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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aps between ideal and actu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by com-

paring levels of CSR perceptions a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differences between CSR perception, per-

ceived quality, and affective trust from a consumer perspective. Data from 315 adult samples were collected

through a nationwide online survey. In order to compare ideal and actual CSR, the study employed the ap-

proach of latent means analysis (LMA) and multi-group comparisons within the framework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 of latent means comparis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of percep-

tions on fashion CSR across ideal and actual contexts. Only actual economic CSR was evaluated higher

than in the ideal context and the effect size of inter-management CSR was the largest among seven do-

mains. Multi-group SEM revealed a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ideal and actual CSR structural models

that exhibited relationships of CSR perception, perceived quality, and affective trust. The paths from inter-

nal management and ethical CSR to perceived quality and from economic and philanthropy CSR to affec-

tive trust were different across ideal and actual contexts. Implying the understanding of consumer CSR per-

ceptions and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qua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marketers narrow the gap bet-

ween ideal and actual CSR.

Key wo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ceived quality, brand trust;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각적 품

질, 브랜드 신뢰

I. 서 론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CSR 이니셔티브를 이용하며

(Raghubir et al., 2010), 특히 소비자와의 긍정적이고 돈

독한 관계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CSR 이니셔티

브에 쏟고 있다(Bhattacharya & Sen, 2004). 이는 CSR 이

소비자의 구매의도나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

가에 영향을 주며(Brown & Dacin, 1997; Creyer & Ross,

1997; Folks & Kamins, 1999), 기업에 대한 인상을 형성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D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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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 Lewis, 2003).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소비자들이

CSR과 관련된 브랜드로의 전환의사를 밝히거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Bhattacharya & Sen, 2004). 전통적으로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제품품질, 금전적 가치,

재정적 성과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Dawkins & Le-

wis, 2003), 최근에는 기업의 CSR이 소비자 의사결정에

서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업의 CSR 실행여부는 물론 어떤 CSR 활동을 어

떻게 실행하느냐가 판단의 준거점이 된다는 것은 소비

자가 기업의 CSR 활동을 세부적으로 인지할 뿐만 아니

라 구체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특정 준거점과 비교하여 선택행동을 하게 되는 인

간의 경제적 선택행위를 설명하는 전망이론(Prospect the-

ory)(Kahneman & Tversky, 1979)의 관점에서 볼 때, 소

비자들은 각자가 기대하는 이상적 CSR이라는 준거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CSR 활동을 비교하여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일 기업의 실제 CSR이 소

비자가 기대하는 이상적 CSR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치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반

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대다수는 고객

들이 어떤 CSR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고 있으며(Madden et al., 2012), 이에 관한 연

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점점 더 많은 글로벌 패

션기업들이 아동노동 금지, 친환경 소재개발, 공정무역거

래, 환경적 소비와 폐기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는 CSR

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이 시점에 소비자는 패션기업의

이상적인 CSR 활동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실제 활동

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등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CSR 활동과 패션기업의 적합성

이 브랜드 태도(Choi, 2012), 추천 및 구매의도(Lee &

Shin, 2011)를 높일 수 있으므로, 패션기업의 CSR 활동

에 대한 소비자 기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내

용을 예측할 수 있다면 CSR과 관련한 기업활동에 실질

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보다 효과적인 패션 CSR 전략 수

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패션기업에게 기대하는 이

상적인 CSR을 밝혀내기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상적

CSR과 실제 CSR 간 차이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를 위해 실제 패션기업의 이름을 이용하여 첫째,

CSR 영역별 이상적 기업과 실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CSR 지각수준을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둘째,

이상적 기업과 실제 기업의 두 상황에서의 CSR 지각과

지각적 품질, 브랜드 신뢰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

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기업의 CSR 지각

CSR은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이다(Pride &

Ferrell, 2006). 이 책임은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 연구자들이 제안한 CSR

정의는 그 책임의 대상으로서의 이해관계자를 언급하고

있다(Ahn & Ryou, 2011; Capriotti & Moreno, 2007; Vaa-

land et al., 2008). 주주, 소비자, 종업원, 커뮤니티, 대중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특히 소비자가 주목 받

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대한 기대

가 높고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Creyer &

Ross, 1997), 그들의 관심사에 따라 기업의 CSR을 평가

하기(Green & Peloza, 2011)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은 기

업의 CSR 활동이나 정보를 접하고 이를 평가할 때 그들

의 관심사, 기대수준 등 주관적인 기준을 이용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마치 기대불일치 이론(Oliver, 1980)에서 소

비자가 제품을 경험할 때 그들이 제품으로부터 기대한 수

준과 비교하여 일치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

을 결정하는 메커니즘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소비자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CSR과 실제 CSR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기업의 CSR 활동 자체는 물

론 기업이나 그 제품에 대해 불만족과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기업의 CSR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중요한 또 다른 이

유는 소비자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CSR을 지각한다

는 것이다. Ramasamy and Yeung(2009)는 소비자의 CSR

지각이 기업의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간

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기업의

다양한 CSR에 대해 소비자들이 세부적으로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들은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의 중요성을 평가

