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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rol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rms’ growth by investigating how and 

what corporate social activities may ,ow down china auto industry market. 

This study results based on in-depth case studies from 5 international auto corporations suggest that 

positive diver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mpli)ed that the in,uence of commitment to the customer 

on )rm’s brand loyalty and sustainable growth.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cluding new venture creation support and national project program will have a 

positive in,uence on the )rm’s growth and brand reputation. 

We build on advanced solutions to examine the unique and joint activities of auto corporations based 

on china auto industry market and important factors affecting sustainable growth in auto corporations.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 of this study for current and futu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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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경오염, 천연자원 고갈로 인해 

지속가능 발전이 세계 최대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지

금 기업들에게 강조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사

회적 책임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극

대화 이외의 목적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복

지를 향상시켜야 할 책무를 의미한다(Margolis and 

Walsh, 2003). 즉, 기업이 이익창출 입장에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와 단체, 나아가 지역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번영

과 발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가와 기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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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훈,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동차 산업과 

같은 국가의 주력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간산업과 주력산업

은 대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음

으로서 더 많이 성장해왔기 때문이다(Kim, 1998). 이

중, 자동차 산업의 경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

어 소비자에게 가장 큰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

은 양의 자원을 소비하기에 환경오염에 있어서도 주요 

원인으로 꼽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타

를 받고 있다(장영배, 2002). Campbell (2007)은 투

자자, 종업원, 고객, 공급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위

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원칙에 의거하

여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추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

다. 그렇기에 전 세계로 넓혔을 때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력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와 같은 생활에 밀접한 산업의 

경우 그 제품의 성능과 회사 서비스가 곧 국가 이미지

와 위상을 대표하기 때문이다(장영배, 2002). 

세계적으로 주력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미국 및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환경 기준, 사회공헌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주

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을 유도해내고 있다. 

BMW의 경우 전기자동차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 유

럽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

발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경제

성장에 집중해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에서

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형식적이고 매우 소극적

인 모습을 띄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지난 30

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통해 2009년 세

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 및 소비국으로 거듭났지만 동 

기간 동안 중국은 심각한 CO2 배출량 증가와 환경오

염에 노출되었다(백서인·김희태·권상집, 2014).

성장 초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중

국 정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 후진타오 

2기 정권부터 ‘신기업법’ 발표를 통해 중국 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사회 책무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였

고, 2013년 시진핑 정부 1기부터 새로운 12.5 규획을 

통해 ‘신환경법’ 등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주요 도시

에 차량 5부제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 클

러스터의 생산 및 주력 개발 방향을 모두 녹색자동차

에 초점을 맞추어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자동

차 기업들이 다하도록 강조하였다(백서인 외, 2014).

21세기 경영 패러다임이 변하며 친환경 경영 등이 

등장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은 위기 조성과 선진기업 벤

치마킹에서 시대적 과제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

으로 한 윤리적 자본주의의 실행으로 변경되고 있다

(정재호·장하성, 2013). 자동차 기업이 기존의 기술학

습과 성능 향상을 넘어 친환경 자동차 개발 측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지만, 이는 제품의 판

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의한 간접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소비자의 가치, 지역사회 발전, 인류

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기

보다 유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고 더 높은 수익

을 위해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기술적 한계를 넘어

서기 위한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정병국, 2012).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

는 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기업들과 다른 경쟁

국 자동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는 것은 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과 차별화에 좋은 시사점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변화되는 자본주의에서는 

정의와 상생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정동일, 2013) 이

런 흐름에 맞춰 해외 기업들도 인본주의적 경영과 사

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사례 연구

로 분석할 글로벌 수준의 자동차 기업들은 다른 산업

에 비해 더 많은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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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발전 및 진화

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중국내 주요 자동

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중국내 판매 순위 기준으로 상

하이 자동차, 도요타, 폭스바겐, GM, 현대자동차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

는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들 기업들

이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서 어떤 유형의 사회적 책

임 활동을 추구하는지 분석했으며, 아울러 사회적 책

임의 발전 단계가 현재 어떤 상태로 진화해나가고 있

고 그 중 중국에서 현재 자동차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

임과 관련된 최고의 화두 및 전략적 방향은 무엇인지

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는데 주력하였다. 본 연구

는 국내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의 성

장 및 안착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의 

발전 단계에 따른 기업들의 공헌 전략 변화와 시사점

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CSR의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 o r p o r a t e  S o c i a 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관한 연구는 최근 다국

적 기업의 도덕적 해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필요성 증대 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

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CSR의 정확

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여러 의

견이 분분하다(Freeman, Harrison, Wicks, Parmar, 

and DeColle, 2010). 

Bowen(1953)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기업인의 

의무는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 관점에서 올바른 방

향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이를 돕는 의사결정 및 행동

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하지

만 Bowen(1953)이 CSR을 정의할 당시 사회와 학계

에서 보인 큰 영향과 달리 CSR의 대상과 방법에서 여

전히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후 

Carroll(1979)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정의하

[표 1] CSR의 개념 

주요 연구 개념 

Bowen (1953)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지향하는 것

Carroll (1979) 기업이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

Bloom and Gundlach (2001)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에 기업이 미칠 영향을 최대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McWilliams and Siegel (2001)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준과 기업의 이해를 넘어선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한 기업의 행동

이진규·조준학 (1997)
기업이 지역 사회 및 지구촌에 갖는 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으로서 범사회적 발전 구현에 대해 기업이 
갖는 사회와의 공동책임

허갑수 (2006)
개별 기업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위규범을 만들고 이에 따른 기업의 의사결정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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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기업이 필수적으

로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 규정하고, 윤리적 책임을 사

회가 기대하는 책임, 자선적 책임을 가장 바람직한 책

임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Blomm and Gundlach(2001)는 기업이 이

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CSR 활동이란 

고객과 주주, 임직원 등과 같은 직접적인 기업 및 조

직의 이해 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 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제3자에게 행하

는 선의의 기업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ardberg 

and Fombrun, 2006; Schwarz and Carroll, 2008). 

현재도 CSR에 대한 정의 및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

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개념도 점차 확장되

고 있는 추세에 있다(최희원·문철우, 2013). 

2.2 CSR의 중요성

2010년 UN Global Compact-Accenture CEO 

study에 의하면 전 세계 766명의 CEO 중 93%에 

가까운 경영진들이 CSR을 가장 중요한 조직의 성

공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UN Global Compact-

Accenture, 2010). 이렇듯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업과 

학계에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SR이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

안이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다(Margolis, Elfenbein, 

and Walsh, 2007). 

