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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Identity가 소비자 지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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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가 지각한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아이덴티티가 고객-기
업 동일시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이 소비자의 감정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감정적 몰입이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과 행동적 몰입 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역
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을 설
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가 지각한 기업의 CSR 아이덴티티는 소비자의 고객-기업 동일
시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은 감정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의도에도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감정적 몰입은 행동적 몰입의도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소비자의 감정적 몰입은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과 행동적 몰입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변수 역할은 하지 않
는 것으로 나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브랜드 관리 전략의 필요성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CSR 아이덴티티, 고객기업 동일시, 행동적 몰입, 감정적 몰입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SR identity on customer-corporate 
identification and to explore the effect of customer-corporate identification on consumers' affective commitment 
and behavioral commitment intention. Inde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 of affective commitment 
in linking customer-corporate identification and behavioral commitment intention. Results found CSR identity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truct that has an impact on consumers' customer-corporate identification. The 
result also showed that customer-corporate identification had positive effect on customers' affective commitment 
and behavioral commitment inten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was found to be a statistically non significant 
mediator that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corporate identification and behavioral commitmen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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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기업들의 부신 발 을 목

격해 왔고, 한 주주의 자발  사회  기여활동, 기업의 

경  개 을 통한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활동들을 지켜

왔다. 기업의 발 과 더불어 소비자들은 기업들에게 

사회  책임에 활동에 한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하 다. 

기업과 조직들이 사회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많은 심을 불러 일으켰고, 경 자들뿐만 아니

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논의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최근에서야 경

학 문헌의 주류로써 자리를 잡기 시작하 다.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한 많은 연구들은 기업은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사회의 요구에 극 으로 

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쟁우 의 원천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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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  책임은 경쟁우 를 창출하고 유지시키는 

사업 략이며 효과 인 마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고 경쟁해

야 하는 기업들은 그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

고 여기에 사회  가치를 더해서 최고로 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  책

임활동에 한 투자는 기업의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 자

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 많

은 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의 사회  활

동과 환경에 한 심 여부 등을 평가기 으로 삼고 있

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  활동 참여의 요성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ORI(Market and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25])에 따르면 유럽 소

비자의 38퍼센트는 구매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의 사회  

활동 여부를 요한 기 으로 고려한다고 하 고, 46퍼

센트는 매우 요하게 고려한다고 하 다. 이것은 왜 

CSR이 기업의 략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지와 차별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12][13]. 

소비자의 고객기업 동일시는 기업의 목표에 해 같

은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  연결을 말한

다[13]. 고객기업 동일시에 한 논의는 CSR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

록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사회 으로 책임 있는 기업

과의 계를 통해 자기정의(self-definition)의 욕구를 충

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29]. 소비행동과 의사결정은 

상징  행 로, 소비자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표 하기 

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24]. 소비자는 기업 랜드나 

상징  자산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 하기 한 수단

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CSR는 고객기업 동일시

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의 철학이나 목표 등이 자신의 가치 과 

유사한 것으로 지각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그 기업에 

해 동일성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고객기업 동일시는 소비자 태도나 행동에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소비자는 자신의 가치

과 일치되는 부분을 발견한 기업에 해서는 감정 ․행

동 으로 몰입할 것이며 한 자신의 가치 과 일치하지 

않는 기업보다 더 정 인 평가를 할 것으로 상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을 지각한 

소비자의 여러 반응  고객기업 동일시가 소비자의 태

도와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논

의는 기업의 리자들에게도 요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CSR가 고객기업 동일시에 

미치는 향과 고객기업 동일시가 소비자의 감정  몰입, 

행동  몰입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  책임 활

동과 고객기업 동일시, 그리고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 형

성 등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고, 둘째, 이러한 논

의를 바탕으로 연구 모델과 가설을 개발 할 것이다. 셋째, 

가설 검증을 해 실증  연구 결과를 제시할 것이고, 넷

째, 연구결과에 한 결과와 논의 제시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 과 한계  등을 제시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설정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SIT)은 마  

분야에서 동일시에 한 연구의 이론  기 가 되며, 이 

이론은 소비자가 어떻게 기업에 해 친 한 감정을 가

지게 되고 기업과 계를 형성해 가는 지를 설명해 다

[1][8].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물을 이해하기 

해 범주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 자기 자신

도 범주화 시키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사회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런 사회  분류는 각자 개인들

에게 합한 사회  환경에 놓이도록 한다. 사회  동일

시는 그들이 속해 있는 그룹과 자신을 동일한 것으로 간

주하도록 하여 개인이 이런 사회  그룹의 한 구성원으

로써 인지되도록 한다. 

