이 금융기관의 상품을 가입할 것이다 .821 .226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이 금융기관을 고려할 것이
다

.820 .255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더 선호
하고 있다.

.815 .271

다음에도 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802 .200

금융기관을 믿을 수 있다. .255 .894

금융기관을 신뢰할 수 있다. .237 .886

금융기관을 안심할 수 있다. .187 .884

금융기관을 의지할 수 있다. .326 .745

고유치 3.649 3.208

분산 40.545 35.641

누적분산 40.545 76.186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신뢰

도 검증에서는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여 Cro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신뢰계수의 경우 그 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결과 각 변수가 0.6 이상으로 신

뢰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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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뢰도

구분 Cronbach'α 

펀드
선택
속성

윤리적 책임 .924

소비자보호 책임 .868

환경책임 .928

경제적 책임 .848

위험
감소
행동

상품능력 .931

경영능력 .854

고객서비스 .741

기업 신뢰 .906

기업 충성도 .851

4.3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명성이 기업신뢰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기 이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VIF 값이 최대 2.3이하로 나타났으며, Tolerance 값이 

0.36~0.7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7> 기업 신뢰도

구분 B β t

(상수) 2.985 　 4.034***

경제적 책임 .259 .255 4.405***

윤리책임 -.017 -.031 -.463

소비자보호 책임 .190 .298 4.882***

환경책임 .069 .082 1.399

상품능력 .056 .096 1.591

경영능력 .119 .126 2.109*

고객서비스 .086 .068 1.456

F 44.891***　

R2 .502　

Adjusted R2 .491

*p<.05 **p<.01 ***p<.001

기업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회적 책임과 기업명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F=44.891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49.1%로 나타났다. 사회

적 책임에서는 경제적 책임(t=4.405, p<.001), 소비자책임(t=4.882, 
p<.001), 기업명성에서는 경영능력(t=2.109, p<.05)이 기업신뢰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인 가설로는 가설1-1, 
가설 1-3, 가설 2-3이 채택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4.4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인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명성이 기업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의 신뢰도가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매

개회귀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분석은 3단계의 회귀

분석으로 시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설명변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명성이 매개변수인 기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단계에서 설명변수인 기업의 신뢰도가 종속변수인 

기업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에서 종속변수를 설명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해 동시에 회귀분

석을 실시한다.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유

의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

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며 설명변수는 유의한 관

계를 보이지 않거나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작은 영향을 미쳐

야 한다. 이때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β값이 감소

하되 여전히 유의하면 ‘부분적 매개효과’이고, β값이 유의하

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라고 한다(Bae, 2006). 이상의 방법

을 토대로 3단계의 회귀분석에 따라 기업이 미지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설명변수가 사회적 책임과 기업명성 모두 매개변

수로서의 기업 신뢰의 역할이 지지되었다. 사회적 책임과 기

업명성이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보면 1, 2단계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3단계 역시 여전히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책임의 경우 독립변수의 영향이 2단
계(β=0.575, t=12.64)에 비해 3단계(β=0.402, t=6.883)에서 줄

어들어 기업 신뢰가 ‘부분적 매개역할’을 알 수 있었다. 기업

명성의 경우 독립변수의 영향이 2단계(β=0.630, t=14.553)에 

비해 3단계(β=0.478, t=9.379)에서 줄어들어 기업 신뢰가 ‘부
분적 매개역할’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기업명

성 모두 설명변수와 매개변수를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시

행한 모형의 설명변수만을 포함시켰을 때보다 매개변수가 포

함된 모형이 설명력이 높고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3단계 매개회귀 분석기법 이외에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으로 Sobel-Test가 존재한다(Sobel, 1982). 

<표 8> 매개효과 검증

변수 단계 b β t 　F-value 　adj.R²

사회적 
책임　

1단계 .139 .654 15.530*** 241.182*** .426

2단계 .165 .575 12.642*** 159.810*** .329

3단계
(매개)

.115

.354

.402

.265

6.883***

4.532***
94.719*** .367

명성

1단계 .864 .575 12.620*** 159.255*** .329

2단계 1.252 .630 14.553*** 211.779*** .395

3단계
(매개)

.950

.349

.478

.264

9.379***

5.180***
127.155*** .439

*p<.05 **p<.01 ***p<.001

Sobel-Test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표 8>에 요약되어 있으며, 
3단계 매개효과 검증결과와 마찬가지로 설명변수 사회적 책

임과 기업명성 모두 종속변수인 기업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

에서 기업 신뢰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사

회적 책임과 기업명성이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기업 신뢰는 유의한 매개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가설 3, 
가설 4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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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위에서 사용한 사회적 책임과 기업명성의 세부