그러나 CSR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기업 또는 조

직의 자원 관리 및 창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Cocharn and 

Wood, 1984; Waddock and Graves, 1997) 그 중 

일부는 마케팅 활동(Fombrun, 1996; Moskowitz, 

1972), 사회적 정당성 확보(Hawn, Chatterji, and 

Mitchell, 2011), 회사의 무형자산 개발(Gardberg 

and Fombrun, 2006), 우수인력 확보(Turban and 

Greening, 1997), 재무성과 기여(Cheng, Ioannou, 

and Serafeim, 2014)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업의 

CSR이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기존의 CSR 활동

과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

면, 이전에는 기업들이 사회 구성원에게 진정성을 갖

고 CSR 활동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업의 성과 또는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CSR 자체를 수단으로 활용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Aguilera, Rupp, Williams, 

and Ganapathi, 2007). Waldman, Siege, and 

Javidan(2006)에 의하면 제품 차별화, 기업 명성 구축 

등 기업의 경쟁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 

활동과 제품 및 서비스 개선, 노사관계 등은 전략적 

CSR로 규정되는데 이는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 부합

되며 상호 공존과 협력을 기반으로 각자의 이익을 향

상시키는 CSR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업들 대다수가 자사의 

CSR 활동을 기업의 수익 창출 목적 외에도 자사의 비

전, 가치 등에 포함시켜 이를 장기적인 기업 내부 가

치기준이자 행동양식으로 설정하고 있다(Blair-Loy, 

Wharton, and Goodstein, 2011). 즉, CSR 활동이 실

제로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준거적 기준인 기

업의 비전, 가치 등과 연관된다면 기업의 임직원들 역

시 이를 정당하고 올바른 CSR 활동으로 간주하고 실

행한다(이수정·윤정구, 2013). 그러므로 최근에는 기업

이 단순한 CSR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CSR을 추진하는데 이는 

기업의 성장 외에도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갖춘 행위로 간주되는 커뮤니티 활동, 다양성까지 포

함하는 개념을 말한다(Waldman et al., 2006). 

특히 CSR은 기업 내부 및 외부적으로도 매우 중요

한 영향을 주는데, 기업 내부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기

업의 CSR 활동은 임직원에게 자부심과 자아존중감

과 같은 정서적 위안과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기

업을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는 곳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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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us, Stone, and Heiner, 2002; Fredrickson, 

2006). 아울러, 국내 연구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충성심을 유발

하여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수정·윤원구, 2012; 2013). 외부적으로는 기업

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이 주주들의 환경에 대

한 관심과 이해력을 높여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lammer, 2013), 이와 동시에 주

식시장에서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Klassen and McLaughin, 1996). 

국내의 경우 그동안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

장과 공해 배출, 정경유착과 로비로 인한 비윤리적 행

위들이 많이 보도되었고, 그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자리 잡았다(문용갑, 

2005). 특히, 지난 2년간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

성을 통한 창조경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대기업들이 

CSR을 서둘러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유로 CSR 활동을 도입한 것은 경제적 불이익을 회피

하기 위함이지 진정성이 있는 CSR 활동이라고 볼 수

는 없다(이수정·윤정구, 2013). 특히, 이윤을 추구하

는 기업이 도덕적 위선과 같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

이 높은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Batson, Collins, and 

Powell, 2006) 기업의 CSR 추구와 활동은 앞으로도 

더 많은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받을 것이다. 

2.3 CSR의 유형

사회 공익과 기업 대처 방안의 관점에서 볼 때, 사

회적 책임은 크게 예방적 CSR, 대응적 CSR, 전략적 

CSR로 분류할 수 있다(최병헌, 2008; Porter and 

Kramer, 2006).

첫 번째, 예방적 CSR은 기업의 이익과 사회공익이 

양립하는 관계로 즉 사회의 공익을 위해 기업이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일련의 공여활동을 의미한다(최병

헌, 2008). 일반적으로 환경보호 자선활동 및 소외계

층에 대한 기부활동으로 일반적 공여를 통해 다시 즉

시적인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특성에서 윤

리적 책임이나 자선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Porter and Kramer, 2002).

두 번째, 대응적 CSR은 생산되는 재화에 직접적으

로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익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다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

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자들에 대한 

보상 활동과 문화 활동 지원, 교통안전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의 활동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CSR 활

동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상호 공존을 모색하면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최병헌, 

2008), 일반적인 사회 이슈보다는 단기적으로 기업 활

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많고, 해당 이해 관

계자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에 기업이 보다 민감히 대

처하고 반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병헌, 2008; 

Porter and Kramer, 2006).

마지막으로 전략적 CSR은 근본적으로 상호 공존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하여 각자의 이

익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CSR이다. 기업들

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 및 지역사회와 해

당 국가를 위한 CSR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환

경, 지속가능 발전 등 해당 지역사회와 국가가 중요시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공

헌해야 한다(Porter and Kramer, 2006). 특히, 글로

벌 기업의 경우 국가와 민족이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

고 있기에 대다수의 소비자나 이해관계자가 속한 세계 

주요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적 CSR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 성공에 있어 보다 중요하다(최병헌, 2008). 

Waldman et al. (2006)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전략적 CSR은 기업과 사회의 상호공존을 바탕으로 건

설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서는 기업들이 예방에서 대응, 그리고 전략적 CSR로 

변화함에 따라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공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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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실마리 제시

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CSR 관련 이론적 흐름 및 기

존 연구가 지닌 공백을 감안,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

고자 보다 심도 깊은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방법

사례연구 방법은 기존 연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이 많거나 연구 수준이 초기 단계에 머물 때 주로 진

행되며 실증 분석보다 깊이 있는 인터뷰와 자료 조사

를 통해 Best Practice를 도출할 수 있을 때 주로 사

용한다(권상집·백서인·김희태·장현준·김성진, 2013; 

권기환·이춘우, 2008; 이홍, 2001; 하성욱·이상곤, 

2012). 또한 김인수(2000)는 그 동안의 연구가 해외 

연구에서 증명된 주요 변수를 그대로 국내 사례나 기

업 성장, 성공 과정에 대입하여 분석, 전형적인 한국 

기업의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지 못한 점을 비

판하며, 한국의 경영학 연구 분야는 좀 더 다양한 영

역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선도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함

을 주장하였다.

사례연구가 통계적 분석보다 효과적인 부분은 특정 

사건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 실증연

구보다 좀 더 자세히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백서인·

이성민·장현준, 2015). 그렇기 때문에 사례연구는 설

문을 통해 의견을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Verzer Jr, 1998), 세계적으로도 정성적 연구가 새로

운 현상이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Dutton and Dukerich, 1991). 

본 연구는 전략적 CSR로 대변되는 최근 기업들

의 공헌 활동 속에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게 적합한 

CSR 전략 및 시사점을 밝히기 위해 자동차 시장 중 

가장 넓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대상

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및 중국 시

장에서 가장 높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 5곳

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기업들

이 수행해 온 CSR을 예방적 CSR, 대응적 CSR, 전략

적 CSR로 구분하여 활동 사항 등을 탐색했으며, 최근 

중국 시장에서 전략적 CSR의 최대 화두로 부각되는 

요소와 기업들의 지향 방향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

해 본 논문의 저자 중 한 명이 실제 중국 현지에 방문, 

직접 중국 자동차 시장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 사

례를 분석하는데 주력했다. 

