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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a theoretical research system on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family restaurants upon corporate image, corporate preference and revisit intention. Based on total 
342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confirmed the reliability and fitness of 
research model and verified total 4 hypothese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by Amos 
program. SEM results showed tha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family restaurants ha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corporate image(legal and economic aspect 0.203-p<0.05; philanthropy 
aspect 0.318-p<0.001; ethical aspect 0.203-p<0.05), and corporate image ha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corporate preference(0.979-p<0.001) and revisit intention(0.258-p<0.05) as well. Also, 
corporate preference ha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revisit intention(0.844-p<0.001). The findings 
of this study verified a hypothetical ground tha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family restaurants 
has positive effects upon revisit intention. Additionally, regarding the activity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foodservice industry, it is proved that the practices in the activities of philanthropy and contribution 
to society rather than the practices in the legal and economic aspect had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customer's favorable behaviors. 

Key word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amily restaurant, corporate image, corporate preference, 
revisit intention, universit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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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세계화 추세로 인해 사회의 권력 구조

가 국가 심에서 기업 심으로 격히 재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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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기업이 사회 으로 큰 향력을 가진 

집단이 되므로서 그들이 리게 된 사회  지

에 합한 역할과 책임에 한 사회 인 기 도 

차 높아지고 있다( 한상공회의소 2006). 이러

한 시  흐름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출한 액수가 지난 2002년 1조원을 넘

어선 이래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꾸 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경상 이익 비 사

회 공헌 활동으로 지출하는 액수가 2% 정도를 차

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종철․류강석 2007). 
로 스캔․동아시아연구원․매일경제(2007)가 

공동으로 국내․외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
리나라 국민들은 삼성, 존슨앤존슨, 마이크로소

트, LG 등의 순으로 사회  책임 활동을 우수

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범 에 있어

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생산 공정이 환경에 나쁜 

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81.7%
가 동의하 고,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값싸게 

제공하는 것(69.3%)”과 “종업원들을 공평하게 

우하는 것(67.7%)”, “자선  기부활동(60.1%)”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사업(57.9%)” 등의 순으

로 나타나 재 기업들이 부분 으로 추진하고 있

는 사회공헌활동에 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8년으로 

정된 국제표 화기구(ISO)의 기업 사회  책임 표

화 작업에 따라 기업의 극 인 응 필요성

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남기화․여정성 2007), 많은 선행 연구들(McGuire 
등 1988; Russo & Fouts 1997; Roman 등 1999; 
Graafland 2002)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과 경제

인 성과와의 연 성이 검증되면서 사회  책임 

활동은 국가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성

과를 해서도 부득이하게 경 자에게 고려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The World Economic Forum 1999).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  활동에 한 다양한 

연구가 마  분야에서 차 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특히 마  역에서의 기업의 사회  책

임 활동에 한 연구의 증가는 기업의 처한 환경

을 분석하여 올바른 기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에서 그 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재까

지 이 진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과 련된 연

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

째 연구들은 소비자 으로써 Cone(1999)은 제

품의 가격과 품질이 동일하다는 제 아래 사회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랜드를 구매

하겠다는 소비자가 응답자의 76%를 차지하 으

며, Paluszek(1997)는 75%의 소비자가 사회  책

임 활동에 무 심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여 기업의 제품에 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사

회  책임을 잘 수행하는 기업에서 더욱 정

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 내었다(Creyer & 
Ross 1997). 한, 기업의 사회 인 공헌도가 기

업의 이미지나 선호도를 평가하는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들이 기업의 평가하는데 있

어서 경제 인 기  이외에 사회  책임을 다하

는 정도와 그로 인해 각인되는 기업 이미지를 

요시하며(Robin & Reidenbach 1987; Fombrun & 
Shanley 1990; 신강균 2003), 반면 상업 인 이익

만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약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 다(Caudron 1997). 
결과 으로 부정 인 사회  책임 활동에 한 

소비자의 인식은 체 인 제품의 평가에 해로운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 로 정 인 사회  

