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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정적 정보 노출 전․후
공중의 인식과 적합성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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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Focusing on the Negative
Information Before and After Exposure to the
Public's Perception and Fit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in order to examine how meaningful difference the 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reates for the company’s image and brand
attituded, depending on the relevance of the CSR activities and the company’s products
as well as the public perce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if a company’s CSR effort
is highly related to its product and the public perceptions the CSR activity as a part
of efforts to be a responsible corporate citizen rather than profit-making publicity stunts,
it helped to improve the company’s image and brand attitude. In addition, such positive
reputation served as a cushion against bad publicity. In other words, when a company
is engaged in CSR activities that are related to its own products, it helped to offset negativ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In addition, when CSR efforts are seen as one with
innocent intention, it also helped to promote better company image and offset negative
information. Therefore, instead of trying CSR activities as just an one-time event,
companies should take more strategic approach toward CSR and go beyond a mere profitmaking efforts and try to become a more responsible soci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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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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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위기 상황에서 공중이 기업의 입장
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처하는 위기는
그 종류, 피해규모, 이해당사자가 다양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보기술의 발달,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격화, 소비자와 시민단체
의 영향력 강화, 사회 가치 수준의 향상
에 따르는 기업에 대한 비판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종영, 2005), 그 만큼 사회는 기업에
대해 과거보다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Dowling and Pfeffer, 1975). 즉, 오늘날
기업은 단순히 소비자의 경제적 욕구만
을 충족시켜주는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위기 시 소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에 대처 할 수 있는 회복력을
제공 할 수 있고,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이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평가절하거나, 최소화 시
키는 역할을 한다(윤각, 조재수, 2007).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2008년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209개)이 2008년 사회 공헌
활동에 총 2조 1,601억 원을 지출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총 1조 8,048
억 원에 비해서 19.7%가 증가하였고 기

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사회 단위로서 인

업들은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

지출 금액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적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Gruning and

활동 전담 부서의 증가와 더불어 그 활

Hunt, 1984).

동 영역도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지속적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점차 많은 기업들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 정부, 언론, 소비자, 주주, 종업원 등

Klein and Dawar(2004)는 기업의 책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과의 우호적 관

임 활동이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성과를

계 형성 및 유지, 혹은 호의적인 사회적

제공하지는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소비자

책임 활동의 관련 연상 창출이 지속가능

들의 귀인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궁극적

경영의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으로 기업평가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는

(Maignan and Ferrell, 2004). 또한 많은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국내

기업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결

으며 장기간에 걸친 기업의 이미지 관리

과가 있는데 특정 기업에 대한 부정적

와 공중과의 관계증진이 중요하게 인식

메시지가 노출 후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되고 있다(Klein and Dawar, 2004). 기업

통해 구축된 기업이미지가 위기 시 쿠션

이 평소에 공중파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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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연구들

주고 있다(Webb and Mohr, 1998; Sen

은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and Bhattachaya, 2001). 기업의 사회적

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

책임 활동의 효과는 항상 긍정적이기 보다

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의 책임 활동에

선행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

대한 메시지 혹은 정보가 기업이나 제품

히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기업의 사회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연구들을

적 책임 활동이 기업 성과와 높은 관련

진행해 왔다(Becker-Olsen, Cudmore, and

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만, 대부분

HIll, 2005; Kleing and Dawar, 2004; Brown

의 연구들이 단일 차원으로 보거나 구체

and Dacin, 1997). 또한 기업의 사회적

적인 활동 중심을 통한 결과만 보고 있

책임 활동이 소비자들의 신념, 태도, 기

다는 한계점이 있다.

업과의 일체감 등 인지적 측면과 브랜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의 부

구매의도, 충성도와 같은 행동적 측면에

정적인 정보 및 위기와 관련된 연구는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Baron, Miyazaki,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and Taylor, 2000; Sen and Bhattacharya,

요인 중에서도 적합성과 공중의 인식 바

2006).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기업이 위

탕으로 부정적 정보가 노출 된 후 기업

기와 마주 쳤을 때, 해당기업의 기업 사

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얼마나 방어 역

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공중의 인식 유

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무가 기업명성 훼손과 브랜드 평가 저

추후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 시

하, 기업 이미지 등의 연구들이 대부분

많은 사회 공헌 활동 중에서도 이러한

이다(윤각, 조재수, 2005; 안보섭, 권근혜,

요인들의 실증적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앞서 중요시 되

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

는 선행 요인들 없이 단일 개념으로 기

게 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운영 방안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과를 바탕으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
구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특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와 적합성에 따라

Ⅱ. 이론적 배경

사회 책임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Becker-Olsen, and Hill, 2005).
또한 공중이 인식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효과
에 관한 연구

임 활동의 동기와 적합성에 따라 사회
책임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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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기업의

있다고 보고 제품이 위험이 오래 지속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학술 분야에 처음

지 않을 것으로 인식함을 입증했다. 국

으로 도입한 보웬(Bowen, 1953; p.6)은

내에서도 부정적 언론보도가 해당 기업

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 사회의

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미치는 효과를 연

목적과 가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구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여겨지는 일련의 행동들을 따르거나 의