본 연구가 사례연구로 진행되는 이유도 아직 CSR

이 정량적으로 학계에서 표준화될 만큼의 측정 문

[그림 1] CSR 유형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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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나 기법이 개발되지 않았기에 사례연구나 근거

에 의한 연구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고(Edmondson, 

Bohmer, and Pisano, 2001), 사례연구가 보다 설득

력 있는 실무적 시사점과 결론을 제안하는데 정량적 

연구보다 더 낫다는 장점이 존재하기에(Eisenhardt 

and Graebner, 2007) 본 연구 역시 최종적으로 사례

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3.2 연구 프로세스 

본 연구의 초기 제안 단계에서는 해외 시장을 중심

으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CSR 전략과 활동을 비교

하고 분석하여 국내 자동차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CSR 창출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

의 경우, 미국과 유럽 시장은 2차 자료로만 접할 수 있

는 한계가 존재하여 연구의 범위를 중국 지역에 밀착, 

특화시켰다. 그 이유는 사례연구의 특성상 더 깊이 있

는 현상 탐색과 메커니즘을 도출하기 위함이었고 중국 

시장 자체가 세계 자동차 업계의 블랙홀이자 최대 규

모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보다 밀착해서 연

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백서인 외, 2014). 

본 사례연구의 핵심은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해

외 자동차 기업의 CSR과 관련된 활동이 어떻게 진행

되고 이러한 활동들이 어떤 결과를 유도했는지 분석

하고(Schramm, 1971), 향후 중국 시장에서 국내 자동

차 기업이 지속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CSR 활동을 전

개해야 하는지에 관해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 실

무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해

당 사례 기업의 재무제표 및 중국 현지 기업 평가결과 

등을 모두 직접 확보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사례 대상 기업들의 모든 CSR 활동 리포트를 추가적

으로 분석, 본 사례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더욱 높이는

데 집중하였다. 사례연구 절차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Eisenhardt(1989)의 연구 프로세스를 준수하였고 이

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본 연구의 사례연구 프로세스

단계 활동

연구의 시작 국내 자동차 기업의 지속성장과 시장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맞춤형 CSR 전략 및 방향 모색

사례 선정 사례 대상 기업: 중국시장 내 사회공헌 선도 자동차 기업 5곳 

도구 및 프로토콜 준비 기본 자료 수집 

현장 조사 중국 현지 방문 (일정: 2014년 8월) 통해 중국 시장 탐색 

자료 분석 주요 실무진 인터뷰 및 중국 현지 방문 자료 정리/분석

명제 도출 사례연구 및 현지 관찰사항 기록/정리, 전략적 방향 도출

문헌 비교 기존 CSR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새로운 시사점 및 관찰 사실 종합 확인

연구 종료 연구의 이론적 공헌도 및 실무적 시사점 도출

3.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기업으로는 중국 자동차 시장

에서 최근 10년 동안 판매대수 기준으로 꾸준히 상위

권에 이름을 올린 기업 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된 기업들은 모두 사회적 책임 활동 자체를 통해 경쟁

이 가장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폭넓은 인정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기에 이들 기업들의 활동을 비교하고 

분석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CSR 전략을 국

내 자동차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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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언급했지만 해외 자동차 시장 중에서 중

국 시장으로 범위를 좀 더 좁힌 이유는 깊이 있는 연

구 결과 제안과 새로운 지역의 산업을 분석한 사례

연구들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고(Ferile, Fitzgerald, 

Wood, and Hawkins, 2005), 모든 자동차 업계가 주

목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

업의 사회공헌 전략과 활동을 비교한다면 보다 적절

한 국내 기업의 CSR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 기업은 모두 한국, 중

국,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기 다른 국가의 기업으로 선

정했기에 보다 글로벌 관점에서 종합적인 CSR 시사점

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대상 기업은 [표 4]

에 업종 및 제품군 등을 토대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4] 본 연구의 연구대상

사례 기업 업종 제품군 비고 

SAIC 자동차 승용차/상용차 중국 기업

현대자동차 자동차 승용차/상용차 한국 기업

Volkswagen 자동차 승용차/상용차 독일 기업

GM 자동차 승용차/상용차 미국 기업

Toyota 자동차 승용차/상용차 일본 기업

3.4 연구 분석의 틀

앞서 제시된 연구방법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효

과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림 2]

와 같은 연구 분석을 위한 개념적 모형(Conceptual 

Framework)을 바탕으로 중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

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선정한 5개 자동차 기업

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예방적 

CSR, 대응적 CSR, 그리고 전략적 CSR 활동으로 나

누어 자세히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기준인 

유형별 CSR 활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첫 번째 대상인 예방적 CSR 활동은 

기업이 사회 공익을 위해 단순하게 비용을 지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울러, 두 번째 

대상인 대응적 CSR은 자동차 기업의 구매자(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 활동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대응 차원의 사

회적 책임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본 연구의 핵심인 전략적 CSR은 이슈 대응 및 

단순 공여 활동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상호공존과 

[표 3] 중국 승용차 시장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브랜드 (2003-201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상하이 
폭스
바겐

상하이 
폭스
바겐

상하이
GM

상하이
GM

상하이
GM
우링

상하이
GM
우링

상하이
GM
우링

상하이
GM

상하이
GM
우링

상하이
GM

상하이 
폭스
바겐

2
이치 폭스
바겐

이치 폭스
바겐

상하이 
폭스
바겐

상하이 
폭스
바겐

이치 폭스
바겐

이치 폭스
바겐

상하이 
폭스
바겐

상하이 
폭스
바겐

상하이
GM

이치 폭스
바겐

상하이
GM

3
상하이
GM

상하이
GM

이치 폭스
바겐

이치 폭스
바겐

상하이
GM

상하이 
폭스
바겐

상하이
GM

이치 폭스
바겐

상하이 
폭스
바겐

상하이
GM
우링

상하이
GM
우링

4
광저우 
도요타

광저우 
도요타

현대
체리 
자동차

상하이 
폭스
바겐

상하이
GM

이치 폭스
바겐

현대
이치 폭스
바겐

상하이 
폭스
바겐

이치 폭스
바겐

5
텐진 이치
샤리

현대
광저우 
도요타

현대
체리 
자동차

텐진 이치
샤리

현대 동펑 니산 동펑 니산 현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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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뜻한다(최병헌, 2008). 본 연구는 각각의 CSR 

활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핵심 질

문을 아래의 개념적 Framework으로 표현하였다. 즉, 

주요사의 CSR 활동을 예방에서 대응, 전략적 CSR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동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

은 무엇이며,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CSR을 전략

적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하느냐

가 본 연구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를 간략하게 [그림 2]로 제시하였다.