책임 활동은 제품에 한 평가를 향상시키는 

요한 요소로서 평가하 다(Brown & Dacin 1997; 
Sen & Bhattacharya 2001). 그러나 기업이 사회  

책임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소비자로 하여  

정 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일반 인 사실과 달리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의 궁극 인 목 이 상업성이라는 제하여 이

진다는 부정 인 인식을 갖게 되어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무 한 향을 다는 연구(Smi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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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dghill 1994; Webb & Mohr 1998)도 있으며, 
사회  책임 활동의 양이 일정한 수 을 넘어서

면 오히려 기업에 한 정 인 평가가 감소한

다는 연구 결과(박종철․류강석 2007)도 발표되

고 있는 실정이다. 그 지만 가시 인 성과로써 

소비자들이 기업에 한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기업이 가진 능력보다 사회  책임 수행의 여부

가 더 요한 기 이 되며(김재휘․김수정 2005),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기업과 제품에 한 

소비자의 태도에 정 인 계를 지니면서(Davids 
1990; Business in the Community 1997; Ellen 등 

2000), 이해 계자의 행동과 태도에 유의한 향

을 다는 연구(Murray & Vogel 1997)들이 여

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들은 종사원 으로 Valentine 

& Fleischman(2008)은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

에 한 인식이 종사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며, 종업원에 한 실질 인 보상 체계( 여, 
보 스, 옵션 등)가 사회  책임 활동을 활성화하

는데 있어서 효과 인 역할을 하고(Mahoney & 
Thorn 2006), 서비스 기업( 융업, 할인 , 백화

, 공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종사원의 신뢰

와 몰입에 유의한 향을 주면서(지성구 2006)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조직의 내부 인 마

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음을 

제시하 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과 련되어 

선행으로 이 진 부분의 연구들이 마이크로소

트사(Brown & Dacin 1997), 제지 기업(한은경․

류은아 2003), 이동통신 기업(황병일 2004; Sal-
mones 등 2005), 패션 기업(이승희․김미  2006), 
가  기업(윤각․조재수 2007), UN 로벌 컴팩 

가입 기업(Centindamar & Husoy 2007) 등 일반 기

업체에 치 되어 있을 뿐 외식업체의 사회  책

임 활동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으로써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에 따라 정 인 기업 

태도가 유발되며, 이는 곧바로 소비자의 구매 행

동으로 이어진다는 메커니즘이 외식업체에도 

용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검증된다면 바

람직한 기업의 방향을 제시해 다는 에서 의의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가장 많이 이

용하는 표 인 외식업체로 패 리 스토랑을 

선정하 으며, 이러한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이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와 어떠한 

인과 계를 가지며, 결과 으로 재방문 의도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하

다.

Ⅱ. 연구 가설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설정

재까지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업의 사

회  책임 활동과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에 한 실증 분석 결과를 패 리 

스토랑에 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 가설은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으로 구성된 독립변수와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로 이 진 종속변수로 구

분되었다.

1)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과 기업 이미지

기업의 사회  책임은 기업의 이윤 동기를 넘

어선 사회에 한 기업의 책임을 의미하며(Bowen 
1953), 기업 이미지는 개인이나 집단이 상에 

해 갖고 있는 신념, 태도, 인상의 총합으로써(Ba-
rich & Kotler 1991) 소비자들이 기업에 하여 

갖는 총체 인 인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기업

에 한 정 인 이미지를 형성시켜 다고 하

으며(Freeman 1992; 윤각․서상희 2003; 정기

한 등 2007), 포의 이미지와 사회  책임 활동

은 정 인 연 성을 지니면서(Handelman & Aro-
nold 1999)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이미

지를 향상시켜 으로써 결과 으로 기업의 이윤 

증 에 기여한다고 하 다(Arnott 1994; Car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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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Caudron 1997).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이 기

업 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고 가

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1: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은 기