소비자는 기업을 지각하고 범주화할 때, 자신의 가치

와 일치되는 정도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소비자는 기

업과의 계에 기본이 되는 자아개념을 정의하기 시작하

고[8],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자신이 속한 사회  그룹 속

에 포함 시킬 것인지 혹은 제외시킬 것인지를 단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업조직의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 간의 

오버랩 되고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고객기업 동일시 정

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7]. 

Kristof(1996)는 공유된 가치, 공유된 개성과 특징, 공

통  목  그리고 개인의 욕구 만족과 같은 연결 계가 

고객과 기업 간의 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 다. 소비

자가 기업의 가치가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되고 

기업의 제품  가치가 자신의 소비자 자신의 개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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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 주고, 기업의 소비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 시켜

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소비자는 그 기업을 자신이 속

한 사회  그룹에 포함시켜 지각할 것이며, 소비자의 고

객기업 동일시 지각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존감(self-esteem)을 강화하고 자기정체

성(self-identity)의 균형을 유지하기 해 자신과 유사한 

사람(사물)들에게 끌리고 더 선호하고 계를 유지하기

를 원한다. 그래서 자시 자신과 유사한 태도, 가치, 활동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계는 더 쉽게 

이루어진다[19]. 즉,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을 지지하고 

그러한 활동이 자신의 가치 과 유사하며 그런 기업과 

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잘 표 할 것으로 기

하는 소비자는 기업과의 동일성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  책임은 고객-기업 동일시를 창

출하는 가장 일반 인 방법 의 하나이다[13][20]. 기업 

아이덴티티와 CSR을 결부시키는 것과 같이, 기업이 

CSR 이미지를 기업 아이덴티티와 연결시켜 부각시키는 

것은 기업의 개성을 표출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업 아이

덴티티가 친 사회 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각될 때, 기업은 소비자들과 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

게 된다. 고객-기업 동일시를 창출하게 하는 가장 표

인 것 의 하나가 가치이다[16][18][28]. 즉, 기업이 사회

 책임 활동을 성실시 수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같이 

부각시켜 으로써 고객-기업 동일시를 유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친사회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표 하는 것은 동일시를 유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22]. 여러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 

받침해주고 있는데, 를 들어, Marín과 Ruiz, (2007)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CSR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지각된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고객-기업 동일시에 정  향

을 미친다고 하 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혹은 믿고 싶은 로 기업을 지

각한다[4][29]. 이에 한 응으로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

로 소비자의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을 높이려고 노력하

고 있다. 그  표 인 것이 CSR이며, 기업은 사회  

책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기 에 부응하고 

한 소비자는 그것이 기업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본인의 

생각과 일치시킴으로써 고객-기업 동일시의 지각 정도

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기업에 

한 지지의 정도를 더 강화하게 해  것이다. 

고객기업 동일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정 인 결과

에 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증명하 다[1][20][23][29]. 

만약 소비자가 기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들

은 심리 으로 기업과 련이 있다고 느낄 것이며, 기업

을 통해서 어떤 인지  만족을 느낀다[14][8]. 그래서 그

들은 기업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게 되고 기

업의 심과 목 을 지지하게 된다[21].

몇몇 연구자들은 고객-기업 동일시가 소비자의 행동

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1][10]. 를 

들어 Bhattacharya와 Sen(2003)은 동일시의 정도에 따라 

행동  반응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 는데, 고객-기업 

동일시는 기업 고, 고객 유치와 같은 기업 목표를 지지

하고 한 부정  기업 정보에 휩쓸리지 않는 등 소비자

의 행동  몰입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고객기업 동일시는 소비자의 감정  몰입에도 

향을 미친다[5][11]. 이것은 개인의 기업에 한 감정  

애정과 련이 있다. 기업에 한 감정  몰입은 기업과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내  경향을 말한다. 