형성되는 긍정적인 소비자의 태도가 위

사 결정을 하거나 원칙을 추구하는 것에

기 상황 시 나타나는 조직에 대한 부정

대한 기업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업의 의무로 규정된 사회적 책임의 개

검증하였다. 이상경, 이명천(2006)은 기

념은 사회적 책임 활동은 공중들과의 이

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서 이미지

론적 토대가 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를 가진 기업의 경우, 위기를 겪더라도

기업의 사회 책임에 관한 이론적 토대가

공중이 기업을 좋은 방향에서 봐주고 책

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

임성과 반복성을 더 낮게 인식하여 사과

책임 활동은 공중들과의 관계라는 개념

의 수용을 쉽게 가능하도록 하고, 반 기

이 가장 중요해짐에 따라(윤각, 조재수,

업 정서의 해소에 관한 일련의 논의들은

2005), 그 이후에는 기업의 이해 관계자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그 해결책으로

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정의

제시하고 있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되고 사회적 책임 활동의 범위가 확장되

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기업의 자원을

고 있다(Maignan and Ferrell, 2004).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전략적 사회

1970년대 초기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

공헌 활동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임 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책임에 관한 기사가 공중의 특정 기업에

다. 현재 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대한 반 기업 정서의 감소에 기여할 것

의 효과 연구는 주로 마케팅과 관련하여

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구매행위 등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Gupta and Pirsch(2006)은 기업의 사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연구들

회적 책임은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회의

은 사회적 책임 활동이 위기 시 기업에

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에 대한 부정적

대한 태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인식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규명한 바 있

밝히고 있다.

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

Klein and Dawar(2004)는 소비자들이

속적으로 전개할 경우, 기업에 부정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더라

인식 한다면 위기의 책임 소재를 외부에

도 그 리스크로 받는 손해를 최소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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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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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조절 변인들 중에서도 사회 공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

활동 계획 수립 시 중요한 전략적 결정

행한다는 기사는 공중 관계성에 어떤 식

사항이자 사회적 책임 활동 진행에 있어서

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있다. 인지반응이론에 따르면 어떤 태도

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은진, 2005),

대상에 대한 선행 태도나 신념 체계의

적합성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

집합이 후속 정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계자들로 하여금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유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만

기업의 영역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게

약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

할 수 있다(Sen and Bhattacharya, 2006;

행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Forehand and Grier, 2003). 이에 따라

기사를 접한 소비자는 이 정보를 기반으

이해관계자들은 해당기업에 대한 지식

로 그 기업의 활동에 대한 신념을 형성

과 연상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

하게 될 것이고, 그 신념은 구매의 과정

존의 지식과 연상을 강화시키게 된다.

에서 인출되어 공중 관계성 평가에 긍정

반대로 기업과 사회 공헌 활동 간의 적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합성이 낮으면 기존 지식이나 연상과 일
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 공헌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활동 관련 정보를 쉽게 수용할 수 없게
된다(Becker-Olsen et al., 2005).
새로운 정보(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이란

동)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기업의 상

기업과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사이의

품, 브랜드 이미지, 기업의 포지션, 타깃

연결고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인식하

시장 등)간의 일치성이 낮은 경우 기업

는 지각된 적합성을 의미하고(Gupta and

활동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태도를 유

Pirsh, 2006) 기업의 특성이나 소비자의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lkes, 1999).

특성과 얼마나 적합하고 논리적으로 관련

기업의 사전 정보들과 낮은 적합성을 보

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또한 Varadarajan

이는 경우 불일치하다고 인식하면 새로

and Menon(1988)는 기업 사회적 책임

운 정보가 기존의 기억구조에 통합되기

활동의 공익과 기업의 상품 종류, 브랜

힘들고, 새로운 정보와 이전의 기대가

드 이미지, 기업의 포지션, 타깃 시장 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이 나타나며 이

의 관련성으로 정의를 내렸다. 적합성은

는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한다.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효과에 영향을

반면 높은 수준의 관련성이 나타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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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업의 행동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야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그

여기기 때문에 기업 혹은 브랜드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

준다고 지적 하였다.

났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 또는 연

Rifon et al.(2004)은 기업이 그 기업의

상과 상치되기 때문에 기업 사회적 책임

업종의 특성과 연관되는 분야에 대한 사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용을 방해 받게

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된다(Becker-Olsen et al., 2006). 따라서

기업이 박애적 동기에서 사회적 책임을

많은 연구자들은 기업의 제품과 사회 공

한다고 인식하며 이는 그 기업에 대한

헌 활동 사이의 적합성이 기업의 정당성

신뢰성을 증진 시켜 결국 기업 이미지에

과 신뢰성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사회 공헌 활동

Becker-Olsen(2006)는 기업과 사회적 진

분야의 적합성이 높을 때, 소비자는 인

취성이 낮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일 때

지과정을 간단히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

기업의 활동에 비호의적인 의견과 기업

임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도출한

의 동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나타나

다고 할 수 있다.