업 이미지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기업 이미지와 기업 선호도

기업 선호도는 기업에 해 개인이 상 으로 

계속 으로 가지고 있는 호의 인 인지  평가나 

감정 인 느낌, 행동 경향 등을 말하는 것으로 특

정 상에 해 선호하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다(한은경․류은아 2003). 선행 연구에 

의하면 기업 이미지로 변되는 기업의 명성은 

계 유지 의도(기업 선호도)에 유의한 향을 

다고 하 고(황병일 2004), Dean(2004)은 사회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양심 인 기업의 이미지는 

소비자들로 하여  정 인 반응을 유도하여 해

당 제품에 한 선호도를 높임으로써 투자 경향

에 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 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을 바

탕으로 한 기업 이미지는 기업 선호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2: 기업 이미지는 기업 선호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기업 이미지와 재방문 의도

소비자들의 실제 인 방문 행 를 조사하는 것

은 실제 방문 행 가 일어나는 시 과 시간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 리 스토

랑의 특징 인 성향을 반 하여 실제 방문 행동 

신 재방문 의도를 조사하 다. 재방문 의도는 

소비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반복 으로 계속하여 

이용할 가능성으로 생각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

질 수 있는 행 인 의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이
종은 2007), 사회  책임 활동과 련된 연구는 

부분 구매 의도로서 측정되고 있었다. 선행 연

구에 의하면 기업이 사회 인 책임 활동을 하면 

해당 기업의 랜드나 그 제품에 해 소비자들

이 정 인 태도(Smith & Alcorn 1991; Brown 
& Dacin 1997; Ellen 등 2000)를 보이며, 제품에 

해 호의 인 평가를 하면서 결과 으로 구매 

의도(Ross 등 1992; Creyer & Ross 1997; Mai-
gnan & Ferrell 2001; Sen & Bhattacharya 2001; 
David 등 2005)에도 유의한 향을 다고 하

다. 한, Assael(1998)은 소비자들이 기업에 

한 정보와 제품을 사용했던 경험을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자신의 정보와 경험을 토 로 기업에 

해 자신만의 신념을 형성하며 그 신념은 랜

드에 해 정 , 부정  태도를 갖게 해주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  구매 행동에 향

을 미치게 된다고 하 다. 뿐만 아니라 Lafferty & 
Goldsmith(1999), Madrigal(2000), Mohr 등(2001)
의 연구에서도 사회 인 책임을 우수하게 실천하

는 기업의 이미지가 그 지 않은 기업보다 구매 

의도에 향이 높음을 실증 으로 입증함으로써 

사회  책임으로 인해 기업에 한 정 인 연

상이 일어나면 제품에 해서도 정 으로 평가

하게 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을 바탕으로 

한 기업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

설을 설정하 다.

H3: 기업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 기업 선호도와 재방문 의도

기업 선호도와 재방문 의도와 련된 연구로 

한은경․류은아(2003)는 기업에 한 선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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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Sureschchandar 등(2002)은 제품에 한 선호도

가 결과 으로 정 인 구  효과로 이어지면서 

재구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한, 
Ross 등(1990)과 Jones(1997)의 연구에서도 부

분의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 인 책임이 원인이 

되어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망설이지 

않게 된다고 하 으며,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기

업에 한 고, 홍보를 통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정보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는 

기업에 한 선호도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과 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 리 스토랑의 기업 선호도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

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4: 기업 선호도는 재방문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모형은〈그

림 1〉과 같다.