4. 중국내 자동차 기업의 CSR 활동

중국 내에 활동하고 있는 1~5위의 자동차 기업은 중

국계, 독일계, 미국계, 일본계, 한국계를 막론하고 대부

분의 사회공헌 활동이 환경보호, 교통안전, 인재양성 

및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기업들의 CSR 활동 상

당 부분은 현재 판매되는 재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적 CSR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주를 이루

고 있다. 전략적 CSR 활동의 경우에는 중국시장 진출 

기간이 길고 우수한 친환경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요타, GM, 폭스바겐 등이 주요 연구기관 및 유수의 

대학들과 공동 연구기관 설립 및 프로젝트를 통해 경

쟁사 대비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었으며, 기존 CSR 활

동을 넘어 차세대 교통수단 공동개발 및 교통시스템 

선진화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전략적 CSR 활용을 통

해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기업별로 진행하고 있는 

CSR 활동을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은 [표 5]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본 장에서는 각각의 CSR 활동별 기

업들의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림 2] 본 연구 개념적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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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국내 자동차 기업의 예방적 CSR 활동 사례

상하이 자동차 회사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상품

성을 높임과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명실상부 중

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상하이 자동차(SAIC)는 5년 

전부터 ‘상하이 자동차 사회책임 보고서’를 공시해 오

고 있으며, 책임 관리, 환경 책임, 사회 책임 크게 세 가

지 측면에서 다양한 CSR 활동을 다하고 있다. 먼저 책

임 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정부와 소비자, 직원 및 협

력 업체, 지역 사회에 대한 관리 전략을 추구하고 있

다. 대외적으로는 환경과 자원 그리고 지역 주민, 대

내적으로는 경제발전 견인과 신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우수한 기업 문화 형성을 목표로 품질, 효용,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 책임 활동으로는 ‘绿动未来(녹색미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

발하는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이미 유통된 자사 자

동차를 재수거하여 재사용하는 등 환경보전에 앞서는 

CSR 활동을 의미한다. 2013년 상하이 자동차에 의해 

추진되는 녹색 유통 공급망이 이미 250곳을 넘어섰

고, 녹색 판매망은 128곳을 넘어섰다. 또한 신재생 에

너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15년까

지 전체 판매량의 20%를 전기 또는 신에너지 차로 대

체할 예정이다. 최근 자체 브랜드인 Roewe750, e50, 

550, Springo 및 천연가스 버스를 출시하는 등 그린

카 출시에도 상하이 자동차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한 에너지 절약기술을 개발하는 내부 센터를 설립하

여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사내 그린 콘테스트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보호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사회 책임 분야 중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접근

했을 때, 상하이 자동차는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상해

에 신에너지 차량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전

국종소학교 교육실천기지’를 설립하여 사회 교육에도 

공헌하고 있다. 또한, 20만 명에 이르는 임직원 모두 

근로 계약에 100% 성공하였으며, 미성년 고용, 민족 

차별, 성 차별이 없는 조직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

[표 5] 중국내 자동차 산업 주요 5개사 CSR 활동

개념 상하이 자동차 도요타 GM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예방적 CSR

* ‘绿动未来(녹색미래)’ 
프로젝트 진행 

* ‘전국종소학교 
교육실천기지’ 설립 
통한 기부활동 

* ‘중국 청년 환경 
보호상’

* 도요타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적 환경관리

* 중국환경위원회 설립 

* 중국 위생부와 함께 
‘조화로운 캠퍼스 
만들기 운동’ 

* 낙후지역 수자원 
보호, 수질 개선 사업

* 초중고생 대상으로 
환경보호 관련 
전국순회 교육 실시

* 빈곤지역 물자지원 및 
장학금 전달

* ‘그린존 프로젝트’ 
통한 사막화 방지

* ‘꿈의 교실’ 사업을 
통한 교육 기자재 및 
지원 

대응적 CSR
* 안전한 생산 관리 ‘1급 
안전 생산 표준화기업’ 
선정

* 교통안전 캠페인 
제작, 교육 콘텐츠,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전국 순회 
교통안전거리 캠페인 
진행

* 교통안전 콘텐츠 제작

* 현지에 맞는 맞춤형 
안전운전에 관한 10종 
교육 콘텐츠 개발 

* 칭다오지역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및 
AS 정비 인원 및 능력 
강화

전략적 CSR

* SNS 웨이보 채널을 
활용한 자동차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공익사업 계획 

* 중국철도공사외의 
협업

* T-TEP(Toyota 
Technical Education 
Program)학교 설립

* 칭화대와 공동 
연구소 설립중 

* 칭화대학교와 신재생 
에너지 연구 중심 
센터 설립

* 차세대 고성능 
친환경차 
개발프로젝트 진행 

* 신기술 개발 및 
교통시스템 개선 위한 
‘폭스바겐 교육기금 
제정’

* 퉁지대학과 중국형 
안전주행 시스템개발 
중

* ‘에쿠스 장학기금 
사업’ 

* 칭화대 베이징대와 
협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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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는데, 첫째, 고급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유명 교육기관에서 경영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

며 두 번째로는 엔지니어 팀에 관한 교육은 다수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상해시 우수 기술자를 육성하고 있

다. 

도요타의 중국시장에서의 예방적 CSR 활동은 크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발전 사회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요타는 먼저 자동차

가 원인이 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전역의 도요타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적 환경관

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환경정책 동향 등을 고

려하여 환경관련 과제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환경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요타

의 EMS(Environment Management System)를 준

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환경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3개 공장에 ISO 14001 인증 

획득과 직원들에게 환경의식 고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Hybrid) 차량 개발 및 보급, 

고효율 연비 모터 WT-1의 개발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의 제거 및 자원 절약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중국인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 기

관과 공동으로 ‘중국 청년 도요타 환경보호상’을 제정

하여 환경보호 방면에 뛰어난 공헌을 한 단체나 개인

을 시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중국 수도권 환

경 녹화 시범기지’ 건설의 일환으로 허베이성에 중국

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식수사업을 2001년부터 전개

하고 있으며, 2009년 말까지 약 3,000헥타르의 녹지

를 조성했다.

GM은 도요타나 폭스바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이 늦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CSR 활동도 

경험과 전통에 있어서 도요타나 폭스바겐에 비해 부

족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합자기업인 상

하이 GM의 급속한 성장을 발판으로 매우 적극적인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GM 중국법인의 예방적 

CSR 활동이 타사와 다른 차별점은 바로 생활건강에 

포커스를 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UN과 함께 중

국사회의 에이즈 퇴치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중국 

위생부와 함께 조화로운 캠퍼스 만들기 운동 및 낙후

지역 수자원 보호 그리고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소외

받는 농민들의 식수원 보호와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폭스바겐의 중국시장에서의 예방적 CSR 활동은 녹

색환경의 미래 및 기타 사회공익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1980년대 초반에 중국에 진출한 다

국적 기업 1세대로서 중국 내 CSR 활동 경험이 풍부

하며,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 제고 효과 면에서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녹색환경의 미래’라는 이념 하에 추진되고 있는 환경

보전 CSR 활동은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

축, 중국 초등학생과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재활용과 분리수거 방법, 쓰레기 감소와 자원 절약의 

필요성 등에 관한 전국 순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폭스바겐의 CSR 활동은 대부

분 합자회사인 상하이 폭스바겐, 이치 폭스바겐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 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