적인 항목들을 이용하여 유형별 CSR 활동, 기업명성과 기업 

충성도와의 관계에서 기업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Sobel-Test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구분 b 표준오차 Sobel-Z Score

csr → 신뢰 .139 .009
9.232***

신뢰 →충성도 .165 .013

명성 → 신뢰 .864 .017
8.532***

신뢰 →충성도 .349 .068

*p<.05 **p<.01 ***p<.001

<표 9> 3단계 매개효과 유형별 검증 결과

구분 b β t
F-value/

adj.R²

1단계

경제적 책임 .259 .255 4.405***

44.891

.491

윤리적 책임 -.017 -.031 -.463

소비자보호 책임 .190 .298 4.882***

환경책임 .069 .082 1.399

상품능력 .056 .096 1.591

경영능력 .119 .126 2.109*

고객서비스 .086 .068 1.456

2단계

경제적 책임 .298 .220 3.660***

38.292

.450

윤리적 책임 .061 .081 1.179

소비자보호 책임 .064 .075 1.180

환경책임 -.006 -.005 -.091

상품능력 .182 .234 3.724***

경영능력 .108 .085 1.382

고객서비스 .378 .223 4.632***

3단계

경제적 책임 .248 .183 2.973**

34.582

.458

윤리적 책임 .065 .086 1.256

소비자보호 책임 .027 .032 .491

환경책임 -.019 -.017 -.281

상품능력 .172 .221 3.525***

경영능력 .085 .067 1.087

고객서비스 .360 .213 4.425***

신뢰 .189 .142 2.427*

*p<.05 **p<.01 ***p<.001

<표 9>을 보면 CSR 활동의 유형에 따라 기업 충성도에 미

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함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매개

변수인 기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가 있어 어떠한 

유형의 CSR 활동을 펼치는지에 따라 기업 신뢰 그리고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유형에 따라 기업신뢰와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대체적으로 경제적 
책임과 소비자 책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기업명성의 유형에 따라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에 차이가 존재함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매개변수인 

기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가 있어 어떠한 유형의 

기업명성에 따라 기업 신뢰 그리고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명성에 따라 기업 

신뢰와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대

체적으로 모든 유형의 기업명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표 10> 가설검증결과

가설 내용 검증결과

가설1

csr → 신뢰

1-1 경제적 책임 → 신뢰 채택

1-2 윤리적 책임 → 신뢰 기각

1-3 소비자보호 책임 → 신뢰 채택

1-4 환경책임 → 신뢰 기각

가설2

명성 → 신뢰

2-1 상품능력 → 신뢰 기각

2-2 경영능력 → 신뢰 채택

2-3 고객서비스 → 신뢰 기각

가설3, 4
3 CSR → 충성도(신뢰) 채택

4 기업명성 → 충성도(신뢰) 채택

Ⅴ. 결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며 다양한 산업에서 전략적 

측면의 사회적 책임이 연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CSR이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규명하고 있으나 산

업별 전략적 접근방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즉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선호하는지, CSR 활동이 개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CSR과 기업명성이 금융기관 신뢰, 기업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 책임에서는 경제적 책임, 소비자보호 

책임, 기업명성에서는 경영능력이 기업신뢰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단계 매개효과 검증결과와 마찬가지로 설명

변수 사회적 책임과 기업명성 모두 종속변수인 기업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기업 신뢰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지지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유형에 

따라 기업 신뢰와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존

재하며, 기업 신뢰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 CSR과 기업명성 
모두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명성은 기업신뢰에 영향을 미쳐 궁

극적으로 기업 충성도 구축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축적되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유형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무조건적으로 다양하고 활

발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의 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즉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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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투자자는 기업이 단순히 기부활동이나 자선적 활동 등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소비자보호와 경제적 책임의 유형의 사회적 
책임역할을 수행했을 때 기업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음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내부 관리자보다 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명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

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뢰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기업명성보다는 사회적 책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평판과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에 따르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매개변수의 역할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연구에서는 CSR의 
성과를 측정해야 할 때는 다양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역

할을 전략적 측면에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CSR과 기업명성 척도 개발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선행연구를 통해서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척도를 사용함으로서 금융기관의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 점이 있어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하위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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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SR and Firm Reput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Loyalty: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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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essential firm activity to establish favorable firm true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financial performance, also, it has been a little research 
that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CSR, firm reputation in firm level and firm true, firm loyalty in financial institution. This paper 
investigate empirically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firm reputation and firm loyalty, moderating effect of firm tru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firm reputation and firm loyalty. Results were computed using SPSS 20.0 statistical analysis 
program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lements of CSR activities are divided into four factor, such as economic, 
ethical, consumer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I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consumer protection responsibility, economic 
reliability and business management skill positive affects the reliability of firm.

Second, testing its mediating role, I use the three regression equation models by Baron and Kenny. When the mediator effect of firm 
true on firm loyalty was represented, the effect of CSR and firm reput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diminished. Thus, the 
mediating role of firm true was supported. It means the higher the CSR and corporation reputation activities are, the higher the firm true 
is, further the higher level of firm true can enhance firm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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