η1=γ11ξ1 

η2=γ21ξ1 

η3=γ32ξ2+γ33ξ3

ξ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η1: 기업 이미지

η2: 기업 선호도

η3: 재방문 의도

γij βij: 측정될 모수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설계

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도구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은 Carroll 
(1979), Maignan(2001), Ibrahim 등(2003), 김해룡 

등(2005), Salmones 등(2005), 남기화․여정성(2007) 
등의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보완하여 12문항으

로 측정하 으며, 기업 이미지(유태용 1995; Gold-
berg 1999; 윤각․서상희 2003; 정기한 등 2007) 
5문항, 기업 선호도(Goldberg 1999; 류은아 2003; 
한은경․류은아 2003; 김재휘․김수정 2005) 5문

항, 재방문 의도(Anderson & Weitz 1992; Sirohi 
등 1998; 이종은 2007) 4문항을 포함한 총 26문항

을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2) 조사 설계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해 서울 지역에 치한 4년제 

학교 재학생을 표본으로 설정하 으며 총 400명

의 학생을 상으로 하 다. 비 조사는 ㄱ

학교 재학생을 상으로 2008년 3월 1일부터 5
일까지 비설문지 50부를 배포하 으며, 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보완하여 2008
년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 다. 총 38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통계분석이 가능한 342부(85.5%)를 SPSS 
(V 12.0)와 Amos(V 5.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 다.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내용타당성과 신뢰성을 측정하 으며, 구성개념

별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최종 으로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에 따른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와의 가설검

증을 해 상 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체 모형의 합도

를 측정하 다.

Ⅲ. 연구결과  고찰

1. 표본의 일반 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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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하기 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표 1〉과 같다. 조
사 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42.7%(146명), 여학생 

57.3%(196명)이었으며, 학년으로는 1학년 18.4% 
(63명), 2학년 20.5%(70명), 3학년 31.9%(109명), 
4학년 29.2%(100명)로 조사되었다. 공별로는 조

리․외식 공 49.7%(170명), 비 공 50.3%(172명)
이었으며, 한 달 용돈은 21～30만원 29.2%(100
명)로 가장 많았다. 패 리 스토랑 방문 횟수로

는 한 달에 1회 61.4%(210명)로 다수의 응답을 

차지하 으며, 선호하는 패 리 스토랑으로

는 아웃백스테이크가 46.8%(160명)로 가장 많았

고, 패 리 스토랑 방문 이유로는 분 기 34.8% 
(119명), 음식의 맛과 품질 34.0%(116명)로 다

수를 나타냈다.

2. 측정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한 탐색  요인분석

과 신뢰도분석 결과는 각각〈표 2, 3〉과 같다. 
독립변수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기업

의 사회  책임 활동은 법․경제  책임, 자선  

책임, 윤리  책임 등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표 1> 표본의 일반 인 특성

구분 빈도(342명) 비율(%) 구분 빈도(342명) 비율(%)

성별
남학생 146 42.7

선호

패 리

스토랑

마르쉐 10 2.9

여학생 196 57.3 베니건스 35 10.2

학년

1학년 63 18.4 빕스 69 20.2

2학년 70 20.5 씨즐러 9 2.6

3학년 109 31.9 아웃백스테이크 160 46.8

4학년 100 29.2 토니로마스ㆍ매드포 18 5.3

공
조리․외식 공 170 49.7 TGIF 30 8.8

비 공 172 50.3 기타 11 3.2

한달 용돈

(만원)

～20 79 23.1

패 리

스토랑

방문이유

음식의 맛과 품질 116 34.0

21～30 100 29.2 스토랑 분 기 119 34.8

31～40 86 25.1 음식의 가격 11 3.2

41～ 77 22.6 스토랑 치 14 4.1

방문 횟수

(한달)

1회 210 61.4 친 한 서비스 8 2.4

2～3회 107 31.2 메뉴의 다양성 46 13.4

4회 이상 25 7.4 쿠폰  할인 요소 28 8.1

으며, 설명력은 65.582%로 조사되었다. 요인 

1은 이 업체는 최 의 이익을 창출하기 해 노

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장기 인 에서 성공

을 계획하고 있다, 이 업체는 언제나 경제 인 성

과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언제나 법의 

정해진 테두리를 수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해

계자와 련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

다, 이 업체는 법을 수하는 것이 성과 향상에 

도움을 다고 생각하고 있다 등 6개 변수로 구

성되어 법․경제  책임이라고 명명하 으며, 요
인 2는 이 업체는 사회 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업체는 자선 인 활동에 회사 