기업과의 동일성을 지각하는 소비자는 이것이 가끔 구매

하는 제품에 의해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더 가

까운 장기 인 계 형성을 통해 지각되는 것이다. 한 

소비자의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은 기업에 한 더 좋은 

평가[29], 기업에 한 더 많은 심과 감정  몰입

[2][20], 더 높은 충성도[20], 더 높은 구매의도[1]와 같은 

정 인 소비자 반응과 련이 있음을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Lichtenstein 등(2004)은 CSR 지각

과 감정  몰입 간의 계에서 고객-기업 동일시가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Sen과 Bhattacharya(2001)은 고객기업 동일시가 ‘생

각-감정-행동’의 순서에 따라 소비자행동에 향을 미친

다고 하 다. 즉, 기업의 사회  책임에 의해 고객기업 동

일시를 지각하고, 동일시는 소비자의 감정  반응에 

향을 미치며, 그 다음 소비자의 행동  반응이 나타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에 기 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Lichtenstein 등(2004)은 포에 

한 충성도, 포에 한 심 그리고 포에 한 감정

 몰입 등과 같은 소비자의 감정이 소비자의 행동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따라서 기업에 한 감정

 몰입은 제품 구매의도와 같은 소비자의 행동  반응

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  

4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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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Scale source Mean SD a 1 2 3 4

1. CSR 아이덴티티
Lichtenstein, Drumwright, & 

Braig (2004)
3.29 .60 .73 -

2. 고객기업 동일시
Hildebrand, Fernandes, Veloso, 

& Slongo (2010)
3.29 .57 .90 .45** -

3. 감정  몰입 Perez (2009) 3.38 .67 .80 .41
**

.70
**

-

4. 행동  몰입의도 Putrevu와 Lord (1994) 3.36 .59 .77 .29
**

.52
**

.48
**

-

Notes: **p<.001

α=Cronbach's alpha coefficient estimates.

<표 1> 설문구성, 신뢰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그림 1] 연구 모형

가설 1: CSR identity는 고객기업 동일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고객기업 동일시는 소비자의 감정  몰입과 

행동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비자의 감정  몰입은 행동  몰입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감정  몰입은 고객기업 동일시와 행동  몰

입의 계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가설검증

3.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각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에 한 지각이 소비자 행

동 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서는 구체 인 

상 선정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하 다. 

단지 추상 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한 소비자의 

지각을 묻기 보다는 구체 인 사례를 제시하여 그에 

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상이 되는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다고 단되는 4개(유한킴벌리의 나무심기  숲 

가꾸기, SKtelecom의 SK 행복나눔 바자회, CJ의 푸드뱅

크, KT의 IT 써포터즈)의 기업이며, 설문응답 시 가장 많

이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단되는 기업을 하나 선

택하여 그 기업을 심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유도하

다. 한 4개 기업 모두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설문 응답을 

단하도록 하여 설문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 다. 

3.2 측정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를 본 연구에 목 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모든 설문항목은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매

우 그 다=5에서부터  아니다=1). CSR은 사회  요

구를 충족시키기 해 기업이 사회  책임 활동에 참여

하는 행동  실천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소비자가 

지각한 CSR 아이덴티티는 이러한 기업의 사회  활동을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결부시켜 지각한 정도를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해 Lichtenstein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문항이 이용되었다. 행동  몰입 의도는 구

매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도가 있으며 차후에도 지

속 으로 구매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낸다. 행동  몰입

의도는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27]. 감정  몰입은 

해당 기업에 해 호의 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Perez (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3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고객-기업 동일시는 자신

의 가치 과 기업의 철학이 일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의 성격, 라이 스타일, 이미지 등과 잘 맞는다

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고객-기업 동일시는 

Hidebrand 등 (2010)이 개발한 8개의 문항(4개의 하 항

목으로 분류 됨)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표 1>는 설문 구성, 신뢰성  상 계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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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감정  몰입

모델
종속 독립

β R
2

F
변수 변수

1 감정  몰입 고객-기업 동일시 .523
**

.273 103.75
**

2 행동  몰입의도 고객-기업 동일시 .704** .496 271.20**

3 행동  몰입의도 고객-기업 동일시 .357
**

감정  몰입 .235
*

.301 59.23
**

Note: **p<.001, *p<.05

각 회귀 분석모델에서 인구 통계  변수는 통제되었음.

<표 2> 매개효과 (종업원의 자기 효능감) 검증결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논의된 모든 구성항목에 

해 Lisrel 8.8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측

정모델의 합도는 반 으로 기 을 충족시키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χ2 (84) =140.48, GFI=.94, NFI=.92, 

RMSEA=.049, CFI=.97, RMR=.047). 