하도록 한 연구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도 하

였다. Maignan(2001)은 프랑스, 독일, 미국 소비자들의

CSR 지각에 관한 비교문화연구에서 각 나라의 소비자

들이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CSR을 명확히 구분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David et al.(2005) 역시 도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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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활동, 재량활동, 관계적 활동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을 확인하였다. Golob et al.(2008)은 경제

적, 법적, 윤리/자선적 차원을 확인함은 물론 응답자들

이 세 가지 차원의 중요성을 같은 정도로 여기지 않으

며 특히, 법적 CSR에 대해 응답자들이 더 높은 기대를 가

지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패션기업과 관련해서 Kim(2009)

은 패션기업의 CSR 활동을 경제활동, 법 준수, 윤리적

경영, 창의적 제품, 환경보호,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사

회적 기부,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발전의 8개 차원에 대

한 소비자와 기업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그 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패션기업의 CSR영역을

실증적으로 구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소비자는 패션기업의 다양한 CSR의

차원에 따라 다른 수준의 기대를 갖게 될 것이며, 이를

실제 CSR 지각과 비교한다면 CSR에 대한 소비자의 기

대와 실제 평가의 차이를 통해 패션기업의 CSR 계획과

실행에 있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건설적

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

션기업의 CSR 영역별로 이상적 CSR과 실제 CSR에 대

한 소비자 지각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지각적 품질(Perceived Quality)

기업은 품질로 경쟁하고, 시장은 이에 의해 변화하고,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탐색한다. 따

라서 품질은 비즈니스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Golder et al., 2012). 특히, 제품의 물리적 속

성과 관련한 객관적 품질과는 달리 구매와 소비의 주체

가 되는 소비자가 느끼는 품질은 의복과 같은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이다.

지각적 품질은 제품의 전반적인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

의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Zeithaml, 1988), 이런 판단

을 하는 데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제품경험, 독특한 니

즈, 소비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Yoo et al., 2000).

소비자의 품질 평가과정은 소비자가 지각한 제품속성과

품질에 대한 판단과 만족을 형성하기 위해 그들의 기대

와 비교할 때 발생하는데(Golder et al., 2012), 이는 브

랜드에 대한 태도적 평가 즉, 브랜드 성능에 대한 포괄

적인 감정적 평가에 더 가깝다(Netemeyer et al., 2004).

평가과정의 결과로서 지각적 품질은 소비자의 프리미

엄 가격 지불 의사, 브랜드 구매의도, 브랜드 선택에 영

향을 주며(Netemeyer et al., 2004), 특히 높은 수준의 지

각적 품질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주요 동인이 될 수 있

고 곧이어 브랜드 자산의 증가와 연결되기도 한다(La-

ssar et al., 1995; Yoo et al., 2000). 따라서 다수의 브랜

드 자산 연구(Aaker, 1996; Kamakura & Russell, 1993;

Washburn & Plank, 2002; Yoo & Donthu, 2001)에서 지

각적 품질은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 중

하나로 언급되어 왔다. 특히, Lai et al.(2010)은 지각적

품질을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이용

하여 브랜드 자산에 정의 영향을 주는 CSR의 효과를 확

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품질은 단순히 속성의 성능이

아니라 참고기준에 의한 성능의 평가이므로(Golder et

al., 2012), 참고기준이 될 수 있는 이상적 CSR 상황과 실

제 CSR 상황에서 지각적 품질에 대한 CSR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브랜드 신뢰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와 고객 간의 강한 애착을 공유

하는 관계의 한 측면이자(Simmons et al., 2009), 특정 행

동이나 목적, 정책이 중요한지 혹은 좋은지에 관한 공

통의 신념이다(Swaen & Chumpitaz, 2008). 신뢰와 관

련한 최근의 연구들은 비즈니스와 소비자 행동 간의 요

소로서의 신뢰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Swaen &

Chumpitaz, 2008). 신뢰는 브랜드와 고객이 공유하는 가

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뢰대상이 위기에 노출되었

을 때 더 중요해지며, 위기나 상대방의 취약성을 감수

하려는 의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Castaldo et al., 2009).

즉,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가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

고(Chaudhuri & Holbrook, 2001; Lin et al., 2011), 고객

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

라는 믿음으로, 고객들이 취약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브

랜드에 대한 신뢰감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는 그들이 신뢰하는 브랜드가 믿을만한 대상이라는 것

을 알기 때문이다(Chaudhuri & Holbrook, 2001).

일반적으로 고객관계 형성이나 구매의도, 브랜드 몰

입, 브랜드 충성의 선행변수로 알려진 브랜드 신뢰는 소

비자가 브랜드의 신용(credibility)과 성실성(integrity)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형성된다(Lau & Lee, 1999). 여기

서의 신용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 혹은 실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성실성은 약

속을 지키려는 의도와 동기, 전체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혹은 호의적 의도로 해석된

다(Li et al., 2008; Park & Ryu, 2012). 특히, CSR 관련

– 633 –



4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5, 2013

연구에서 브랜드 신뢰는 CSR과 그 결과물인 구매의도

(Lin et al., 2011), 기업에 대한 태도(Park & Ryou, 2012),

브랜드 충성과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사(Castaldo et al.,

2009) 간의 매개변수나 CSR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

는 결과변수(Park et al., 2012; Swaen & Chumpitaz, 2008)