동이라는 점보다 자국회사의 CSR 활동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어 부정적인 사회 시선과 자칫 국가 간 불매

운동으로 번질 수 있는 사회 책임 영역을 부드럽게 융

화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07년 국가 환경보호총국

과 공동으로 3년간 청소년 환경교육을 실시한 것을 필

두로 ‘녹색학교’ 설립 등에 앞장서 환경교육 사업을 주

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는 

CSR 영역을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신뢰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을 3대 

핵심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대는 2002

년 중국 진출 이후 환경경영, 학교건설 및 교육 기자

재 지원, 스포츠 문화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백 서 인 · 권 상 집

114 지식경영연구 제16권 제3호

있으며 최근 환경에 관한 사회공헌 활동에 특히 중점

을 두고 있다.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

래 교통안전 캠페인, 키즈오토파크, 현대 그린존차이

나, 기아가원, 문화유적지 보전사업 등 중국 내에서 다

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해왔는데 이중, 중국 10대 

성공 환경캠페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내몽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현대 그린존차이나’사업은 ‘2014년 중국 

Best 50 공익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환경

보호의 대표적 사업 중 하나인 그린존 프로젝트는 북

경에서 북쪽으로 약 660km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황

사의 발원지로 알려진 내몽고의 쿤산타크 사막 내 차

칸노르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

막화 방지 및 생태계 복원을 통해 사막을 초지로 바

꾸는 사업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총 3,800만㎡의 사

막을 초지로 바꾸는데 현대자동차는 성공하여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그린존 차이나 2기

로 발전되어 계속 지속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북경지

역 산 가꾸기 사업과 더불어 2008년 북경올림픽을 맞

아 북경시 그린올림픽에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 

외자사가 주관한 ‘다국적기업 북경 녹색올림픽 식목

활동’에 참여했고 공원 녹색사업 성금을 기증함으로

써 중국 사회공헌 활동에 독보적인 강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4.2 중국내 자동차 기업의 대응적 CSR 활동 사례

상하이 자동차의 대표적인 대응적 CSR 활동으

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안전한 생산 관리

이다. 2012년 생산라인에서 상하이 자동차는 사망

률 0을 달성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었고, 중상률 

0.003%, 경상률 0.167%를 이루며 안전한 생산라인 

구축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으며, 2010년 4.6억 위안, 

2011년 6.4억 위안, 2012년 7.2억 위안을 안전 생산라

인 구축에 투입하며 상하이 자동차 그룹의 13개 기업

이 ‘1급 안전생산 표준화기업’ 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도요타의 대응적 CSR 활동으로는 크게 교통안전 

활동을 들 수 있다. 도요타는 중국에서 자동차 급증 

때문에 늘어나는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에 관해 자동

차 제조업체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활발

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전 문제에 대해 도요타는 제

품 개발 및 제작 과정 자체 감시기구 설치, 자동차 안

전성 시험 결과 공개, 교통안전 체험박람회 개최, 육교 

건설 등 제품 자체의 안정성 확충과 더불어 사회 전체

에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예컨대, 

도요타의 합자회사인 쓰촨이치 도요타는 2003년부

터 청두시 교통관리국과 공동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

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

으며, 교통안전 공익광고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용 책

자 22,000개, 안전포스터 11,000개를 직접 제작하여 

청두시 곳곳에 배포하였다. 인재양성 측면에서 도요타

는 도요타 장학금을 중국 서부지역에서 학업이 우수

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00년부

터 쓰촨성과 텐진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신축 및 리모

델링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요타-진베이 

기술공업 센터를 설립하여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지

역사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T-TEP (Toyota 

Technical Education Program)학교를 설립하여 A/

S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GM의 경우 최근 펼쳐오는 대응적 CSR 활동은 소

비자의 편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여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최대

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안전 관련 CSR 활동에

서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GM은 단독

으로 총 200만 위엔을 투자하여 ‘조화로운 교통, 중국

으로’ 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교통안전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GM은 각 도시별로 교통안전 캠페인의 세부 

주제를 다르게 구성하였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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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발표회와 토론회, 퀴즈대회 개최, 상황극 공

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병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

다. 

폭스바겐의 대응적 CSR 활동은 주로 안전운전 습

관, 차량 내 유아 보호, 안전벨트 착용, 보행 보호, 과

속 및 음주 운전에 관한 10종 교육제공 등을 위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신기술 개발 

및 교통 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폭스바겐 교육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에서 방송

했던 교통 TV프로그램 시리즈인 ‘제7감(The seventh 

sense)’을 현지에 맞게 다시 제작해 방영하기 시작했

으며, ‘안전운전, 폭스바겐 방식으로 운전해라(Drive 

safely, Drive the volkswagen way)’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대응적 CSR 활동은 자동차 

산업관련 인재 육성 지원 및 대학과의 협업을 들 수 

있다. 2007년 4월 현대는 중국 산동성 일조직업기술

학원 기술학교를 설립한 후 교육용 자동차, 부품 및 기

자재를 학교에 기증하여 우수 자동차 정비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제품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하

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또한 자동차업체의 특성을 살

려 재난 지역에 방재용 자동차 차량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2008년 1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 중

국 남부 지역의 폭설 지역에 폭설피해 복구용 차량 5

대를 기증하고 중국 적십자총회에 수재 후원금 100만 

위안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2008년 5월 사천성 대지

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산

하 독자 및 합자 기업들을 동원하여 중국적십자회를 

통해 구호 성금 1,622만 위안을 피해 지역에 기부하였

다. 

  

4.3 중국내 자동차 기업의 전략적 CSR 활동 사례

상하이 자동차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적 CSR 활동

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과의 협업에서 굉장히 선도적

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 자동차는 중국정부

가 60여개 국가와의 육로와 해상로를 동시에 연결하

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새로 연결되는 동남아 시장

으로의 진출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이 일

대일로 사업 공익 캠페인 참여, 중국최대 철도회사인 

중국북차, 중국남차와의 공동 기술 및 부품 개발, 납

품 협약체결 등을 진행하고, 13차 5 규획을 바탕으로 

서안과 유럽을 연결하는 정책에도 집중적으로 정부와 

협조하면서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상하

이 자동차 외에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역시 일대

일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계에서 상하이 자

동차가 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을 먼저 전개하면

서 다른 기업들 역시 이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

고 향후 참여 방안 등 세부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

다. 

도요타 역시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공헌 활동 외에

도 지역 대학과 유수 기관과의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상당히 전략적인 

CSR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칭화대학교

와 연계하여 공공관리대학원 내에 산업발전 및 환경

관리 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부에 자체 개발한 A/S 교육시스템을 기부하여 중

국 자동차 운영과 유지, 수리 영역의 직업기술학교에

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칭화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친환경차 기술개발 프로

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칭화대 학생

들이 창업을 원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청년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x-lab’ 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토대로 

참여하며 외국 자동차 기업임에도 중국의 사회적 관

심 분야 중 하나인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활동을 보

여주고 있다.

