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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중국시장 현지화 전략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보완적 관계에 대한 연구†

*
**
유재욱*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차원의 논의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략적인 측면

에서 기업특성 및 경쟁전략들과 연계시키는 통합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들의 태생적 경쟁열위 요인인 문화적 거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 간의 관

계와 이들 관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시장 경쟁전략과 비 시장 전략의 상호보완

적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

표적인 다국적기업들의 총 3년(2010년-2012년) 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며,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거리는 시장경쟁 전략인 현지화 전략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역시 현지화 전략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국

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문화적 거리와 현지화 전략 간의 정(+)의 관계를 음(-)의 관계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의 효과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쟁전략과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보완관계를 분석한 본 연

구의 결과는 중국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효율적인 성과향상을 위하여 시장전략인 현지화

전략과 비 시장 전략인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균형적인 조정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

한 시장전략과 비 시장 전략 간의 통합 전략적 관리방안에 대한 중요성과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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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경쟁사들과의 효율

적인 경쟁을 위한 전략수립에 있어 시장구조, 경

쟁환경, 포지셔닝 등 시장 요소들에 주된 관심을

두어온 반면, 시장 외적인 요소들인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

나 경영윤리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

(Baron, 2001). 하지만 2010년 도요타 자동차 리

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영업적 탁월

성에 자만하여 이해관계자 관리에 소홀하게 될

경우 기업은 일순간에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기

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에는 시

장 외적인 요인들을 다양한 시장경쟁 전략들과

통합하는 ‘통합 전략적 사고(integrated strategic

perspectiv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구

조와 경쟁환경을 고려한 시장전략과 이해관계자

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계획

을 통합 전략적 사고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실행

할 경우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도 파멸적 위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생

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줄이며,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여 자사 제품의 가치를 보다 높게 인정받

을 수 있다(Porter & Kramer, 2006).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한 선

행연구들에서는 기업들의 국내시장 사회책임 활

동의 개별효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온 반면,

사회적 책임 활동과 경쟁전략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실행방법을 제

시하지 못해 왔는데, 특별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통합 전략적 관점에서의 실증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Elise et al., 2012;

Sirsuphaolarn, 2013).

2006년 이후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각종 우대조치 축소 및 철폐를 포함하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

국사회의 관심증대는 자국기업들은 물론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다 적

극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최병헌, 2008; Cui & Liu,

2001). 정부차원에서도 2007년 말 정권을 잡은

후진타오(胡錦濤) 2기 지도부가 경제성장 제일주

의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

조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정책기조는 시진핑(習

近平)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사회적 책

임 활동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

다. 그 예로 바이오 철강은 모든 지사와 자회사

가 ISO14001인증을 받고 정기적으로 인증을 갱

신하고 있으며, 투자금액 중 5% 이상을 환경경

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책임 활

동에 있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식과 경험을 축

적해온 다국적기업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시

장에서 불법행위, 품질불량, 부적절한 광고 등으

로 인한 비판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코닥카메라의 품질관련사건과

P&G의 SK-II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어려움들이 특별히 중국시장의 정치적, 경

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업전략과 효율적으

로 연계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전략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불행히도

수출주도형 경제구도를 가진 우리기업들에게 더

욱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은, 2007).

이 같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CSR 전략의 수립

과 실행이 중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든 국내·외

기업들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고, 이에 대

한 연구 역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서 경쟁하는 대

표적인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현

지화 전략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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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다양한 시장 외적인 요인

들을 시장 경쟁전략들과 함께 고려하는 통합 전

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Ⅱ. 이론적 고찰
1. 중국시장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
해외시장 경쟁전략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은

진출 목적과 동기, 본국과 현지국 경영환경의 이

질성 정도 등에 따라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 전략 간의 조정을 실행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다국적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생산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글로벌

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

대 후반 중국 내수시장의 소비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별

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중국에

서는 시장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殷格非·李偉陽·吳

福順, 2007). 사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시장

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해주

는 글로벌화의 요인으로서 간주되어 왔다. 하지

만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적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글

로벌 네트워크 형성에도 불구하고, 현지시장 공

략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화전략을 한층 더 강화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장혜지·박기안·김찬경,

2005).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시장 환경의 특수성과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들은 중국에 진출한 다

국적기업들에게 중대한 현지화의 압력으로 작용

해 왔다. 시장개방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중국시장에는 다양한 관세와 비

관세 장벽이 존재하며, 방대한 국토와 인구 규모

로 인한 지역 간 차이는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

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안종석·백권호, 2006). 또한 관행적·체제적 특성