자원의 일부를 할당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공공의 

이슈를 처리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등 3개 변수로 

구성되어 자선  책임이라고 명명하 고, 요인 3
은 이 업체는 경제 인 성취 이 에 윤리 인 원

칙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업체는 경제

 성과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윤리 인 원칙도 

수용한다, 이 업체는 고객에게 윤리 이고 정직하

게 행동하고 있다 등 3개 변수로 구성되어 윤리  

책임이라고 명명하 다. 이러한 결과는 Maignan 
(2001), Ibrahim 등(2003)의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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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립변수(사회  책임 활동)의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요인․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크론바하

알 계수

법․

경제

책임

 1. 이 업체는 최 의 이익을 창출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0.834 －0.056 －0.064

0.854

 2. 이 업체는 장기 인 에서 성공을 계획하고 있다. 0.805 0.042 0.092

 3. 이 업체는 언제나 경제 인 성과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0.831 0.054 0.084

 4. 이 업체는 언제나 법의 정해진 테두리를 수하고 있다. 0.619 －0.084 0.433

 5. 이 업체는 이해 계자와 련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0.671 －0.004 0.443

 6. 이 업체는 법을 수하는 것이 성과 향상에 도움을 다고 생

각하고 있다.
0.518 －0.008 0.525

자선

책임

 7. 이 업체는 사회 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0.068 0.833 0.245

0.855 8. 이 업체는 자선 인 활동에 회사 자원의 일부를 할당하고 있다. 0.088 0.882 0.047

 9. 이 업체는 공공의 이슈를 처리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0.035 0.882 0.131

윤리

책임

10. 이 업체는 경제 인 성취 이 에 윤리 인 원칙을 우선 으

로 고려하고 있다.
0.130 0.190 0.805

0.67011. 이 업체는 경제  성과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윤리 인 원

칙도 수용한다.
－0.036 0.132 0.643

12. 이 업체는 고객에게 윤리 이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다. 0.392 0.228 0.598

아이겐값 4.217 2.521 1.132

설명력 35.138 21.007 9.435

* 총 설명력: 65.581%.

<표 3> 종속변수(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의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요인․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크론바하

알 계수

기업

선호도

1. 나는 이 업체에 한 좋은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 0.789 0.207 0.235

0.897

2. 나는 이 업체에 호감이 간다. 0.799 0.356 0.158

3. 이 업체는 나에게 친숙하다고 생각한다. 0.708 0.357 0.132

4. 이 업체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확실히 월등하다. 0.672 0.356 0.255

5. 나는 반 으로 이 외식업체에 믿음이 간다. 0.789 0.259 0.265

재방문

의도

1. 나는 이 업체를 가능하면 다시 이용할 것이다. 0.445 0.777 0.202

0.932
2. 나는 업체 방문 시 이 외식업체를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할 것이다. 0.341 0.854 0.181

3. 나는 이 업체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 0.271 0.722 0.243

4. 가까운 거리에 다른 외식업체가 있어도 나는 이곳을 우선 으

로 고려할 것이다.
0.313 0.793 0.250

기업

이미지

1. 이 업체는 공정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0.109 0.238 0.681

0.810

2. 이 업체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0.489 0.236 0.547

3. 이 업체는 환경보호에 극 이다. 0.147 0.204 0.776

4. 이 업체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심이 많다. 0.145 0.227 0.805

5. 이 업체는 문화, 술발 에 기여하고 있다. 0.301 －0.007 0.660

아이겐값 7.354 1.509 1.054

설명력 52.528 10.776 7.531

* 총 설명력: 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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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에 한 요인분석 결과 법 , 경제 , 윤리

, 자선  책임으로 구분하 으며, Salmones 등
(2005)의 연구에서는 경제 , 윤리 -법 , 자선

 책임으로 구분된 것과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속변수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 등 총 3개의 요