며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Varadarajan and Menon(1988)은 기업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이 신뢰할 수 없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을 자사 제품의

다고 생각하며 낮은 구매의도를 보이는

특성(예: 식료품회사의 결식아동 돕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업 사회적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와 포지셔닝

책임 활동과 기업 간 적합성이 높을수록

(예: 환경 친화적 기업이 환경 보존 캠페

소비자의 태도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 주요 소구 계층(예: 미용용품회사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유방암 퇴치 캠페인)의 세 가지 범주로

반면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적합성

구분 하였다. 이후 국내외 다수의 학자

의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들에 의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의

Forehand and Kahn(2003)은 기업의 사

적합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임을 검증하

업 영영과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의 적

였다(김자경, 김정현, 2001; 윤각, 조재수,

합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들은 오히려 기

2007, Varadarajan and Menon, 1988). 구

업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

체적으로(Drumwright, 1996)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

업종과 부합되는 분야에 사회적 책임 활

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지

동을 하는 경우 공중은 기업이 그 기업

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사회 공헌 분

김자경, 김정현(2001)은 제품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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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임 활동 간의 관련성이 지나치게

식하느냐가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과에

명백하여 이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Webb and More,

는 이득이 부각될 경우 공중들의 반응은

1998). 즉, 기업의 목적과 연계된 사회적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책임 활동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관련이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제품과 적합도가

있을 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높은 공익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는 하였다(Varadatajan and Menon, 1988).

이 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공중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

달리, 제품의 종류(목적 지향적/쾌락 지

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향적)에 따라 오히려 제품의 특성과 적합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는 기업 사회적

도가 높은 공익을 지원하는 것이 역효과를

책임 활동에 대한 공중의 태도 형성에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
중들이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를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
에 대한 공중의 인식에 관한
연구

추측하며 이러한 추측을 통해 기업 태도
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공중이 기업의 사회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은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목적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책임 활동의 목적에 대한 공중의 인식이

이루어 졌다. 안보섭, 권근혜(2005)는 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의 효과에 영향

인 이론에 근거하여 기업의 사회 책임

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안보섭, 권근혜,

활동의 목적을 공중이 어떻게 인식하느

2005; Barone, Miyazaki, and Taylor, 2000;

냐에 따라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에 대

Varadarajan and menon, 1998). 실제 현

한 태도가 변화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장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사회 책임 활동의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하거나 기업의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순수한 의도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두 가지를

로 인식한 공중의 경우 기업의 사회 책

절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

임 활동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

중들에 따라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 책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임 활동이 공중에게 지나치게 기업의 이

있다(Drumwright, 1996).

익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인식될 경우,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공중들이 기업

사회 책임 활동에 대해 위선적이라는 부

의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를 어떻게 인

정적 태도를 형성하며 이는 기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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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업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하기에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 대해

는 것이다.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이처럼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

책임 활동 동기의 순수성 혹은 진정성이

임 활동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의심될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는 않는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 공

것이다. 따라서 공중이 기업의 사회적 책

헌 활동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임 활동 동기를 순수한 인식으로 지각하

이유는 다양하다. Becker-Olsen, Cudmore

도록 활동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and Hill(2005)은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 왔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식할 때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소비

4.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의 위기
방어 역할에 관한 연구

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치
는 기업과 그 활동 간의 적합도가 높다

기업이 위기에 봉착 했을 경우 위기

고 인식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고 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위기커뮤니케이션이

였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평소 기업이 공중

Forehand and Grier(2003)에서는 기업의

과의 관계를 잘 관리를 한 경우 가장 효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에 대한 공중의

율적으로 작용된다. Grass(1977)는 1960

지각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

년대 초 GE가 강력한 기업 이미지 덕분

다. 하나는 기업 외부의 공익을 위한 동기

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사례를 언

(Public-serving)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

급하면서 이미지와 기업 명성과 같은 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동기(firm-serving)

형 자산이 기업을 보호 수단으로 작용할

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기업 사회적 책

수 있다고 설명했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

임 활동의 목적에 대한 귀인을 공익 도

지와 기업 명성은 기업의 보호 수단으로

모와 공익 착취로 나누기도 하였다. 공익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Caruana(1997)는

도모(cause benefit)는 기업이 기업 이윤

일단 명성이 형성되면 후광효과를 갖게

에 관계없이 사회적 대의를 위해 기업 사

되어 기업 명성에 손상을 입히는 위기상

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며,

황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명성을 회복

공익착취(cause exploitative)는 기업의 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을 위해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

Coombs(1999)은 공중으로부터 긍정적

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 이미지를 형성한 기업 일수록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공중들이 생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중이 쉽게 용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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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하며, 상호 간 신용이 위기를 상

(controllability)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쇄시키고 과거의 선행들은 위기를 용서

다시 브랜드 평가, 기업 평가로 이어질

하도록 만든 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정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의 사회적

당한 활동을 통해 형성된 좋은 기업 이미

책임 활동은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성과

지는 기업의 명성을 높여주며 높아진 명

를 제공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소비

성은 공중에게 부정적인 요소나 정보에

자들의 귀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대한 공중의 관심을 걸러줄 수 있게 하여

에, 궁극적으로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피

위기에서도 방어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해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김영욱(2002)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한다는 것이다. 또한 Dawar and Pilutla

전에 다양한 공중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

(2000)는 제품 위험 위기(Product-harm

축하여 기업 명성을 관리하면 뜻하지 않

crisis)상황에서 부정적 퍼블리시티(Publi-

은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기업과 공중 간

city)에 대한 공중의 태도를 측정한 결과,

에 구축된 신뢰 때문에 위기를 효율적으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있는 공중이 그렇지 않은 공중보다 부정

전략적으로 우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 기사의 내용을 덜 신뢰한다는 사실을

활동은 기업이 위기 상황 시 더욱 위기

밝히고 있다. 그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활동이 기업에게 즉각적인 성과를 안겨

Dawar and Pillutla(2000)는 제품으로 인

주기 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브랜드 평가

해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 기업의 적절한

에 미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대응과 소비자의 기대에 따라 증폭될 수

다고 하였다.