3.3 가설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제외한 변수간의 직 인 향 계

를 검증하기 해(가설 1, 2, 3) 구조방정식모델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 고, 한 구조

방정식모델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수들을 확인하여 구조

모델의 합도를 평가하 다. 구조모델의 합도는 만족

스러운 수 으로 나타났다 (χ2 (86) = 146.35, χ2 /df 

=1.70, GFI = .93, IFI = .96, CFI = .96, RMR=.050, 

NFI=.92). 

[그림 2] SEM 결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의 CSR 아이덴티

티 지각은 고객기업 동일시(γ = .57, t = 5.99)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소비

자의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은 소비자의 감정  몰입(β 

= .84, t = 10.83)과 행동  몰입(β = .34, t = 2.36)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한 소비자의 감정  몰입은 행동  몰입(β = .32, t = 

2.15)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은 채택되었다.

소비자의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과 행동  몰입의도

와의 계에서 소비자의 감정  몰입의 매개효과 (가설 

4)는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6]. Baron과 

Kenny(1986)는 매개효과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를 제시하 다:

첫째, 독립변수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가 매개변수

(소비자의 감정  몰입)에 유의하게 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소비자의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가 

종속 변수(소비자의 행동  몰입)에 유의하게 향을 미

쳐야 하며,

셋째, 매개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독립변수(고객-기업 

동일시 지각)는 종속 변수(소비자의 행동  몰입)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모델에서 소비자

의 감정  몰입은 고객-기업 동일시와 행동  몰입간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가지 충족조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만 충

족시켜 감정  몰입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기업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내  로벌 

시장 환경에서 기업에 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

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요한 수익의 원천이며, 장기

으로는 지속 인 기업 성장을 한 요한 요소이다. 그

래서 소비자의 기업에 한 충성도를 높이기 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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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선단체에 한 정기 인 기부활동, 무상 리콜 서

비스, 사회  책임활동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

해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구매의도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 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 참여는 많은 정 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 참여에 한 소비

자의 기업 아이덴티티 지각이 소비자의 고객-기업 동일

시 지각, 행동(행동  몰입의도)과 태도(감정  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 고객-기업 동일시 

지각과 소비자의 감정  몰입이 CSR 아이덴티티 지각과 

행동  몰입 계에서 하는 매개역할을 이론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선행연구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검증을 해 본 연구에서는 

SAS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 분석을 실시하고, Lisrel 

8.8[17] 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가설검증 결과, 소비자의 CSR 아이덴티티 지각은 고

객-기업 동일시에 정(+)의 향을 미치며, 고객-기업 동

일시 지각은 행동  몰입의도와 감정  몰입에도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의 감정  

몰입은 행동  몰입의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의 감정  몰입은 고객-기

업 동일시와 행동  몰입의도와의 향 계에서 매개변

수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랜드 리 략을 한 

유익한 시사 을 제공해  뿐만 아니라 왜 기업들이 

CSR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업(아이덴티티 지각)과 소비자 간의 긴 한 

계 형성  유지가 소비자들이 기업에 한 정 인 

감정 /행동  반응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소비자들을 매료시키고 그들의 아이덴

티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략을 구상하고 지속

인 개선 방안에 집 해야 할 것이다. 

한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이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약 기업이 소비자들과 긴 하고 장기 인 거래 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면, 극 인 사회  책임 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지속 인 소비자들과의 커뮤니 이션을 통

해 이런 기업의 노력과 활동들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러

나 기업은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지속 이고, 순수한 마

음으로 사회  책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소비자들에

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CSR 기반의 포지셔닝은 기업의 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즉, 기

업은 기업에 해 더 호의  태도와 더 강한 감정  애착

을 가진 소비자들을 얻게 될 것이다. CSR 기반의 기업 

랜드는 더 충성스런 소비자들을 얻게 하게하고, 좀 더 

높은 환 장벽을 형성하게 하여 소비자들과의 장기 인 

계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거

래를 통한 기업과 소비자의 통 인 계형성 방법을 

월하여 계마 에 한 새로운 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는 실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진다. CSR은 사회경제  상황

에 매우 민감한[9] 주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환경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

회경제  환경에 따라 CSR 활동이 소비자 태도와 지각

에 미치는 향이 다를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추후 다

른 사회경제  환경 상황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와 본 연

구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소비자는 기업에게 단지 가격의 제품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 기업 자신의 

성장을 한 수익 창출에만 심을 가지는 기업보다는 

사회에 한 기여로써 사회 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실

행하는 기업의 노력을 보길 원한다는 것을 기업들은 항

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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