로 다루어져 왔다. Park and Ryu(2012)는 신용 신뢰와

호의성 신뢰의 두 차원으로 구분된 신뢰와 기업능력연

상, CSR 연상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기업능력에

대한 연상이 두 가지 신뢰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CSR 연상이 긍정적일수록 소비자들이 기업의 호의

성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을 밝

혀내었다. Swaen and Chumpitaz(2008) 역시 신뢰를 두

가지 차원(신용, 지각적 성실성)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의 CSR 활동인지가 신뢰의 두 차원 모두와 정의관계가

있으며, 품질과 만족의 매개변수를 통해서는 신용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Lin et

al.(2011)은 단일 차원의 신뢰에 대한 CSR 지각과 지각

적 기업능력에 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브랜드의 업무수행 즉, 제품의 성능에 대한 소

비자들의 품질지각은 브랜드 신뢰(신용)와 관련 있을 것

이며,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사회에 긍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의 CSR 활동은 기

업의 선의적인 동기를 연상시키며 전체의 이득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 브랜드 신뢰(성실성, 호의성)와의 관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CSR 지각은 브랜드 신뢰에 직접

적인 영향은 물론 지각적 품질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상적 CSR과 실제 CSR 상황에서의 CSR 지각과 지각적

품질, 브랜드 신뢰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호의적인

감정에 비중을 둔 브랜드 신뢰를 다루고자 한다. 왜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와 고객 간의

강한 애착을 공유하는 관계(Simmons et al., 2009)이며,

여기서의 애착은 호의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

드와 고객 간의 감정적 유대(Lassar et al., 1995; Thomson

et al., 2005)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상적 CSR과 실

제 CSR 간 차이를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기업의 CSR 영역별 이상적 기대와

실제 CSR 지각수준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문제 2. 패션기업의 CSR과 지각적 품질, 감정적

브랜드 신뢰의 관계를 이상적 CSR과 실

제 CSR의 두 상황에서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밝힌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4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20~

40대 성인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문 온라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

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는 자로 대상을 제한

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응답지원자 518명 중에서 315명

의 자료만을 선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 315명

의 자료는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성

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할당표집 되었다. 이들은 사무직

(n=141, 44.8%)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 다

음으로 학생(n=54, 17.1%), 전업주부(n=39, 12.4%) 순이

었다. 월 소득은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n=125,

39.7%), 4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n=103, 32.7%)이

가장 많았으며, 과반수 이상이 대학졸업자(n=179, 56.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6명(27.3%)은 CSR 활동

을 실행하는 기업의 제품(예: 티셔츠, 가방 등)을 구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소비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

는 기업의 CSR 활동(예: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등)에

는 17명(5.4%)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69명

(85.4%)은 기업이 CSR 활동을 실행할 때 업종 특화된 기

술이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패션기업이 의복을 매개로 CSR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70.2%(n=221명)였으며,

의복을 이용할 때 패션기업의 진실성이 더 느껴진다는

응답이 68.6% (n=2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CSR 지각, 지각적 품질, 감정적 브랜드 신뢰를 측정

하는 문항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패션기업

의 CSR에 대한 지각은 선행연구(Ahn & Ryou, 2011;

Arli & Lasmono, 2010; Aupperle et al., 1985; Golob et

al., 2008; Lin et al., 2011; Maignan, 2001; Stanaland et

al., 2011)와 소비자 심층면접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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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n=700명) 대상의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한 일

곱 가지 CSR 영역(경제, 환경, 내부관리, 자선, 법률, 사

회, 윤리 등)에 대한 3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함께

지각적 품질은 Lassar et al.(1995), Netemeyer et al.(2004),

Yoo et al.(2000)의 연구에서 인용한 지각적 품질, 브랜

드 성능의 7문항, 감정적 측면의 브랜드 신뢰는 Lassar

et al.(1995)의 브랜드 신뢰 가능성과 애착의 6문항이 이

용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

다.

본 조사의 설문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패션기업의 이

상적인 CSR과 실제 CSR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은 특정 기업

이나 브랜드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패션

기업에 대해 떠올려 보도록 하였다. 이들은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구매경험이

있어 이는 Becker-Olsen et al.(2011)이 언급한 소비자의

CSR 기대를 형성하는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

상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패션기업에 대해 구

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대

상자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패션기업을 염두

에 두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패션기업은 환경친화적

원료를 이용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이상적

인 패션기업은 하청업체의 인권 및 노동시간 보장, 아동

노동 금지 등에 대해 감시, 관리할 것이다’ 등의 CSR 활

동지각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

각적 품질과 감정적 브랜드 신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도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패션기업으로부터 뛰어난 제품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나는 사회적 책임을 이상적으

로 실천하는 패션기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을 가지고 있다’ 등과 같이 모든 문항에 이상적인 CSR

패션기업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이를 강조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특정 패션브랜드 이름과 로

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실제 패션브랜드의 CSR

활동에 대한 지각, 지각적 품질, 감정적 브랜드 신뢰를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실