도 있고 큰 피해 없이 사그라질 수도 있

Klein and Dawar(2004)는 제품결함위기

음을 발견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

발생 시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면, 위기 상황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

가지고 있는 공중은 그렇지 않은 공중에

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비해 위기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의 사전 기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는 연구 결과를 밝히면서 긍정적 이미지

없다면 기업의 대응이 소비자들에게 미

관리를 위해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의

치는 효과는 반감된다는 것이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각, 서상희(2003)

klein and Dawar(2004)는 기업의 사회적

의 경우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

책임 활동의 연상이 자아내는 후광 효과

의 호의적 이미지를 제고하게 하며, 부

가 귀인행동을 결정하는 개념으로 책임

정적 상황에 효과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소재(locus), 안정성(stability), 통제가능성

도와준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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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el(1998)은 공중의 기업에 대한

총 4가지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태도를 인상형성이론으로 설명하고 있

토대로 부정적 정보 노출 전 후를 바탕

는데 공중은 기업의 단편적인 마케팅 커

으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를 종속

뮤니케이션들을 기억하고 통합한 뒤 기

변인으로 설정 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업을 평가하며 그 평가를 토대로 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대한 자신만의 신념을 갖는다. 그렇게

특성이나 제품과의 연계성 없이 무분별

형성된 신념이 기업에 대해 긍정적, 혹

하게 진행되어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은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원천이 된

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

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동의 인식 및 사회적 기여가 반감되고

수행은 공중의 장기기억에 저장되며 기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

업과의 연결 고리로 작용하여 기업에 대

임 활동은 획일적인 기부중심의 활동이

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사업 특성에 맞

다.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해당 기업

게 진행되어 전략적 효과를 반영한 실천

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그

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이은미, 2008).

러한 기업 인상이 위기 시 해당 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더 큰 전략

대한 긍정적인 기업 연상을 하게 하는

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제가 형성 된다고 볼 수 있다.

특성이나 소비자의 특성과 적합하게 관
련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특성이나 소

Ⅲ.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비자 특성 등과 적합성이 높을수록 기
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파생효과가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더욱더 긍정적임을 시사하고 있다(윤각,

활동의 핵심 변인을 적합성과 공중의 인

조재수, 2007; 이은미, 2008; Drumwright,

식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의 부정적 위기

1996).

발생 전 후를 바탕으로 기업 이미지와

이를 통해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전

브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생

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긍정적인

하는지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독

이미지가 기업의 위기 발생 시 도움이 된

립변인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

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 위기 시 소비자

합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기업의

들에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에 대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공중의 인식이

할 수 있는 회복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사회를 위한”,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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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 제품 특성
간의 적합성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

연구문제 1:

은 경우에 비해 브랜드 태도에 미치

부정적 정보에 노출되기 전 후를 바

는 부정적 영향이 적을 것이다.

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 제품 특성 간의 적합성이 높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의 순

경우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에

수성 혹은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 부정적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 반응을 보이는 연구 결과와 함께 공

연구가설 1-1:
부정적 정보에 노출되기 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 제품 특성
간의 적합성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기업 이미지에 미치
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이다.

중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를
순수하게 지각하도록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고 할 수 있다(Varadatajan and Menon,

1988). 이러한 추측을 통해 지각된 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는 기업 이
미지 및 브랜드 태도 등에 많은 영향을

연구가설 1-2:

미치고 적합성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

부정적 정보에 노출되기 전 기업의

정적 정보 노출 시 회복 될 수 있다고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 제품 특성

기대할 수 있다.

간의 적합성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

그러므로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이

은 경우에 비해 브랜드 태도에 미치

기업의 이미지 상승 및 이윤추구를 위한

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이다.

목적 보다는 순수한 동기로 의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도로 출발 한다고

연구가설 1-3: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 시킬

부정적 정보에 노출 된 후에 기업의

수 있다.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 제품 특성
간의 적합성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

연구문제 2:

은 경우에 비해 기업 이미지에 미치

부정적 정보에 노출되기 전 후를 바

는 부정적 영향이 적을 것이다.