인이 도출되었으며, 설명력은 70.834%로 조

사되었다. 요인 1은 나는 이 업체에 한 좋은 경

험이나 기억이 있다, 나는 이 업체에 호감이 간다, 
이 업체는 나에게 친숙하다고 생각한다, 이 업체

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확실히 월등하다, 나는 

반 으로 이 외식업체에 믿음이 간다 등 기업

의 선호도와 련된 5개의 하  변수로 구성되어 

기업 선호도로 명명하 고, 요인 2는 나는 이 업

체를 가능하면 다시 이용할 것이다, 나는 업체 방

문 시 이 외식업체를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할 것

이다, 나는 이 업체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 가까운 거리에 다른 외식업

체가 있어도 나는 이곳을 우선 으로 고려할 것

이다 등 재방문 의도와 련된 4개의 하  변수로 

구성되어 재방문 의도라고 명명하 으며, 요인 3
은 이 업체는 공정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업체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 업체는 환경보호에 극 이다, 이 업체는 소

비자의 권익보호에 심이 많다, 이 업체는 문화, 
술발 에 기여하고 있다 등 기업의 이미지와 

련된 5개의 하  변수로 구성되어 기업 이미지

로 명명하 다. 신뢰도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의 

크론바하 알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써 일반

으로 사회과학 논문에 요구되는 기 을 충족하

고 있으므로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는 비교  만

족할만한 수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표 4〉와 같으며, 각각의 요인에서 비

교  만족스러운 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한 통계  분석방법

으로 상 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사용하

다. 일차 인 방법으로 상 계를 통해 각 구

성 개념간의 연 성을 분석하 으며(표 5), 기업

의 사회  책임 활동,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는 모두 비교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면서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과 방향성이 일치함으로 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 계 분석의 경우, 구성 개념

간의 상 계는 알 수 있으나 인과 계는 알 수 

없으므로 추가 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의

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최  이론 모형의 

합도 지수는 χ2 912.608(p<0.001), RMR 0.150, 
GFI 0.818, AGFI 0.780, NFI 0.839, CFI 0.883, 
RMSEA 0.079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χ2에 한 

p값이 0.000으로써 본 연구의 표본은 342개로 표

본 크기  모형 합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

향을 보이는 χ2값을 용하는 것은 부 하

으며, 기타 모형 지수도 부 합하게 나타났으므

로 보다 합한 모형을 탐색하기 해 수정지수

를 참고하여 이론 모형을 수정하 다. 최종 수정 

모형의 합도는〈그림 2〉와 같다. 최종 모형의 

합도 지수는 χ2 601.539(p<0.001), RMR 0.132, 
GFI 0.875, AGFI 0.840, NFI 0.887, CFI 0.931, 
RMSEA 0.064로 조사되어 비교  만족스러운 

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계 모형이 실에서 얻어진 분석 자료와 합

한 수 에서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해 검증된 경로계수는〈표 6〉과 같

다. 

1)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과 기업 이미지

패 리 스토랑의 자선  책임(경로계수 0.318: 
C.R. 5.746), 윤리  책임(경로계수 0.203: C.R. 
2.489), 법․경제  책임(경로계수 0.203: C.R. 1.979) 
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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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정변수의 확인  요인분석