GM의 경우 중국 현지 자동차 회사와의 합작사 설

립을 통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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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헌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전략적인 CSR의 일

환으로 지역 대학과의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중국 정부가 13

차 5 규획에서 강조했던 핵심 육성 사업군 중 하나인 

친환경 자동차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

적인 예가 바로 2008년 칭화대학교와 설립한 신재생 

에너지 연구 중심 센터이다. GM은 이를 통해 5년 간 

600만 달러의 연구 펀딩에 협약을 맺어 지원해 오고 

있으며, 수소 전기 등의 대체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개

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현재 강하게 드

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기자동차 개발에 협력하는 전

략적인 행보로써 일차적으로는 산학연의 협력체계 구

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내 전기자

동차 제조 회사인 BYD나 다른 회사와의 공동법인 브

랜드 설립 등을 실현할 수도 있다.

폭스바겐의 전략적 CSR활동 역시 지역 기관 및 대

학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활동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중국에서의 오랜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

제가 급격하게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전환되는 수요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퉁지대학과 협력해 교통사고 메커니즘과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을 세밀히 조사

해 중국 주요지역의 도로 안전과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을 파악한 뒤 ‘중국형 차세대 자동차 안전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사회 열풍

과 트렌드를 반영해 산학연 프로젝트를 통한 청년창

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는데, 오래전부

터 국경 없는 책임과 지원을 강조해 온 폭스바겐은 현

재 중국의 신규 창업이 약 291만 건에 이를 만큼 뜨거

운 창커 열풍에 호응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엔지니어와 학생들이 창업하는 것을 적극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중국의 사회적 요구

가 현재 젊은 인재들의 창업 활성화에 있는 만큼 폭스

바겐도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이를 지원, 외국 자동차 기

업임에도 중국 시장에서 고객에게 높은 호평을 받고 

브랜드 인지도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와의 협력 측면

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CSR 활동을 구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구매력과 시장성이 낮게 

평가된 총칭 등의 내륙 지방에 대한 투자를 단행함으

로써 중국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책사업인 일대일로 사

업에 대한 협력과 지지의 의미를 표현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해 중국사회에

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난과 실업률 해소에 기여

하고자 하는 공헌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베이징 대, 칭화대학과의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

진하는 중이다. 

5. 자동차 기업의 CSR 전략적 활용 방안

5.1 중국 내 CSR의 변화와 국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방

적인 공여 형식이 강한 예방적 CSR 활동이나 그 대상

이 기업의 제품 사용 및 이익 활동에만 국한된 대응

적 CSR 활동을 통해서는 전략적인 효과나 성과를 창

출해 내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Porter and 

Kramer, 2006). 본 연구 대상 기업인 상하이, 도요타, 

GM, 폭스바겐 등은 이미 기존 CSR 활동을 넘어 차세

대 교통수단 공동개발 및 교통시스템 선진화 프로젝

트 등 여러 가지 전략적 CSR 활용을 통해 중국 시장

에서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해왔으

며 중국 사회의 트렌드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반

영한 새로운 차세대 CSR 활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진출이 가장 오래된 폭스바겐은 지역사회의 

창업지원 활동과 고차원적 기술협력을 기획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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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요타 역시 기업의 특장점인 하이브리드 기술 전

수와 공동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의 

CSR 활동이 환경보호, 안전 및 교육, 봉사 등의 방면

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중국 사회 열풍과 지역

사회의 니즈를 반영하여 새로운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

르렀다. 

또한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쳐 질적 성장을 

위한 조절시기에 진입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국

책사업에 맞는 CSR 활동을 전개하는 것 역시 장기적

으로 볼 때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지정한 사업 분야, 막

대한 자원을 들여 진행 중인 초국가적 메카 프로젝트

등과의 협력과 연계를 어떻게 사회공헌이라는 매개체

를 통해 그 당위성과 정체성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거부감 없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세심한 설정 역시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들이 중국시장에서 지속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선도적이며, 중국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전략적 CSR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5.2 ‘창커(創客)’ 열풍을 활용한 창업 지원 강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조사한 ‘외자기업의 중국내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계 기업은 평균 

40.3점으로 대만,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

하였으며 이중 현대자동차는 7위로 중국내 자동차 기

업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중국내 

CSR 활동의 어려운 요인으로는 여전히 ‘현지에 적합

한 CSR 활동 기획의 어려움(21%)’ 이 꼽히고 있고, 다

수의 기업관계자들 역시 ‘적합한 CSR 파트너 찾기’와 

‘적합한 CSR 활동기획’ 등을 가장 큰 난제로 인식하고 

있다(황유선, 2011). 그만큼 중국내 CSR 활동은 좀 더 

적합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정부정책과 사회 

실정에 맞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

기 위해 현재 중국내 전략적 CSR 활동에 가장 유기적

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이슈가 바로 ‘창커(創

客)열풍’이다. 한국이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정책 차원

에서 벤처와 창업열풍을 재점화시킨 것처럼 중국 역시 

리처창 총리의 발언인 ‘대중창업 만인창신(大衆創業

萬人創新)’ 키워드 아래 IT, E-Commerce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창업열풍을 강조하고 있고 중

국 내 자동차 기업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다(Zhu, 2015; Zhang, 2015). 본격적인 창

업열풍은 2005년 후진타오 정부에서 제기되어 2013

년 ‘혁신형 중소기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붐

이 일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칭화대학에서

는 2013년 칭화 기업가정신 재단(TEEC)과 칭화과학

원(TUS Park)이 주체가 되어 X-Lab를 설립해 칭화대 

내 14개 단과대학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창업을 활

성화시키고 있다. 

2014년 기준 중국에서는 1,600여개의 인큐베이터

가 80,000개의 벤처기업 설립을 돕고 있을 만큼 각종 

창업 지원금과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창업 지원 캠

퍼스는 70여개에 그치고 있어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

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창업지원을 실천에 옮기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곳의 자동차 회사도 중국

에서 창업 캠퍼스를 설립한 적이 없어 지금이 바로 국

내 기업들의 전략적 CSR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

하이 및 도요타 자동차는 이미 중국 내 창업 열기를 

감지하고 창업 캠퍼스 설립 및 지원을 다각도로 현재 

검토하고 이를 실행해서 사회적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CSR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내 현대자

동차 기업의 경우 최근 서울에 설립된 구글캠퍼스를 

벤치마킹하여 ‘H 캠퍼스’, ‘H-lab’등을 설립해 주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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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연계한 창업 캠퍼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의 자동차 생산능력과 구매능력이 가장 높은 곳이 3

대 경제권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인데(백서인 

외, 2014),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 및 지역 사회와

의 협업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창업 열풍을 지원

할 캠퍼스를 구축한 다음 고려해야 할 것은 특색 있는 

‘펠로우십’ 이다. 페이팔의 설립자 피터틸의 ‘틸 펠로

우십’은 20세 이하의 청년 중 20명을 선발하여 2년간 

약 1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종 선정된 지원

자는 학교를 그만 두고 바로 창업을 시작해야 하는 특

색을 지니고 있다. 