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목적을 사회를 위한 것으로 인식한

연구가설 1-4:

공중은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

부정적 정보에 노출 된 후에 기업의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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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부정적 정보에 노출되기 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목적을 사회를 위
한 것으로 인식한 공중은 기업의 이
미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인식한 공

1. 연구 방법
1.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중보다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적합성
과 공중의 인식을 통해 부정적 정보 노

연구가설 2-2:

출 전후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정보에 노출되기 전 기업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사회적 책임 활동 목적을 사회를 위

는 측면에서 실제 신문기사의 형식으로

한 것으로 인식한 공중은 기업의 이

통해 설문을 진행 하였으며, 모집단은

미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인식한 공

기사 형식을 접하게 되는 특정의 집단

중보다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긍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

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대의 서울 소재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오
프라인에서 배포 및 회수 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2-3:

자기응답방식 설문지법으로 설문조사를

부정적 정보에 노출 된 후 기업의

실시하였고 총 응답자 86명 가운데 1차,

사회적 책임 활동 목적을 사회를 위

2차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응답자수는

한 것으로 인식한 공중은 기업의 이

172부이다. 본 연구 자료의 수집은 11월

미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인식한 공

에 2주간 이루어 졌다.

중보다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적을 것이다.

1.2 실험 처치물 제작
본 연구는 기업의 부정적 위기 정보 전

연구가설 2-4:

후를 바탕으로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의

부정적 정보에 노출 된 후 기업의

적합성과 동기에 따른 기업 이미지와 브

사회적 책임 활동 목적을 사회를 위

랜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한 것으로 인식한 공중은 기업의 이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은 2(기업

미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인식한 공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 고/저)*2(기

중보다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부정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 사회를 위

적 영향이 적을 것이다.

한/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집단 간의

글로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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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인 기

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이 높은 제품과

업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과 기업의

관련한 것(자동차를 바탕으로 생계수단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에 따라 4개 집단

을 영위하는 영세소상인 지원, 생계형

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위기 전 후를 바탕으로

차량과 등록 및 자립 지원금, 창업 및 경

종속변인인 기업 태도와 브랜드태도 인식

영 컨설팅, 장애인 및 노약자를 중심으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캠페인 전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처치물은

으로 만들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기존 기업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동 적합성이 낮은 경우에는 제품 특성과

이미지와 태도를 통제하기 위해 가상 기

관련성이 없는 단발적인 기부 활동 및

업을 설정 하였다. 실제 기업을 선택할

봉사 활동 중심으로 만들었다. 부정적

경우 이미 형성된 기업의 이미지 및 기

정보 노출 된 후 기업과 사회적 책임 활

업 명성을 토대로 답변할 우려가 있기

동과 기업 제품 특성 간의 적합성을 높

때문에 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고 파

고 낮은 경우에는 “A자동차 제품 결함

급 효과를 고려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

위기”라는 정보를 노출 시켜 기업 이미

성을 하였다. “파급 효과”란 기업 및 브

지 및 브랜드 태도 측정을 하였다.

랜드 속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는(사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를 위한 동기/기업 이윤 목적을 위한

아니라 해당 메시지 속에 언급되지는 않

동기)로 나뉘어서 조작하였다. 사회를

았으나 관련된 속성에 대해서도 추론을

위한 동기는 건설회사가 열악한 주거 환

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에 실제

경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안락한 보

기업에 메시지를 접한 피험자들은 파급

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랑의 집짓기 활

효과로 인해 해당 차원에 대한 정보를

동을 통해 건설업종의 특성을 살려 집수

바탕으로 다른 차원들에 대해서도 추론

리 봉사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기업 이미지

을 첨부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공헌 대상

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자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넣었다.

때문이다(강주연, 차희원, 2008).

반대로 기업을 위한 동기는 사회적 압박

기업과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적합성

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본격적인 사회

정도에 따라 광고물이 제작 되어야 하는

적 책임 활동에 관한 로드맵을 통해 사

데 적합성은 “자동차”와 관련성 여부에

회 공헌 활동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사

따라 조작되었다. 즉 자동차 기업은 자

회적 요구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기사

동차와 관련한 산업 중심으로 기업의 사

를 첨부하였다. 부정적 위기 발생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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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를 위한 동기로 사회공헌 활동을

록 하고자 하였고 설문의 구성은 피험자

한 A건설회사는 부실공사로 인한 사과

가 먼저 시나리오를 본 다음에 조작적

성명을 발표한 기사를 첨부 하였고, 기

점검을 위한 문항과 종속변인인 기업 이

업을 위한 동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지 및 브랜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활동을 한 A금융회사는 성과급 잔치로

제시 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기업 사회

인한 기사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적 책임 활동의 관련 신문기사는 부정적

상황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기

위기 정보 노출 전 후를 나뉘어 “기업과

사들을 참고 하였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적합성”과 “기업

해 기사 형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건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의 순수성 지각”

에 대한 해설 및 헤드라인의 영향을 배

을 통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태도”

제하기 위해 뉴스형식의 기사작성 형식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을 차례도록

을 참고하여 단순 사실만을 전달하는 스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신상에

트레이트형 기사형태로 만들었다(박수정,

대해 사용자 특성 변수 등 총 31개 문항

차희원, 2009).