제 패션브랜드 선정을 위해 2011년 주요 백화점 매출

순위와 브랜드 파워 인덱스(K-BPI)를 이용하였으며 상

위에 오른 C사의 B브랜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특

히, B브랜드는 1989년에 런칭된 이래 20여년간의 지속

적인 영업활동은 물론, 동일 브랜드 내에 여성복, 남성

복, 아동복, 스포츠 라인을 모두 갖추고 있어 다양한 연

령대의 남녀 소비자들에게 캐주얼 브랜드로서의 인지

도가 높다. 또한, 지역사회 문화사업이나 공익캠페인, 수

익금 기부, 사회봉사와 같은 다양한 CSR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고와 홍보를 통해 이러한 활동이

비교적 잘 전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들은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질문과

CSR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

였다. 자료는 AMOS 7.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

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잠재평균분석 등을 실시하

였고,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SPSS 15.0을

이용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CSR 영역별 이상적 CSR과 실제 CSR 지각의

차이

패션소비자가 지각하는 이상적 CSR과 실제 CSR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SR 영역별 지각수준

의 잠재평균을 비교하고자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s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잠재평균분석은 측정오차가 통제된 잠재평균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처럼 다수의 측정문항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

합한 분석방법이다. 본격적인 잠재평균비교에 앞서 선

행조건인 Steenkamp and Baumgartner(1998)이 제안한 세

가지 동질성 즉, 구성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검

증을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구성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검증

이상적 집단과 실제 집단 간 요인구조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구성동일성 검증을 위해 이상적 CSR과 실제

CSR의 비제약 기저모형(model 1)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

과, χ
2
=1173.709(df=602, p=.000, χ

2
/df= 1.950), TLI=.948,

CFI=.955, RMSEA =.039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

었다(Table 1). 또한 모든 항목이 대응하는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되어 두 모형 간의 구성동일

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집단이 동일한 방법으로 문항에 반응하

여 각 집단에서 얻은 자료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확인하는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두 집단 간의 동일한

요인계수를 가정하는 제약모형(model 2)과 기저모형(mo-

del 1)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χ
2
=58.956(∆df= 2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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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로 두 모형 간의 χ
2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모형적합

도를 나타내는 다른 지수인 TLI, RMSEA, CFI를 살펴

본 결과 ∆TLI=.002, ∆CFI=.003, ∆RMSEA=.001로 Che-

ung and Rensvold(2002)의 임계치인 .01보다 작은 것으

로 나타나 두 모형 간의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동일한 절편을 가정하는 절편

동일성 검증을 위해 절편동일성 모형(model 3)과 측정

동일성 모형(model 2)을 비교하였는데 χ
2
 차이가 유의하

였으며 ∆TLI=.041, ∆CFI=.040, ∆RMSEA=.013으로 모

두 임계치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완전 절편동일성 가

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동일성 제약을 부분적으로 가

정한 조건의 모형 4와 비교하였더니 ∆χ
2
=76.489(∆df=

1, p=.000)으로 유의하였으나 ∆TLI=.007, ∆CFI=.006,

∆RMSEA=.002로 그 차이가 미비하여 두 모형 간의 부

분 절편동일성(Byrne et al., 1989)이 지지되었다(Table 2).

2) 이상적 CSR과 실제 CSR 간 잠재평균비교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잠재평균분석의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이상적 CSR과 실제 CSR

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평균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적 CSR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잠

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실제 CSR의 잠재평균을 추

정한 결과, 모든 CSR 영역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

역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어 실제 CSR의 잠재평균이 이

상적 CSR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 결과는

패션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실제 기업의 CSR

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CSR의

경우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영역에 대한 지각이 이상적

CSR의 상황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이 패션기업의 경제적 CSR

에 대한 기대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실

제 기업의 CSR이 경제적인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소비

자들에게 비춰진 것일 수도 있다. 낮은 수준의 기대는

결국 소비자들이 경제적 CSR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Maignan(2001)의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윤리적, 자선적

영역보다 경제적 영역을 더 중요하게 인지하였던 결과

와 역시 경제적 책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각되었던

Ramasamy and Yeung(2009)의 중국 소비자 연구와 상반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의 소비

자들은 경제적 영역이 아닌 법률적, 도덕적 영역의 CSR

을 더 중요하게 인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Maig-

nan, 2001),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국가 간 특성으

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들 잠재평균의 차이를 해석하기 위한 Cohen's d 검

정을 실시하기 위해 선행조건인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 χ
2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TLI=.002,

∆CFI=.003, ∆RMSEA=.001로 그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요인분산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Table 2). 따라서 각 항목별로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

는 Cohen's d를 구하였고, 그 결과<Table 3>를 보면 법

적 영역(Cohen's d=−0.73)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Co-

hen's d>.8로 나타나 법적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두 집단 간의 큰 차이를, 법적 영역에서는 중간수준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내부관리적 CSR

Table 1. Fit indices for invariance test of ideal and actual CSR

χ
2

df TLI CFI RMSEA

Model 1 Baseline model 1173.709 602 .948 .955 .039

Model 2 Full metric invariance 1232.665 619 .946 .952 .040

Model 3 Full scalar invariance 1776.264 649 .905 .912 .053

Model 4 Partial scalar invariance 1309.154 621 .939 .946 .042

Model 5 Variance invariance 1353.085 628 .937 .943 .043

Table 2. Result of fit index difference tests

∆χ
2

∆df ∆TLI ∆CFI ∆RMSEA Decision

Model 1 vs. Model 2 058.956 20 .002 .003 .001 Accepted

Model 2 vs. Model 3 533.599 27 .041 .040 .013 Rejected

Model 2 vs. Model 4 076.489 01 .007 .006 .002 Accepted

Model 4 vs. Model 5 043.931 07 .002 .003 .001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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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s d=−1.35)과 윤리적 CSR(Cohen's d=−1.25)의 지