에 기초한 느슨하고 미흡한 법률체제, 자의적이

고 자기중심적인 법 집행문화, 부처 간 권력차이

와 이기주의, 무역독점 관행과 부정부패, 지방정

부의 도덕적 해이,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차별관

행, ‘관시’ 문화의 배타성 등으로 인한 높은 장벽

들은 다국적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거래비용’

과 ‘제도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약

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시장은 개방을 통한 시장체계

의 글로벌 표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적

이고, 외부인에게는 극히 배타적인 사업 관행과

제도 및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눈에 잘 띄지 않는 시장장벽들로

인해 현지 적응적인 시장접근 방식은 중국시장

에서의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안종석, 1996; 財

經文鋼, 2003).

2. 다국적기업 경쟁열위와 사회적 책임  
해외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세계 각지

에 산재해 있는 해외법인들에 대한 경영자원 배

분과 운영,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정보교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Medcof,

2001). 또한 진출시장의 새로운 정치, 법률,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보부족과 유통채널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어 태생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Hymer & Kindleberger, 1976; Buckley &

Casson, 1976). 이 같은 가정에 기초하여 학자들

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위협요

인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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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Dunning(1988)과 Caves(1996)는 해외시장

에서의 경쟁우위 달성을 위해 다국적기업은 ‘독

점적 경쟁우위(firm-specific ownership advant-

age)’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일부 학자들(Zaheer, 1995; Lieberman

& Montgomery, 1989)은 다국적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현지기업들이 갖는 상대적인 강점들을 제

시하였는데, 예로 Ghoshal(1987) 등은 친숙한 환

경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현지기업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우수한 정보수집 역량

을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후

발기업으로서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다국적기업

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기존 연구들은 다국적기업들이 우수한 역량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력 부

족, 유통채널 접근성의 열세, 소비자의 자국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 등을 포함하는 외국

인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사

회적 책임 활동은 진출국가에서 ‘착한 기업시민

(good corporate citizen)'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

해 주고, 태생적인 열위를 극복하며, 현지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Bhattacharya et al., 2008).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들은 다국적기업들

이 해외시장에서 각종 자원을 활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발전에 공헌

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

하였는지가 기업 성장 및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가들의 정부와 소비자들은 기업들

의 사회적 책임 활동 평가에 있어 자국 기업보

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

업들이 단순한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전

략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유재욱,

2013).

3. 중국시장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많은 학자와 기관

들에 의해 상이하게 정의되어 왔다. Bowen

(1953)은 CSR을 “사회 목표나 가치관에 부합하

는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행동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

반면, Ells와 Walton(1961)은 “기업과 사회의 관

계를 지배하는 윤리원칙적인 관점에서 기업활동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CSR을 정의하였다. 이

후 McGuire(1963)는 사회에 대한 기업의 경제

적·법적 의무와 사회봉사의 관점에서, Sethi

(1979)는 윤리원칙의 준수와 사회·환경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점에서 CSR을 정의

하였다(김애현·유재욱, 2013).

과거에는 경제적 이윤창출을 강조하는 ‘주주

(shareholder) 중심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기업들

의 CSR 활동이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의무사항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주주 중심적인 사

고에 의하면 주주는 자신의 부를 창출하고 증대

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

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이윤추구활동을 통

해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기업은 본원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Friedman,

1980). 따라서 주주 중심적인 사고에서는 CSR

활동을 위한 자본지출을 수익창출이라는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에 반하는 추가적인 비용요소로

간주하였다(김동주·심재긍, 2011).

반면 이후에는 환경보존 및 사회복지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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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기업의 영향력 강화로

인해 CSR 활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인 전략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중심적인 사고’에 기초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를 창

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모든 이해관계자들

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한주희·

이종건, 2010; Post et al, 2002). 따라서 지속 가

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업은 주주이익 극대

화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목적추구 과정의 모

든 행동들이 사회 윤리적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Drucker, 1984),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

해 다양한 CSR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Donaldson & Preston, 1995).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중심적인 사고에 기초

한 기업 역할에 대한 인식확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증가시켰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흥국 소비자들의 CSR

인식수준은 선진국 소비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고, 최근까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

회적 환경변화를 경험한 중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CSR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논의가 이뤄졌다(이형택·장정, 2012). 하

지만 2001년 WTO 가입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

된 유엔(UN), 유럽경제공동체(EU),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등의 CSR 활동기준과 방침들은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뿐만 아니라 중

국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식을 근

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즉 중국시장에

서도 사적 이윤추구 활동과 사회의 공익추구 활

동 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

서 사회적 책임 활동들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

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王志乐, 2008).