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실험에 의한 설문지는 총 8개로 구성
하여 기업의 부정적 정보가 노출되기 전

1.3 설문지 구성

의 실험 기사 시나리오 4개의 설문지와

각 피험자는 4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기업의 부정적 정보 노출 후의 4개의 설

같은 대상자를 바탕으로 실험 1차와 2

문지를 통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

차를 나뉘어서 총 8개의 설문지를 배부

에 의한 피험자는 4집단으로 나뉘어 먼

하였으며 실험 기사 시나리오를 읽고 설

저 1차 실험을 하였으며 3일 후 동일 대

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업 이

상자를 바탕으로 2차 실험을 실시하였다.

미지와 브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점

실험 시나리오를 읽고 설문에 응답하도

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1> 설문지 항목 구성
변수

문항수

기업과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적합성

4문항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공중의 인식

9문항

기업 이미지

8문항

브랜드 태도

4문항

사용자 특성 변수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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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료 분석 방법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사용
특성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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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와 제품 특성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로 측정 항목을 선정하였다.

2.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에
대한 공중의 인식

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객관
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도구와

기업 사회적 책임활동 동기의 순수성

개념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

지각이 공중이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측정도구에 사용된 측정 문항들에 대해서

(Rifon, Choi, Trimble, and Li, 2004; 최지호,

변수들의 일관성 여부와 이에 대한 검증을

문연희, 2008)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다

위하여 각 변수 별로 Cronbachʼs Alpha 계

음과 같이 측정하게 되었다. “자신의 제품

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을 구매 하도록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 “영업 수익을 올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1 기업과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적합성

리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
을 한다”, “소비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 “도덕적으로 옳
은 일이기 때문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한

기업과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적

다”,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 공

합성은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해당 기업의

헌 활동을 한다”, “공익활동을 벌임으로

업종 특성과 기업 이미지와 관련이 있고

써 혜택을 얻는다”, “사회복지에 대한 진

부합되는 정도로 정의된다(이은미, 2008).

정한 관심은 없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업과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적합성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로 측정 항목을

측정 항목은 Beraens, Riel, and Bruggen

선정하였다.

(2005), 이은미(2008)가 개발한 문항을 보
완ㆍ수정하여 척도 사용하였다. “사회적 책

2.3 기업 이미지

임 활동은 기업의 업종 특성과 일치한다

기업 이미지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

고 생각한다.” “사회적 책임 활동은 제품

보와 그 기업에 대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특성과 잘 맞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책

총체적인 인상이라 할 수 있다(윤각, 조재수,

임 활동은 산업 특성과 잘 맞다고 생각한

2005). 본 연구에서는 차희원(2005)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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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7점

별로는 19~28세가 55.8%, 29~38세는 7%,

척도). “책임 있는 기업이다”, “친절하고

39세~48세는 17.4%, 49세~58세는 19.8%

사려 깊은 기업이다”, “친근한 느낌의 기

을 차지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최종학력

업이다”, “합리적인 기업이다”, “깨끗하

분포는 중, 고등학교 졸업 19.8%, 대학교

고 건전한 기업이다”, “정직한 기업이다”,

재학 41.9%, 대졸 26.7%, 대학원 재학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다”, “존경받는 기

9.3%, 대학원 졸 2.3%로 나타났다. 그

업이다”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외에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86명을 대상

2.4 브랜드 태도

으로 이용자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표 2>로 정리할 수 있다.

브랜드 태도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다
양한 브랜드 중 하나의 브랜드에 가지게

<표 2> 이용자 특성

되는 이해당사자들의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영란(2006)이 사용한 4
가지 문항을 보완ㆍ수정을 통해 다음과

성별

같이 측정하였다(7점척도). “해당 브랜드
에 호감을 느낀다”, “해당 브랜드에 대해

연령

신뢰감을 느낀다”, “해당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해당 브랜드
에 대해 친밀한 감정을 느낀다”로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변인은 기업

최종
학력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 및 공중의 인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 변수의 조작
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하였다.
직업

3. 표본의 특성
총 86명의 대상자를 바탕으로 1차 실험과

결혼
여부

2차 실험을 진행 한 결과 설문지를 총
172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
면 남자 37.8%, 여자 62.2%였으며, 연령

주거
형태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남자
33
37.8%
여자
53
62.2%
19~28세
48
55.8%
29세~38세
6
7%
39세~48세
15
17.4%
49세~58세
17
19.8%
중학교 졸업
1
1.2%
고등학교 졸업
16
18.6%
대학교 재학
36
41.9%
대졸
23
26.7%
대학원 재학
8
9.3%
대학원 졸
2
2.3%
사무직
10
11.6%
전문직
6
7%
학생
42
48.8%
자영업
4
5.2%
주부
20
23.8%
기타
4
3.5%
기혼
39
45.9%
미혼
47
54.1%
단독주택
8
9.3%
아파트
54
61%
전세
1
0.6%
월세
6
7%
기타
1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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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적 점검 및 타당성과 신
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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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모두 0.6을 넘
어선 것을 확인 하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ʼs a 값을 계산하였다. 일반적으
실험 자극물로 선정된 “A자동차 그룹”의

로 Cronbachʼs a 계수를 0.6 이상이면 충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제품

분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간의 적합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실시하였다. 적합성이 높게 조작한 경우

하는 변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M = 5.73), 적합성이 낮게 조작한 경우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M = 3.61)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