‘창업 캠퍼스’ 설립이 창업자들이 활동할 공간을 제

공하고 각 대학과의 연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펠로우십’은 젊고 유망한 젊은이들을 지원하

고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의식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캠퍼스의 지속적인 운영 추동력을 얻게 할 구체적 프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GM, 폭스바겐 자동차 

등은 틸 펠로우십의 성공적 정착을 벤치마킹하여 중

국 내 독자적인 펠로우십 지원 제도를 기획하고 있다. 

이는 곧 GM과 폭스바겐 역시 중국에서 전략적 CSR

로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 및 영역을 적극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창커 열풍을 더욱더 폭발시킬 것이 바로 

창업 오디션 사업이다. K-POP의 열풍과 함께 중국에

는 많은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진출했지만, 국내

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창업 경진대회가 중

국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

은 국내 기업 고유의 CSR 활동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가령,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의 창

업지원 프로그램’은 현재도 중국에 매우 드문데 국내 

기업이 고유의 역량을 살려 이들 프로그램들을 지원

한다면 기업의 브랜드 및 성장,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본 연구 대상

인 해외 자동차 기업들도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다.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스타트업의 사례는 많지 

않은데, 한류와 국내 예능 프로그램이 이미 중국 전역

에서 이슈화될 만큼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에 국내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작형식을 도입한 창업 오

디션 프로그램을 제작, 국내 자동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연계하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CSR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

인 창업에 관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이슈를 

[표 6]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6] 중국내 창업관련 주요 이슈 및 참고사항

주요 이슈 주요 내용 주체

중소 및 영세기업
창업 지원 정책

혁신기술 기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금 혜택
혁신형 중소기업의 유입되는 인재에 대한 취업비자 및 세금 혜택 및 보험율 인하 (3% -> 2%)
2017년까지 3년간 기업소득세 반감 기업 대상을 기존의 연간 과세소득 10만 위안 기업에서 20만 위안(약 
3500만원) 기업까지 확대
400억 위안의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기금 설립

중앙정부

창업교육 지원정책

각 대학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혜택 제공 
창업 전문 교과과정 개설
재학생 휴학 창업 허용 등 탄력적인 학제 도입
성공한 창업인 겸임교수 허용

교육부

창업 캠퍼스 구축
칭화대학 ‘X-Lab’ 설립 
베이징 대학 발 ‘1898 커피샵’ 설립
중국 창업의 요람 선전 ‘화창베이’ 설립 

교육기관
지방정부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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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과의 협업 진행

첫 번째 국내 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전략적 CSR 활

용 방안이 중국 내 대학과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사회

의 창업 열풍에 대한 협력적 지원활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제시할 방안은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이다. 

중국 정부가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크로드 재건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이다. 과거 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 간

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품목과 관련된 무역을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교통로의 총칭을 의미한다. 

본 사업에서의 ‘일대(一帶)’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

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며, ‘일로(一路)’는 동

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

드’를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간의 경제 및 에너지원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인프라 

건설 및 유통 통로 활성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재 7% 초반까지 둔화되는 

경제성장세를 회복하고 경제성장 동력의 다각화를 실

현하고자 한다.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의 실현은 무역과 교통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핵심 교통수단인 자동차 산업

에 있어 그 전략적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

저,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을 통해 연결될 국가는 

총 60여 개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지역의 

인구는 총 44억 명, 경제 총량이 21조 달러에 달하며,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연결이 한결 편리해지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다. 또

한, 육상 및 해상, 항공을 일관성 있게 연결하는 ‘일대

일로(一帶一路)’사업이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를 연결하는 경제벨트로 도약한다면 중국은 교통 인

프라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인 육로의 경우 고속철이나 승

용차를 가지고 유럽을 가는 것이 편해질 수 있기에 자

동차시장 성장에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

성이 크다. 

국내 자동차기업은 이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교통수

단을 제공하거나 보유한 건설사를 통한 간접 지원 및 

참여를 통해 중국시장 내 대중에게 한국 자동차 기업

이 중국의 실크로드 재건사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

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상하이 자

동차는 이미 일대일로 사업을 위한 본격적 지원 체계

[그림 3] 일대일로 사업 예상 계획도

* 출처: 조선일보, 2014.8.18, ‘21조달러 ‘경제 로드’… 모습 드러내는 중국 新실크로드의 꿈’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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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친 상황이며 도요타 자동차와 GM, 폭스바겐 자

동차도 일대일로 사업의 방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

며 이와 관련된 지원 및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

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 역시 현대자동차를 포함, 국내 

건설사와 협업을 통해 중국 시장 내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일대일로와 같은 중요한 사업 참여 시기를 놓치

지 말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래 사업 실현을 통해 성장하게 될 자

동차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도 추진해야 한다. ‘일

대일로(一帶一路)’사업을 통해 중국 자동차 시장은 분

명 조만간 재도약을 하게 될 것이고 인근 지역 시장까

지 영향을 받게 돼 자동차 구매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사업에 공헌한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는 제고되고 이에 따른 판매증가는 향상될 수

밖에 없다. 상하이 및 도요타 자동차가 일대일로 사업

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다. 특히 중

국 자동차 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의 정책적 결정과 구

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다른 기업들

이 참여를 저울질하는 이 시기에 선도적으로 ‘일대일

로(一帶一路)’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가, 전략적 CSR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면, 과거 현대자동차나 폭스바겐

이 베이징 지역과 상하이 지역의 택시 브랜드로 선정

되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 이상으로 큰 성공을 이

룰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미국과의 사드 배치나 아시아 인프

라 개발은행 같은 정치적, 군사적 성향이 내재된 사업

과는 다르게 무역 활성화 및 에너지 협력을 통한 유라

시아 공동 번영과 평화 실현이라는 실익과 명분을 주

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들 역시 중

국을 위해 참여한다거나 중국 성장을 도와준다는 비

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전략적 CSR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에 참여하

게 된다면, 추후 중국시장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유

럽 및 러시아 시장,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역시 수월해져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잠재 성장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대일로 사업에는 8

개국이 참여한 상황이며, 참가한 기업 역시 건설사들

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들 역시 경쟁 

기업들이 뛰어들기 전에 간접적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

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전략적 CSR 활동을 펼친다

면 중국 시장에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결론 

6.1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의 각 국가별 주요 자동차 

기업의 CSR 방향 및 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자

동차 기업들이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

국 시장에서 어떠한 CSR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 및 

구사해야 하는지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과거 CSR 

활동이 기업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간주되었다

면(Clotfelter, 1985; Galaskiewicz, 1997) 본 연구는 

CSR 활동이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각 기업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 토대가 되었는지 

학문적으로 제공했다. 본 연구의 주요 학문적 공헌도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강조되고 있는 CSR의 긍정적인 영향 

연구는 주로 자본 시장 또는 주주에게 미치는 재무

적 관점을 제공하는 정량적 연구에 치중되었던 반면

(El Ghoul, Guedhami, Kwok, and Mishra, 2011; 