각이 이상과 실제 상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

데, 이는 내부관리적 CSR과 윤리적 CSR에 대한 소비자

들의 기대는 높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 기대수준에 크

게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Jung and Lee(2009)의 연구

에서 패션기업 실무자를 대상의 FGI를 통해 패션브랜드

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부성 판매/모금활동, 장학문화/

봉사활동, 소비자 보호활동, 재활용/친환경 활동, 윤리적

책임활동으로 분류하였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경제적 책

임활동이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패션 소비자들은 노동착

취나 디자인 도용문제와 같은 윤리적 활동에 더 민감하

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소비자들로 하

여금 기대불일치 상태를 인지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기

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

라서 패션기업은 CSR을 실행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

소비자들이 종업원, 협력업체의 복지와 소비자 권리, 혁

신적인 제품개발에 관련된 기업 내부의 관리와 윤리적

경영 등과 관련된 CSR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CSR 지각, 지각적 품질, 브랜드 신뢰의 구조관

계비교

패션기업의 이상적 CSR 기대와 실제 CSR 지각이 각각

지각적 품질, 브랜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중집단 확인적 요

인분석,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측

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 구조모형의 차

이검증의 순서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각 집단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적 CSR 집단의 경우, 구성

항목의 요인부하량은 .57에서 .98까지로 모든 항목이 대

응하는 요인에 유의하게(t-value>1.96) 적재되어 집중타

당성이 확보되었고, 개념신뢰도는 .69 이상 .94 이하, 분

산추출지수는 .52 이상으로 구성개념 간의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다. 평균분산추출지수와 결정계수(ϕ
2
)의 값을

비교하여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χ
2
=1021.661(df=

589, p=.000), χ
2
/df=1.735, TLI=.934, CFI=.942, RMSEA

=.048로 수용가능한 모형적합도를 나타내어 이상적 CSR

집단의 측정모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CSR

집단 역시 같은 절차를 통해 집중타당성, 내적일관성,

판별타당성이 확인하여 측정모형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Table 4).

2) 측정동일성 검증

두 집단 간 요인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

모형에 대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비제약 기저모형 적합도는 χ
2
=2263.628(df=

1178, p=.000), χ
2
/df= 1.922, TLI=.935, CFI=.942, RMSEA

=.038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요인적재치가 두 집단

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구성동일성

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집단 간의 동일한 요인계수를 가

정하는 제약모형과 기저모형의 비교에서 ∆χ
2
=63.829

(∆df=28, p=.000)로 그 차이가 유의하였으므로, 부분적

동일성 제약의 조건에서 측정항목별로 χ
2
 차이를 다시

검증하였다. 그 결과 ∆χ
2
=28.613(∆df=24, p=.235)로 집

단 간의 부분 측정동일성(Byrne et al., 1989)이 확인되

었다.

3) 구조모형의 검증

부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CSR 지각, 지각적

품질, 브랜드 신뢰로 구성되는 구조모형에 대해 우선 이

상적 CSR과 실제 CSR의 각 집단별 경로계수를 살펴보

면 <Table 5>와 같다.

이상적 CSR의 경우, 경제적 CSR(H1: β=.213, p=.001)

과 환경적 CSR(H2: β=.173, p=.040)이 브랜드의 품질지

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브랜드 신뢰에는 환경적

(H19: β=.148, p=.042), 윤리적(H14: β=.229, p=.033)이

정의 영향을, 자선적 CSR은 브랜드 신뢰에 부의 영향

(H11: β=−.166, p=.047)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신뢰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품질지각(H15: β

Table 3. Result of latent means analysis

Constructs 
Ideal

CSR

Perceived

CSR

Effect size

(Cohen's d)

Economic 0 .752*** 1.00

Environment 0 −.916*** −1.10

Inter-management 0 −.812*** −1.35

Philanthropy 0 −1.036*** −0.97

Legal 0 −.843*** −0.73

Social 0 −.828*** −1.01

Ethical 0 −1.221*** −1.25

***p<.001

The latent mean values for Ideal were set to zero.

χ
2
=1421.646 (df=642, p<.000), TLI=.934, CFI=.939, 

RMSEA=.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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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in ideal and actual fashion CSR                 (N=315)