또한 경제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CSR을 강조

한 중국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사회적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王志乐,

2008). 중국정부는 2005년 처음으로 7개부서 및

위원회와 합동으로 ʻ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ʼ 기
준을 제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평

가에 있어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표

를 함께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

이다(온바오, 2005). 이후 2006년에는 제11차 경

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ʻ조화로운 사회건설ʼ
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천명하였고, 기

업도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

다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다(최병헌, 2008). 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월 새로운 기업법

(公司法)이 공표되면서 CSR에 관한 법적, 제도

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외자기업과 대형 국영

기업 위주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중소 국영기업

과 사영기업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따라서 중국

국민들의 소득상승에 따른 의식수준 제고와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변화를 고려해 보면 향후

CSR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가

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

을 짐작해 볼 수 있다(이상민, 2012).

Ⅲ. 연구가설
1. 문화적 거리와 현지화 전략
해외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풍부한 경

험, 규모의 경제, 부품과 원재료 조달 등과 관련

한 상대적 우위요소들을 활용하여 현지기업들보

다 높은 수준의 경쟁우위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Caves, 1971; Hymer & Kindleberger, 1976;

Morck & Yeung, 1991). 하지만 진출지역의 상

이한 문화와 정치적 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외국

인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은 이 같은 목표

달성에 대한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Buckley & Casson, 1976). 따라서 현지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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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특성을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의 수립과 효율적인 실행이 필

요한데(Dunning, 1988; Caves, 1996), 이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서도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중요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다.

특별히 국가 간의 언어, 전통, 관습 등에서 비

롯되는 문화적 차이로 정의되는 ‘문화적 거리

(cultural distance)’가 클수록 다국적기업이 현지

시장에 대한 적응과 공략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은 커지게 된다(Sun & Xu, 2010). 문화적

거리는 현지시장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제도적

환경에 따른 장애를 극복하는데 대한 어려움으

로 작용할 수 있다(Anderson & Gatignoon,

1986; Zhang & Deng, 2009). 또한 본국파견 직

원들과 현지직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

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목표수립과 의사결정 과

정에 있어서도 상이한 관점으로 인한 충돌의 원

인이 될 수 있다(Xie, 2009). 다국적기업은 이 같

은 문화적 거리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

하여 글로벌화와 현지화 전략 간의 조정에 있어

현지화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Gao & Wang,

2009: Medcof, 2001). 따라서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문화적 거리와 현지화 전략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1. 다국적 기업의 문화적 거리는 현지화

전략과 정(+)의 관계가 있다.

2. 사회적 책임 활동과 현지화 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그 자체로서 경쟁

우위 창출을 위한 훌륭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전반적인 목적

과 통합되어 효과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를 ‘전

략적 사회책임 활동(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라고 한다(Luniak, 1992). 전략

적 사회책임 활동은 기업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주주, 정부, 지역사회, 소비자, 언론,

압력단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속에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해준

다(Sirsuphaolarn, 2013). 즉 회사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종업원들의 애사심 및 유대감을 조성하

며, 주주 및 투자자들의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전술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Wojciszke et

al., 1998).

일반적으로 시장 경쟁전략으로서 글로벌화와

현지화 간의 조정을 실행하는 다국적기업들 중

현지화에 치중하는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 활

동에 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

로 각종 소비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P&G 등의 경우 다우케미컬, 굿이어와

같이 산업재를 판매하는 기업들에 비해 현지화

전략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또

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실행에도 보다 적극적이

다(Teece, 1981).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 대한 다국적기

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이 현지국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

에 해당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공헌했는지에 대

한 평가가 소비자들의 기업선호도와 제품구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Srisuphaolarn,

2013). 즉 다국적 기업들은 소비자들에 대한 기

업 이미지와 제품수용성 향상이라는 현지화 전

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

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과 현지화 전략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2.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

은 현지화 전략과 정(+)의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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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거리와 현지화 전략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조절효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

임활동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논의들은 사회적 책

임 활동을 통합 전략적 관점에서 기업 특성 및 경

쟁전략들과 연계시켜야 한다는데 논의에 초점을

맞춰 왔다(Elise et al., 2012; Porter & Kramer,

2006). 그리고 이 같은 관점에서 해외시장에 진출

해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문화적 거리로 인한

태생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품개발 및 운

영방식 등에 있어 현지화 전략을 실행하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현지화 전략과 사회적 책임 활동을 상

호 보완적인 관점에서의 이해 없이 추진할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 성장

과 생존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Vogel, 2005;