때문에 본 연구의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사도구는 연

공중의 인식이 순수한 목적과 기업 이미지

구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

상승목적을 위한 조작적 점검을 해 본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 “A건설회사”, “A금융회사” 경우에
도 각각 (M = 5.18), (M = 4.36)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기업 제품 특성 간의 적

V. 연구가설 검증

합성 및 공중이 느끼는 인식의 정도가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1. 연구문제 1 검증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측
정도구의 조작적 정의가 적절한지 즉,

첫 번째 가설은 <연구가설 1-1>, <연구

측정항목들이 연구하려는 개념을 충분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서 피험자가

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알아

부정적 정보 노출 전에 응답한 기업 이

보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is)을

미지와 브랜드 태도를 집단별로 평균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기

교분석을 하였다.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적합성, 기

<표 3>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

품 특성 간의 적합성이 높은 경우에 기

중의 인식, 기업 이미지, 브랜드 태도 구

업 이미지와 브랜드 평가는 각각 평균값

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

(M = 5.46)과 (M = 5.73)로 적합성이 낮은

분석(Principal Companent Analysis)에서

경우보다 평균값(M = 4.14)와 (M = 5.19)

직각요인회전(Orthogonal Factor Rotation)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기업의 사회적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회전 방법인 Vari-

책임 활동의 적합성이 높은 경우는 적합성

max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이 낮은 경우 보다(t = 13.56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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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문제 1의 검증 결과Ⅰ
종속변인
기업 이미지
브랜드 태도

독립변인

부정적 정보
노출 전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적합성 고

23

5.46

1.008

적합성 저

23

4.14

1.024

적합성 고

23

5.73

1.009

적합성 저

23

5.19

1.05

<표 4> 연구문제 1의 검증 결과Ⅱ
종속변수
기업 이미지
브랜드 태도

독립변수

사례수

부정적 정보
노출 후 평균

표준편차

적합성 고

23

4.25

1.253

적합성 저

23

4.07

1.257

적합성 고

23

4.06

1.082

적합성 저

23

3.73

1.274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

= 2.436, p < .001)로 기업의 사회적 책

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경우 자

임 활동이 적합성이 높은 경우 부정적

회사가 출시하는 제품과 적합성이 높은

정보 노출 전 후 모두 기업 이미지와 브

경우,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하는 것

랜드 태도가 적합성이 낮은 경우보다 높

보다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가 높게

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되었다.

<표 4>에서는 부정적 정보 노출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제품 특성간

2. 연구문제 2검증

의 적합성이 높은 경우, 적합성이 낮은
경우보다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태도가

두 번째 가설 <연구가설 2-1>, <연구

부정적인 정보를 완충 역할 하는 것으로

가설 2-2>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나타났다. 적합성이 높은 경우 기업 이

과 같다.

미지와 브랜드태도가 각각 (M = 4.25),

<표 5>에서는 <연구가설 2-1>, <연구

(M = 4.06)으로 나타나 적합성이 낮은

가설 2-2>에서 기업의 부정적 정보 노출

경우보다(M = 4.07), (M = 3.73)보다 더

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보 노출 후

에 공중의 인식이 순수한 동기로 느꼈을

측정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태도 결과 (t

경우,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태도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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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문제 2의 검증 결과Ⅰ
종속변수
기업 이미지
브랜드 태도

독립변수

사례수

부정적 정보
노출 전 평균

표준편차

순수 동기 목적

20

5.1

0.95

기업 이미지 향상 목적

21

4.02

1.391

순수 동기 목적

20

5.36

0.926

기업 이미지 향상 목적

21

3.95

1.585

<표 6> 연구문제 2의 검증 결과Ⅱ
종속변수
기업 이미지
브랜드 태도

독립변수

사례수

부정적 정보
노출 후 평균

표준편차

순수 동기 목적

20

4.35

1.027

기업 이미지 향상 목적

20

3.37

1.176

순수 동기 목적

20

3.88

1.622

기업 이미지 향상 목적

20

3.13

1.355

(M = 5.1), (M = 5.36)으로 나타나 기업이

수 동기 목적으로 인식한 경우 기업 이미

이미지 향상 목적으로 느낀 경우 보다 기업

지(M = 4.35)와 브랜드태도가(M = 3.88)

이미지와 브랜드태도(M = 4.02), (M = 3.95)

로 나타나 이는 기업이 기업의 이미지 향

가 더 높게 나타났다(t = 7.822, p < .05).

상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계속해서

행한 경우 보다 기업 이미지(M = 3.37),

수행을 하게 되더라도 공중이 느끼는 인

브랜드태도(M = 3.13)보다 높게 나타나서

식에 따라 기업이 이미지 향상 목적으로

(t = 4.314, p < .05) 연구가설 2는 지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기업

되었다. 이는 기업이 부정적 정보에 노출

이 순수한 동기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

이 되었더라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

는 경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에 의한 기존의 공중의 인식 차이가

<표 6>에서는 <연구가설 2-3>, <연구가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태도에 상이한 차이

설 2-4>에서 기업의 부정적 정보가 노출

를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된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공중의
인식을 통해 순수 동기 목적으로 한 경우
에 기업이 이미지 향상 목적으로 행한 경

Ⅵ. 결론 및 논의

우보다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 측정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우선 피험자가 순

최근 많은 학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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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활동에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했고 국

합성이 낮은 경우(봉사활동, 기부활동)

내에서도 기업들의 기업 사회적 책임 활

보다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가 더

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

높게 측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품 결

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해

함이 있었던 부정적 정보 노출 후에도

서는 실무적으로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

기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이 높

들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

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기업 이미지와

수의 논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브랜드태도를 완충 역할 하는 것으로 나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나

타나 기업은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보다

타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업의 사회

기업과 연관된 제품 이미지와 기업 특성

적 책임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

는 변인이 부족한 실정이며 확실하게 영

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향을 주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결과를 기준에서 보자면 기업의 실

까지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

무 담당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이다.