Constructs Measurement Items

Ideal group Actual group

SFL
Construct

reliability
a AVE

b
SFL

Construct

reliability
a AVE

b

Economic

Take profitability as the only measure of effective-

ness
.570

.808 .687

.710

.855 .669
Improve economic performance .937 .995

Be bound to achieve maximum profitability .760 .717

Environmental

Use Eco-friendly materials .720

.916 .576

.758

.925 .713

Provide an educational program related to the envi-

ronment
.830 .815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876 .919

Financially suppor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912 .889

Encourage and conduct the recycling of products .793 .832

Internal

management

Develop and offer innovative products and good qua-

lity services
.700

.842 .544

.656

.866 .619

Guarantee the quality of life and welfare of emplo-

yees and their families
.838 .796

Secure the rights of consumers .868 .867

Protect the human rights of employees in subcont-

ractor factories
.597 .813

Philanthropy

Perform voluntary service .780

.824 .648

.882

.919 .741

Financially support the charity organizations .845 .886

Give aid to the 3
rd

 world .725 .851

Support the sports sector (e.g., sponsorship and buil-

ding sports facilities)
.574 .822

Legal

Always conduct business in line with legal princi-

ples
.886

.694 .553

.895

.786 .763
Always submit to the newest legal principles as

soon as possible
.838 .877

Be only allowed to do what is explicitly permitted

by law
.675 .847

Social

Play a crucial role in projects aimed at improving

quality of life 
.728

.832 .616

.814

.920 .743
Actively seek to reduce unemployment .819 .880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692 .892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ociety that the company

belongs to
.731 .859

Ethical

Conduct ethical business despite economic efficiency .731

.899 .621

.864

.953 .787

Define ethical standards and be faithful to them all

the time
.841 .926

First meet all ethical business principles and then

think of profit growth
.798 .909

Observe the ethical norms required by society .823 .887

a
Construct reliability=[Σ(std. loading)

2
]/[Σ(std. loading)

2
]+Σξi]

b
Extracted variance=[Σ(std. loading

2
)]/[Σ(std. loading

2
)]+Σξi]

Ideal group: χ
2
=1021.661 (df=589, p=.000; χ

2
/df=1.735), TLI=.934, CFI=.942, RMSEA=.048

Actual group: χ
2
=1241.967 (df=589, p=.000; χ

2
/df=2.109), TLI=.935, CFI=.942, RMSEA=.059

– 638 –



소비자 관점에서의 패션기업의 이상적 CSR과 실제적 CSR 비교 9

Table 4. Continued

Constructs Measurement Items

Ideal group Actual group

SFL
Construct

reliablity
a AVE

b
SFL

Construct

reliablity
a AVE

b

Perceived

quality

This brand must be of very good quality .689

.936 .516

.813

.958 .722

The likelihood that this brand would be functional

is very high
.747 .841

I can expect superior performance from this brand

of garment
.804 .891

This brand of garment is made to wear trouble free .753 .789

This brand will work very well .653 .794

Affective

brand trust

I consider the company and people who stand be-

hind these garments to be very trustworthy
.744

.932 .741

.801

.964 .684

In regard to consumer interests, this company seems

to be very caring
.782 .841

After using this brand of garment. I am very likely

to grow fond of it
.836 .904

I have positive personal feelings for this brand of

garment
.870 .888

With time, I will develop a warm feeling toward this

brand of garment
.857 .938

a
Construct reliability=[Σ(std. loading)

2
]/[Σ(std. loading)

2
]+Σξi]

b
Extracted variance=[Σ(std. loading

2
)]/[Σ(std. loading

2
)]+Σξi]

Ideal group: χ
2
=1021.661 (df=589, p=.000; χ

2
/df=1.735), TLI=.934, CFI=.942, RMSEA=.048

Actual group: χ
2
=1241.967 (df=589, p=.000; χ

2
/df=2.109), TLI=.935, CFI=.942, RMSEA=.059

Table 5.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Paths
Ideal CSR (N=315) Perceived CSR (N=315)

∆χ
2

Estimate t Estimate t

H1. Economic → Perceived quality .213 3.230** .068 - -

H2. Environmental → Perceived quality .173 2.051* −.059 - -

H3. Inter-management → Perceived quality .159 - .618 4.086*** 8.581**

H4. Philanthropy → Perceived quality .046 - .017 - -

H5. Legal → Perceived quality .009 - .187 2.199* -

H6. Social → Perceived quality .083 - .162 - -

H7. Ethical → Perceived quality .195 - −.209 - 4.467*

H8. Economic → Affective brand trust .051 - −.095 −2.951** 5.446*

H9. Environmental → Affective brand trust .148 2.029* −.038 - -

H10. Inter-Management → Affective brand trust .109 - .165 - -

H11. Philanthropy → Affective brand trust −.166 −1.988* .146 2.083* 8.284**

H12. Legal → Affective brand trust .016 - .028 - -

H13. Social → Affective brand trust .146 - −.168 - -

H14. Ethical → Affective brand trust .229 2.132* .465 4.610*** -

H15. Quality → Affective brand trust .396 6.313*** .449 78.434*** -

*p<.05, **p<.01, ***p<.001

Multi-group: χ
2
=2489.244 (df=1182, p=.000), χ

2
/df=2.106, TLI=.921, CFI=.930, RMSEA=.042

Actual group: χ
2
=1324.576 (df=591, p=.000), χ

2
/df=2.241, TLI=.927, CFI=.935, RMSEA=.063

Ideal group: χ
2
=1164.668 (df=591, p=.000), χ

2
/df=1.971, TLI=.913, CFI=.923, RMSEA=.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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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p=.000)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

의 주된 목적인 경제적 성과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

비스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CSR을 실행한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우

수한 품질을 연상시켜 제품이나 브랜드의 품질을 지각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각적