Zaheer, 1995). 즉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문화적 거리로 인한 경쟁열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쟁 전략인 현

지화 전략과 비 시장 전략인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통합적 관리를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적정 수준의 현지화

전략과 사회적 책임 활동을 균형적으로 실행하

는 다국적기업은 문화적 거리로 인한 태생적 경

쟁열위 요인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보

완적 관계에 대한 균형적 관리 없이 현지화전략

과 사회적 책임 활동 모두에 높은 투자를 실행

할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한 중복투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

국적기업의 문화적 거리와 현지화 전략 간의 관

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조절효과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3.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

이 높을수록 문화적 거리와 현지화 전략 간의

정(+)의 관계는 약화될 것이다.

Ⅳ. 분석방법 및 결과 
1. 분석방법
중국사회과학원의 기업 사회책임 연구센터에

서는 매년 기업이 발간하는 CSR 보고서와 인터

넷 사이트, 공영권위 매체의 보도자료 등에 기초

한 점수를 산정하여 300개 국내외 기업들의 사

회적 책임활동 이행 수준에 대한 평과결과를 발

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기업 사회

책임 연구센터의 최근 3년간(2010년-2012년)의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중국기업 사회책임 발전지

수 보고서’에 포함된 다국적기업들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종합지표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들의 현지화전략에 대한

정보들은 중국기업가(中國企業家)와 대외경제무

역대학이 발표한 2010년-2012년 ‘다국적기업들의

현지화지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문화적 거리는 Tihanyi et al., (2005)등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다국적기업의 본사

가 위치한 국가와 중국 간의 문화적 차이로 정

의하였다. 구체적으로 Hofstede et al,(2005)이 제

시한 여섯 가지 문화적 차원 –권력거리, 집합주

의,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정도, 장기 지향성, 실

적 지향성- 각각에 대한 국가 간 차이의 절대값

을 산출한 후 이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유사 선행연구(i.e.,

Jantunen et al., 2005)들에서 다국적기업의 현지

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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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먼저 현재

연도에서 설립연도를 뺀 값으로 측정한 기업연

령과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한 기업규

모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기업들

의 산업부문을 제조업일 경우에는 0,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1로 구분한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산업

유형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중국시

장 다국적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수준을 종속변수

로 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Cronbach, 1987). 회귀분

석에서는 각각의 실행단계들에 따라 관련변수들

을 단계적으로 모델에 추가하며 증가되는 모델

의 설명력을 R2 변화량을 통해 측정하고, 주요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

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모델에서는 통제변수

인 기업규모, 기업연령, 산업구분 변수들과 종속

변수인 현지화 전략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의 문화적

거리 변수를 추가하여 현지화 전략수준과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다국적기

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변수를 추가하여 현지

화 전략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델에서는 문화적 거리와 현지화 전략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하여 문화적 거리와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상호작용 변수(interaction variable)’를 추

가하여 분석하였다.

2.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검사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을 시행하였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

을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1>은 분석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의 평균, 표

준편차, 분산팽창계수와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

관계수들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변수

들 간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VIF값들도 모든 변수에서 2 이하로 나타나서 다

중공선성이 회귀분석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표준

편차

분산팽창

계수

(VIF)

피어슨 상관계수

1 2 3 4 5 6

1. 현지화 22.27 2.39 1.000

2. 기업연령 22.23 6.55 1.202 .223 1.000

3. 산업 0.14 0.35 1.322 .018 -.358 1.000

4. 기업규모 4.91 0.42 1.043 .222 .054 .033 1.000

5. 문화적 거리 32.60 7.16 1.150 .225 .063 .274 -.129 1.000

6. 사회적 책임 14.29 12.52 1.054 .347 .140 -.178 .092 .013 1.000

* 상관계수가 .222 이상인 것은 .05 수준에서 유의함 (N=120)

<표 1> 주요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분산팽창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표 2>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다

중회귀분석의 결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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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변수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기업연령 .247** (2.615) .200* (2.130) .179* (2.007) .208* (2.345)

산업 .099 (1.053) .017 (0.172) .072 (0.767) .069 (0.746)

기업규모 .205** (2.324) .241** (2.757) .208* (2.507) .201* (2.459)

문화적 거리 .237* (2.584) .216* (2.471) .208* (2.418)

사회적 책임 .312*** (3.737) -317 (-1.067)

문화적 거리 *사회적 책임 -.651* (-2.202)

R2 .102 .151 .244 .275

F값 4.401** 5.132*** 7.361*** 7.149***

△R2 .049 .093 .031

Change in F 6.677** 13.963*** 4.849*

*p<0.05; **p<0.01; ***p<0.001

종속변수: ROAt

모델1에서는 통제변수들인 기업연령, 산업구

분, 기업규모와 다국적기업들의 시장경쟁전략인

현지화 전략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기업연령과 현지화 전략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β=0.247, p<0.05).