을 실행 하는 경우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보이는 기업 제품 특성 간의 적합성과

예를 들어 Simmons, Becker-Olson(2006)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데

밝힌 연구 결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있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공중의 인식의

임 활동이 기업 제품 간 적합성이 낮은

관점으로 선행변인을 선택하여 기업이

경우에는 기업의 포지셔닝을 불명확하게

부정적 정보가 노출 전 후를 통해 기업

하며, 기업의 자산을 깎아먹는 치명적

이미지와 브랜드태도에 얼마만큼 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나타냈는데,

미한 차이점이 생기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

연구결과, 부정적 정보 노출 전 후를

업광고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부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기업의

각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령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적합성과 공중의

유한킴벌리는 20년 이상 기업 및 브랜

인식 차이가 종속 변수인 기업 이미지와

드이미지와 높은 적합성을 갖는 숲 가꾸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기를 주제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타났다. 1차 실험인 부정적 정보 노출

동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을 지속적으로 기업 광고를 통해 시행한

제품 특성간의 적합성이 높은 경우, 적

결과 높은 기업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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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의 전략도

지 향상 목적으로 단발적이고 목적 지향

예를 들 수 있다.

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게 된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데 있

다면, 공중은 오히려 그러한 기업의 활

어서 공중의 인식 차이가 기업 이미지와

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기

브랜드태도에 얼마만큼 유의미한 차이

업에 대하여 불신감과 부정적인 이미지

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기업은 순수한

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에 기업은 장

동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적인 시각으로 기업 이윤 상승이나 이

경우에 기업의 이윤 목적을 위한, 기업

미지 상승을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사회

의 이미지를 향상 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적 책임 활동을 지양하고 좀 더 본질적

것보다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태도가 더

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기업의 사회적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기업이 사회 공

책임 활동의 마인드를 갖고 기업 경영

헌 활동에 막대한 지출을 늘려도 기업이

철학에 반영하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경우 공중의

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

인식이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느낀

에서 벗어나 사회 조직 및 견고한 자본

경우에는 아무리 기업이 사회 공헌 활동

주의 형성 및 사회 조직으로서의 책임을

을 한다고 해도 부정적 반응을 일으킬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진다. 이는 앞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기업이 사회적

으로 기업의 실무자가 사회 공헌 활동을

책임 활동 강화를 위해 지출 비용이 증

하는 경우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

것보다는 공중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드

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지만 공중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보 노출 전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코리

에 기업 제품 특성 간의 적합성과 공중

서치가 서구의 주요 언론 보도를 내용

의 인식 차이가 부정적 정보 노출 후에

분석한 결과 전체의 48.2%가 사회적 책

얼마만큼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태도를

임을 내세우는 기업들의 활동이 “단순

위기 방어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

한 쇼”라고 평가했다고 보고했다.1)

자 하였다.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임 활동에 관한 연구는 대다수가 부정적

의도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전개되기

정보가 노출되기 전에 기업의 성과와 결

도 하는데, 기업은 기업의 이윤 및 이미

과에 관한 연구들이 전략으로 선행되었
지만, 이 연구에서는 특정 변인 중에서

1) 한겨례(2004, 1, 28면).

적합성과 공중의 인식을 통해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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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것보다 직접적

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

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해 기

여 다양한 계층 및 사회, 경제적 속성까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 고려하여 보다 연구를 진행 하게 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

다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높아 질 것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중요 변수인

으로 보여 진다. 두 번째는 기업 선정 상

적합성과 공중의 인식을 통해 보다 더

의 제약으로 인하여 결과가 도출 되었다

기업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

고 판단하였다. 최근에 금융회사의 사회

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고

적 문제로 불거진 이슈화를 통해 기존

이를 통해 기업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

피험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션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나리오 상에 금융

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회사를 실험했기 때문에 왜곡된 이미지

보여진다.

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는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경

다양한 산업 군에서 검증할 필요성이 있

영활동에서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다고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활동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서는 연구 환경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험

어떻게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의 실시 간격을 3일간의 시차밖에 두지

효율적,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학계

못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에서 또는 실무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남

경우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다는 견해를

을 것이다. 또한 보다 더 기업의 사회적

고려한다면 보다 더 긴 시차를 통해 장

책임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

기적인 실험 설계가 진행 하였다면 그것

인들을 찾아내고 또는 각각의 변인들을

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설정하여 변인간의 상호 작호 작용 효과
를 검증하는 등 한계점을 보완하여 발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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