품질은 물론 감정적 브랜드 신뢰에 대한 환경적 CSR의

영향력은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대되

면서 환경 관련 상품이나 캠페인 등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가

지고 있으며, 따라서 품질지각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감정적

브랜드 신뢰에 대한 자선적 CSR의 부적 영향의 결과는

자선이나 자원봉사, 경제적 원조 등의 활동이 소비자들

이 패션기업으로부터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활동과 거리

가 멀다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자선적 CSR

은 자칫 너무 흔하고 식상하거나 패션기업과는 어울리

지 않는 활동으로 비춰져서 기업의 진실성을 피력하지

못해 감정적 신뢰감을 유도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장에서 서

술한 본 연구대상자들이 패션기업이 의복을 매개로 CSR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70.2%, n=221) 이 경

우에 기업의 진실성을 더 느낄 수 있다(68.6%, n=216)

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CSR의 경우에는 내부관리적(H3: β=.618, p=.000),

법적 CSR(H5: β=.187, p=.041)이 브랜드의 품질지각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선적 CSR(H11: β=.146, p=.050)과

윤리적 CSR(H14: β=.465, p=.000)은 감정적 브랜드 신뢰

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경제적 CSR(H8: β=−.095, p

=.001)은 감정적 브랜드 신뢰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신뢰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품

질지각은 이상적 CS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15: β=.449, p=.000). 이는

실제 CSR의 조건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때 기업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해관계자 권리와 복지, 혁신제품 개발, 준법 경영과

관련된 CSR을 비중있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지각적 품질이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이고 감정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제품속성의 성능과

직접 관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혹은 실제 패션브랜

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

한 과거 경험을 떠올리거나 연상을 한 결과일 수도 있

다. 감정적 브랜드 신뢰에 대한 자선적, 윤리적 CSR의

영향력은 타인을 돕거나 윤리적 원칙에 따른 기업경영

을 하는 데서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

을 갖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와의 감정적 유대감

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마케팅 측면에서

자선적, 윤리적 CSR이 이성적, 논리적 판단보다는 소비

자들에게 좀 더 감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경제적 CSR은 자칫 기업이

이윤추구와 경제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소비자의 감정적 브랜드 신뢰에 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적 CSR과 실제 CSR 모두에서 소비자의 품질지

각이 높을수록 감정적 브랜드 신뢰감이 높아지는 결과

는 CSR 지각과 감정적 브랜드 신뢰의 관계에서 지각적

품질의 매개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Swaen and Chum-

pitaz(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CSR의 일곱 가

지 영역 중에서 네 가지(이상적) 혹은 다섯 가지(실제적)

의 영역의 CSR 활동이 지각적 품질을 매개로 하여 직,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감정적 브랜드 신뢰형성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기업이 CSR을 이용하여 소

비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할 때 품질지각을 높일 수 있

는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4)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의 차이검증

앞서 집단별 구조모형검증의 결과를 통해 발견된 이

상적 CSR과 실제 CSR 상황에서의 CSR 지각, 지각적 품

질, 감정적 브랜드 신뢰의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이

용하여 비교하였다. ∆χ
2
=74.670(∆df=28, p=.000)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각 경로별로 ∆χ
2
를 확인한 결과, 전체 열다섯 개

의 경로 중에 네 개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

다.

내부관리적 영역과 품질지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로(H3: ∆χ
2
=8.581, ∆df=1, p=.003)와 윤리적 영역(H7:

∆χ
2
=4.467, ∆df=1, p=.035), 경제적 영역(H8: ∆χ

2
=5.446,

∆df=1, p=.020), 자선적 영역(H11: ∆χ
2
=8.284, ∆df=1, p

=.004)과 감정적 브랜드 신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

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품

질지각에 대한 내부관리적 영역의 영향은 실제 CSR에

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이상적 CSR

에서는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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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는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

의 권리와 복지 이슈와 관련된 CSR이 품질에 대한 소

비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품질지각에 대한 윤리적 영역의 영향력은 이

상적, 실제 CSR 상황 모두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은 아

니었으나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상적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윤리적 CSR 지각이 높아질수록

품질지각도 높아졌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각적

품질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비자들

이 윤리적 CSR에 대한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적으로 기업의 윤리적 활동과 제품의 품질과는 거리가

멀거나 오히려 윤리적 활동으로 인해 품질에 부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감정적 브랜드 신뢰에 대한 경제적 영역의 영향력 역

시 실제 CSR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방

향성에서 이상적 CSR과는 달리 실제 CSR에서는 소비

자들의 경제적 CSR 지각이 높을수록 감정적 브랜드 신

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추구가 기업의 고유 목표이자 책임임과 동시에

기업과 주주,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직

결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대중들이 기업의 경제적

CSR 활동에 대면했을 때는 마치 기업이 소비자를 배제

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느끼

게 되고 이것이 어떤 감정적 자극이 되어 브랜드 신뢰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비

해 자선적 영역과 감정적 브랜드 신뢰는 이상적 CSR에

서는 부의 관계가, 실제적 CSR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

나 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선적 CSR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활동이라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낮은 기대감이나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현실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CSR 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익숙한 자선

적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제 3세계 원조 등은

다른 어떤 활동에 비해 감정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활동

이므로 소비자들의 감정적인 브랜드 신뢰감을 증가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강력한 CSR 기반의 기업일수록 긍정적인 관계마케팅