Gross and Roberts, 2011) 본 연구는 특정 산업과 특

정 시장을 대상으로 CSR 활동이 현재 예방에서 대응, 

전략적 CSR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각기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지속성장을 위해 각 단계

별로 CSR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여 중국 시장을 공략할 기업들이 향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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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CSR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방안에 보다 주력해

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CSR 및 중국시장

에 관한 기업의 지식경영 및 관리의 실현 가능성을 보

다 높이는데 기여했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현재 가장 치열

한 경쟁이 벌어지는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각 국가

의 선도적 자동차 기업들의 CSR 활동을 자세히 살

펴봤다. 최근 CSR 연구가 소비자들의 호평(Hillman 

and Keim, 2001), 소비자들의 신뢰(Andriof and 

Waddock, 2002), 시장에서의 CSR 활동이 미치는 영

향과 활동(Dhaliwal, Li, Tsang, and Yang, 2011) 등

을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

들이 어떻게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

체적인 내용이 담겨진 사례연구는 부족한 부분이 많

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감안, 중

국 시장에서 각 기업들의 CSR 활동을 각 유형별로 세

부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이들 기업들이 어디에 포커

스를 두고 있는지 학문적 관점에서 보다 정밀하게 탐

색, 중국시장 및 CSR 관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

고 사례 연구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데 공헌했다. 

셋째, CSR 연구가 점점 더 해당 시장에 대한 차별

화된 CSR 활동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CSR 활동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Benabou and Tirole, 2010)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를 통해 최근 선행 연구가 강조

하고 있는 CSR 활동의 차별화된 각 기업의 활동과 내

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기존 연구 영역을 더욱 확장하

는데 기여했다. CSR과 관련된 연구의 상당수가 기업 

재무와 관련되어 진행되어 온 측면이 많아(Almeida, 

Campello, and Weisbbach, 2004; Bakke and 

Whited, 2010) 실제 기업의 경영 관련 실천적 지혜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재무적 성과 외에 실제 기업들이 참고해

야 할 경영 프렉티스 실행 상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

는데 공헌했다(Ioannou and Serafeim, 2011). 

이러한 학문적 공헌도를 바탕으로 각 기업들의 CSR 

활용을 통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지속성장을 위한 

CSR 전략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적 CSR과 대응적 CSR에 국한되어 있던 

CSR 활동을 전략적 CSR 활동으로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내 자동차 기업의 CSR 활동은 현재

는 크게 환경보호, 교통안전, 인재양성, 사회공익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예방적 CSR인 지역사회

에 대한 기부와 봉사활동이 많았으며, 대응적 CSR인 

교통안전 및 환경보호 활동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CSR 연구에서도 지적하였

고, 본 연구의 다양한 외국 자동차 기업들의 사례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예방 및 대응적 CSR 활동은 장기적

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과 고객에게 근본적인 만족

을 제공할 수 없고 단기적인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활동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전략적인 CSR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장 및 혁

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략적 CSR 활동인 창업지원의 경우, 공간, 방

식, 형식에 대한 유기적인 조합을 통해 그 지속성을 유

지해야 한다. 가령, 창업지원 활동의 경우, 사회의 이슈

와 국가적인 아젠다에 부합하지만 그 방식과 운영 체

계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 운영되는 허울뿐인 

창업지원 활동처럼 유명무실한 활동으로 전락할 가능

성이 크다.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지원할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새로운 창업 지원자

들을 선발할 오디션을 기획한다면 세 축이 유기적으

로 결합되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공사례가 나오고, 

성공한 창업자들이 다시 재공헌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정착된다면 기업이 추진한 CSR 활동이 

하나의 문화와 정신으로 자리 잡아 국민정서와 정부

정책에 크게 공헌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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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창업 활동에 기여하면, 보

다 친한파가 될 수 있는 창업자를 많이 창출할 수 있

는 정서적 효과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러한 행동이 중국시장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노력과 

자세가 요구된다. 

셋째, 전략적 CSR 활동의 ‘일대일로(一帶一路)’사

업 지원의 경우,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

장 확대 및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일대일로

(一帶一路)’사업과 관련된 협업의 경우, 정치적으로 여

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참여

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드 배치와 아시아개발은행 참여로 한차례 곤

욕을 치른 국내 정부와 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또 

다른 국가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에 대

한 적극적 참여는 사실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전략적인 CSR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예방적 CSR 

활동의 방식과 같이 일방적 공여를 통한 간접성을 유

지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용되는 물품과 

교통수단의 기증, 실익보다는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

을 강조하는 명분을 바탕으로 한 국내 기업 브랜드 및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가 해당 사업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성공 시에 

돌아올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한 각 국가별 시장 및 

고객과 관련된 더욱 깊이 있는 지식 습득과 지속성장

에 집중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지식경영과 성장에 더

욱 필요하다.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그동안 CSR에 대한 연구는 활발했지만, 정확한 학

문적 개념이나 명확한 측정 단위가 정의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 관점에서 볼 때, 특정 국가에서 특정 산업

을 선도하는 여러 기업의 CSR을 연구하고 비교해 봄

으로써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기업

에게 실천적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제언을 할 수 있

을 뿐더러, 사회공헌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저변을 보다 

확대하고 최대시장인 중국에서의 CSR 활동과 연관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는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가 다양한 기업의 비교 연구를 통

해 실무적이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첫째, 사례기업의 대표성이다. 중국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은 그 수가 무수히 많지만, 연구의 편

의와 대표성을 감안하여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

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였고, 각 국가별로 대표적인 사

회공헌 활동 기업을 선정하였다. CSR이라는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입각, 럭셔리 브랜드나 일부 소형차, 

상용차만을 생산하는 특정화된 기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GM, 폭스바겐, 도요타는 현지에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조인

트 벤처의 공익활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조인트 벤처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일 

기업이 각기 다른 회사와 설립한 조인트 벤처에서 어

떻게 CSR 활동을 진행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둘째, 실증연구 부재이다.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이 학

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들을 측정해야 하고 또 어떤 수치들을 중요 변수

로 설정할지에 대해 아직 뚜렷한 학문적 근거가 존재

하지 않아 섣부른 실증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

움이 따랐다. 또한 직접적인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샘플 확보와 기업별, 국가별, 시장 특

성 등의 문제가 존재했기에 현실적으로 본 연구를 실

증연구로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

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함으로써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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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다. 본 연구는 

좀 더 심도 있고 정확한 연구결과 제시를 위해 산업을 

자동차 산업으로 국한하고 타깃 시장을 세계 최대 자

동차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시장으로 선정하였다. 그

리고 중국시장에서 판매 순위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

는 각 국가의 대표 기업인 GM, 폭스바겐, 상하이 자동

차, 도요타, 국내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비교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했음에도 해당 연구결과가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 진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지에 대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 시

장 진출 시 필요한 CSR 전략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

서 동일한 연구방법과 사례선정 방식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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