그리고 로그 자산값으로 측정한 기업규모와 현

지화 전략 간에도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205, p<0.05). 이는 중국에 진

출한지 오래되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현지시

장에 대한 경쟁전략으로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그러나 또 다른 통제변수로 포함된 산업유

형은 현지화 전략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델2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적 거

리와 다국적기업의 현지화 전략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설1에서의 주장

에서와 같이 문화적 거리와 현지화 전략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237, p<0.05). 이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화적인 차이는 글로벌화와

현지화 간의 조정이라는 시장경쟁전략의 선택에

있어 현지화 전략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모델3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과 현지화 전략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에 의하면 다국적기업들의 비 시장 전략인 사

회적 책임 활동은 현지화 전략의 수준과 유의한

정(+)의 관계(β=0.31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가설2의 주장에서와 같이 현지화

전략을 선호하는 다국적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결과이다.

모델4에서는 문화적 거리와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교차변수와 중

국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현지화

전략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설3에서의 주장과 같이 다국적기업들

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은 문화적 거리와 현지화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

=-.651, p<0.05). 이는 문화적 거리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지화 전략의 효과는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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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 중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비

시장 전략인 사회적 책임 활동들이 현지화 전략

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그림 1> 현지화전략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은 연구대상인 다국적기업들의 문화

적 거리와 사회적 책임활동의 상호작용효과가

현지화 전략에 미친 영향의 패턴을 독립변수 평

균값들의 상하 1-표준변차를 양극점으로 하여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Aiken and West,

1991). <그림 1>에 의하면 낮은 사회적 책임활

동을 실행하는 기업의 경우 문화적 거리의 차가

클수록 높은 수준의 현지화 전략을 채택하는 경

향을 나타낸 반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 활

동을 실행하는 기업들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설3의 주장에서와 같이 문화적 거리 차이로

인한 현지화 전략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선호

경향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상쇄(trade-off)

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효과에 대한 초기

의 연구들은 혼재된 연구결과들을 제시해 왔고

(Orlitzky, et al., 2003),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 활동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경로와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제품, 핵

심역량, 전략들과 연계한 통합 전략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Baron,

2001; Elise et al, 2012). 통합 전략적 연계성이

결여된 이타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들은 높은 비

용을 초래하여 오히려 기업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된 전략적 연

계성이 높은 사회적 책임 활동들은 기업과 사회

책임 활동 간의 높은 논리적 연관성을 통해 소

비자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기억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창출해 줄 수 있다(Wojciszke et al.,

1998; Hillman & Keim, 2001).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급격한 환경변화

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게 중국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

장경쟁전략과 비 시장 전략 간의 통합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균형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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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시장에서 경

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현지화 전략과 사

회적 책임활동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이

해에 기초하여 두 전략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균

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전략

간의 보완적 효과로 인해 각각의 전략이 분리되

어 계획되고 실행될 경우 비용대비 효과에 있어

낮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료수

집의 한계로 인해 현지화 전략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 대다수의 다국적기업들

은 해외자회사만의 성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공

시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자회사 성과에 대한 이

차자료의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설

문조사를 통한 일차자료 수집을 통해 현지화 전

략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보완적관계가 다국적

기업 현지자회사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다면 실무적 차원의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

국적기업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연구결

과들을 일반화(generalize)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동일한 연구모형에 대한 신흥국가들(예로 인도,

브라질 등)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같은 한계점

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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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Localization

Strategy and CSR of MNCs in Chinese Market

Yoo, Jaewook
*

Recentl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a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tegrated-strategic

perspective between market and non-market strategies.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distance and the degree of localization strategy and

also the moderating effects between them. Using CSR data together with the localization index

data (from 2010 to 2012) of multinational companies competing in Chinese market, the three

hypotheses proposed in the study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cultural distanc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localization strategy of multinational

companie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localization

strategy of multinational companies. However, there is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al distance and the degree of localization

strategy.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presenting the complementary effects between localization

strateg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mply that the effect of market competitive strategy can

be complemented by non-market strategy. Thus, firms should plan their non-market strategies in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strategic perspective with market strategy to compete with

competitors and increase performance mor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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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national company, Chin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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