요인․변수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value

법․경제

책임

CSR1 1.000 0.760 - - -

CSR2 0.969 0.772 0.071 13.543 0.000**

CSR3 0.949 0.822 0.067 14.219 0.000**

CSR4 0.689 0.561 0.071  9.747 0.000**

CSR5 0.687 0.616 0.064 10.758 0.000**

CSR6 0.588 0.496 0.069  8.561 0.000**

자선  책임

CSR7 1.000 0.800 - - -

CSR8 1.030 0.790 0.070 14.741 0.000**

CSR9 1.108 0.853 0.072 15.393 0.000**

윤리  책임

CSR10 1.000 0.703 - - -

CSR11 0.671 0.465 0.095  7.037 0.000**

CSR12 1.096 0.737 0.116  9.425 0.000**

χ2 147.792(p<0.001)  RMR 0.094  GFI 0.933  AGFI 0.891  NFI 0.917  CFI 0.942

기업 선호도

CI1 1.000 0.792 - - -

CI2 1.122 0.878 0.062 18.003 0.000**

CI3 1.024 0.762 0.067 15.242 0.000**

CI4 0.951 0.761 0.065 14.554 0.000**

CI5 0.924 0.804 0.057 16.172 0.000**

재방문 의도

RI1 1.000 0.817 - - -

RI2 0.907 0.818 0.045 20.297 0.000**

RI3 1.103 0.932 0.051 21.761 0.000**

RI4 1.084 0.931 0.050 21.741 0.000**

기업 이미지

CP1 1.000 0.603 - - -

CP2 1.340 0.803 0.125 10.750 0.000**

CP3 1.048 0.705 0.098 10.723 0.000**

CP4 1.236 0.829 0.112 10.997 0.000**

CP5 1.011 0.575 0.110  9.177 0.000**

χ2 201.225(p<0.001)  RMR 0.074  GFI 0.926  AGFI 0.886  NFI 0.940  CFI 0.960

**p<0.001.

<표 5> 측정 요인의 상 분석

상 계 상 계 상 계수1) p value

H1a
법․경제  책임 ↔ 기업 이미지 + 0.218 0.000**

H1b
자선  책임 ↔ 기업 이미지 + 0.537 0.000**

H1c 윤리  책임 ↔ 기업 이미지 + 0.370 0.000**

H2 기업 이미지 ↔ 기업 선호도 + 0.587 0.000**

H3 기업 이미지 ↔ 재방문 의도 + 0.549 0.000**

H4 기업 선호도 ↔ 재방문 의도 + 0.712 0.000**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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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모형.

<표 6> 측정 요인의 경로계수  가설 검증

가설 Estimate S.E. C.R. p value 검증결과

H1a 법․경제  책임 → 기업 이미지 0.203 0.103 1.979 0.048* 채택

H1b
자선  책임 → 기업 이미지 0.318 0.055 5.746 0.000** 채택

H1c
윤리  책임 → 기업 이미지 0.203 0.082 2.489 0.013* 채택

H2 기업 이미지 → 기업 선호도 0.979 0.103 9.466 0.000** 채택

H3 기업 이미지 → 재방문 의도 0.258 0.113 2.291 0.022* 채택

H4 기업 선호도 → 재방문 의도 0.844 0.091 9.245 0.000** 채택

*p<0.05, **p<0.001.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는 Freeman(1992), Arnott(1994), Carringer(1994), 

Caudron(1997), Handelman & Aronold(1999), 윤
각․서상희(2003), 정기한 등(2007) 등의 연구에

서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고객으로 하여  

기업에 한 호의 인 이미지를 형성시켜 주는데 

유의한 향을 주었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기업 이미지와 기업 선호도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인 책임 활동을 바탕

으로 한 기업 이미지(경로계수 0.979: C.R. 9.466)
는 기업 선호도에 유의한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는 황병일(2004), Dean(2004) 등의 연구에서 

기업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소비자들로 하여  기

업에 한 정 인 반응을 유도하면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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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에도 유의한 향을 주는 요소로써 작용한

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기업 이미지와 재방문 의도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인 책임 활동을 바탕

으로 한 기업 이미지(경로계수 0.258: C.R. 2.291)
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 Ross 등(1992), Creyer & Ross(1997), Assael 

(1998), Lafferty & Goldsmith(1999), Madrigal(2000), 
Maignan & Ferrell(2001), Mohr 등(2001), Sen & 
Bhattacharya(2001), David 등(2005)의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 수행으로 인해 랜드나 기

업, 제품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기업의 이

미지는 결과 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도나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기업 선호도와 재방문 의도

기업 선호도(경로계수 0.844: C.R. 9.245)는 재

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이는 Sureschchandar 등(2002), 한은경․류은아

(2003) 등의 연구에서 기업에 한 선호도가 구매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이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