발전을 통해 더 충성스럽고 변화에 내성이 있는 소비자

를 만들어 낼 수 있다(Pérez, 2009). 특히 충성고객의 확보

가 마케팅의 성패를 좌우하는 패션브랜드의 경우, 기업

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강한 감정적 애착을 유발한다

는 점에서 CSR 기반의 포지셔닝(Lichtenstein et al., 2004)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의 주의를

이끌어내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CSR을 실행해야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 CSR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대

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패션기업에게 기대하는 이상적인 CSR을 밝혀

내기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이상적 CSR과 실제 CSR

를 비교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잠재평균분석을 이용하여 CSR 영역별로 소비

자 기대와 실제 지각을 비교한 결과, 경제적 영역을 제외

한 모든 영역에서 이상적 CSR이 실제로 지각하는 CSR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큰 차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대불일치 상태를 인지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평가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패션기업들은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부

합하는 CSR 실행을 위해 환경, 기업 내부의 관리, 자선

적 활동, 사회문제 참여, 법규 준수, 윤리적 경영 등과 관

련된 CSR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CSR의 경우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영

역에 대한 낮은 수준의 기대는 결국 소비자들이 경제적

CSR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의

미하며, 이는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Maignan,

2001; Ramasamy & Yeung, 2009)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CSR에 대한 인식이나 지지 정도가 개발도상국과 선진

국 간에 차이가 있으며(Arli & Lasmono, 2010), 사회 내

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 기대는 국가의 제도적

발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Ramasamy & Ye-

ung, 2009) 이를 다른 국가의 패션소비자들로 확대하여

비교하는 연구는 물론, 글로벌 패션기업이 CSR을 실행

하는데 있어 국가 간 차별화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CSR 지각과 지각적 품질, 브랜드 신뢰의 관계

를 보여주는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다중집단 구조방정

식모형 비교를 통해 이상적 CSR과 실제 CSR 간의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모형의 전반적인 영향관계

측면에서는 지각적 품질과 브랜드 신뢰에 대한 CSR 지

각의 직접적인 영향과 지각적 품질의 매개역할이 이상

적, 실제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다차원의 영

역으로 구성된 CSR을 반영한 세부적인 관계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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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황 간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CSR 지

각과 감정적 브랜드 신뢰 간 매개변수로서의 지각적 품

질의 역할에 대한 검증은 기업의 CSR 실행에 있어 소비

자의 품질지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결과이며,

이는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원칙에서 품질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반영되어야 한

다고 제안한 Keller(2003)의 제안을 실증하는 결과로서,

기업활동 중 하나인 CSR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품질을

지각할 수 있도록 기업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세부적인

변수 간의 관계에서는 네 개 경로에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지각적 품질에 대한 내부관리적 영역의 영향은 실

제 CSR에서만 가장 강력했으며, 이는 기업 내부의 이해

관계자의 권리와 복지 이슈와 관련된 CSR이 품질에 대

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임을 시사한다. 또한, 품질지각에 대한 윤리적 영역의 영

향력, 감정적 브랜드 신뢰에 대한 경제적 영역의 영향

력은 방향성에서 이상적, 실제적 CSR 간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즉, 실제 CSR에서는 윤리적, 경제적 영역의 부

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윤리적 CSR에 대한 소

비자들의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업의

윤리적 활동과 제품의 품질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거나

오히려 기업이 윤리적 활동에 집중함으로 인해 품질관

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또한, 경제적 수익성 추구가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

자들에 대한 중요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는 경제적 CSR이 기업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느껴져 브랜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도덕적 기준을 고수할 때, 품

질평판은 기업과 제품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며, 이러

한 소비자의 태도는 비윤리적 행동의 중단이나 적극적

인 사회적 활동인지 아닌지 등의 윤리적 행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Folkes & Kamins, 1999). 따라서 패션기

업은 기업의 윤리적 활동이 제품의 품질향상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주주나 종업원들도 소

비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임과 동시

에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일이 결국에는 소비자를 포함

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

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면 소비자의 기대는 이전에

경험한 CSR 캠페인, 대중매체를 통한 메시지, 문화적

관련성에 대한 노출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Becker-

Olsen et al., 2011). 마지막으로 자선적 영역과 감정적 브

랜드 신뢰는 이상적 CSR에서는 부의 관계가, 실제적 CSR

에서는 정의 관계로 그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자

선적 CSR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기

대감이 낮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현실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CSR 활동을 접할 기회

가 적어 상대적으로 익숙한 자선적 활동이 긍정적인 평

가를 유도하여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CSR 상황에서 긍정적인

평가나 내려졌으나 소비자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CSR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패션기업은 자선

적 CSR 활동을 실행하는데 있어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패션기업의 CSR

활동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소수 약자나 제

3세계 지원 등의 사전적 책임활동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

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Ahn & Ryou, 2011) 브랜드 특

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CSR 실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패션기업의 이

상적 CSR과 실제 CSR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대불일치를 경험하여 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향으로 CSR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CSR을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

는 패션기업들에게 소비자 기대의 중요성에 대한 제언

과 함께 CSR과 관련한 기업활동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

질적인 기준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

제 CSR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 브랜드가 이용되었으므

로 전체 패션브랜드로 연구결과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패션브랜드의 사

례로 확대하거나 다른 업종, 혹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연구를 시도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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