에 미치는 향에 해 고찰하고자 하 으며, 연
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로 사용된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설명력은 65.582 
%로 조사되었다. 요인 1은 법․경제  책임으로 

기업의 법 , 경제  책임 활동과 련된 6문항

으로 구성되었고, 요인 2는 자선  책임으로 사

회 공헌 활동과 련된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3은 윤리  책임으로 기업의 윤리 측면과 

련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종속변수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설명력은 70.834 
%로 조사되었다. 요인 1은 기업 선호도와 련된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요인 2는 재방문 의도와 

련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3은 기업 

이미지와 련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각각의 요인에서 비교  만족스러운 합도를 보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정 인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으로 자선  책임 활동>
윤리  책임 활동>법․경제  책임 활동의 순으

로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고객

으로 하여  기업에 한 호의 인 이미지를 형

성하는 데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을 바탕으로 한 기업 이미지는 기업 선호

도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 인 향을 주

었으며, 기업 선호도 역시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으로 인해 얻게 된 기업

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소비자들로 하여  기업에 

한 정 인 반응이나 태도를 유도하면서 기업

의 선호도에도 유의한 향을 주는 요소로써 작

용하며, 결과 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기업의 

이미지는 결과 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도나 행동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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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에 미치

는 향 계에 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인 

토 를 제공하 다. 재까지는 거의 부분 일

반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연구가 지속

되어 왔으며, 외식산업과 련된 연구는 매우 미

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 에서 본 

연구는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고객의 인식을 악하고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와 연계하여 상호 계를 

규명하 다. 한편으로는 학생 응답자가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해 정확한 정

보를 인지하고 단했는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

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으로 무책

임한 기업에 한 소비자들의 극 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인식 속

에 반 된 사회  책임 활동에 의한 기업의 이미

지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정 인 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결

과를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을 

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다소 험하지만 

외식업체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기 인 

연구로서 소비자의 행동과의 계 규명으로 활용

될 가치는 충분할 것이라고 단할 수 있겠다.
둘째, 이러한 연구를 통해 패 리 스토랑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기업

에 한 호감도를 증진시키거나 신뢰와 몰입을 

가지도록 유도하면서, 정 인 기업 태도를 형

성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소비

자들은 기업에 한 태도를 형성할 때에 기업이 

사회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지에 한 부분을 

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며, 특히 법 이나 경제

 책임과 같은 기능 이고 일반화된 측면에서의 

수행이 아닌 사회  공헌 활동이나 사와 같은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을 맞추어 기업 태도

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외식업체

가 고객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책임 활

동을 수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 자의 

확고한 의지를 통해 기업이 사회 인 책임을 성

실하게 수행하고, 종사원 한 이에 한 공감

를 형성하면서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패 리 스토랑의 사

회  책임 활동이 결과 으로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에 향을 다는 이론

인 기반을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메커니즘이 외식

업체에도 용이 가능하고, 가시 인 성과를 도

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식업체에서 사회  책임 활동을 보다 효

과 으로 실천하도록 실질 으로 유도함으로써 

사회  책임의 활성화  경  반에 걸쳐서 정

책 수립 등에 필요한 경 자 심의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식업체의 사회  책임 활동을 고

찰했던 선행 연구가 무한 상황에서 일반 기업

에 사용되었던 측정 문항을 패 리 스토랑에 

일부 용하여 측정함으로써, 패 리 스토랑만

의 특징 인 기업 성향을 반 하는데 있어서 다

소 한계가 존재하며,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체 

기업으로 확  해석하기에는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서울 지역에 치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한정한 데에 따르는 표본

의 표성 문제가 의심될 수 있으며, 연구 모형이 

가지는  다른 한계 으로 다른 향변수를 배

제한 채 내생 변수로 측정한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가 소비자의 태도를 포

으로 함축하기에는 다소 제한 이다. 따라서 외

식업체의 특징 인 기업 성향을 반 하면서 사회

 책임 활동 수 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의 개발 

 개념 정립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여 보다 객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 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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