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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CSR through the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The change

of CSR belief after a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 (CSIR) crisis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activity

timing (proactive activities before CSIR crisis / reactive activities after CSIR crisis). Study 1 explores the

influence of CSR belief perceptions formed through usual CSR activities on CSR belief decline after a CSIR

crisi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SR activity types. Higher CSR belief perceptions are formed through

usual CSR activities that result in a large CSR belief decl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SR activity types

on CSR belief decline is found. Volunteer activity has the strongest depending effect on CSIR crisis. Study

2 explores the influence of CSR belief perceptions formed through CSIR crisis on a CSR belief incline

after CSR activiti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SR activity types. The lower CSR belief perception

after CSIR crisis results in a high CSR belief incline after CSR activities. The moderating effect of CSR

activity types on CSR belief incline is found. Cause-related marketing has the strongest overcoming effect

on a CSI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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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역할은 이

윤추구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기여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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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은 기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

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 경영에 촉

각을 곤두세우며 사회공헌 투자총액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

stries([FKI], 2013)에 의하면, 국내 주요 기업이 2012년

한 해 동안 CSR 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한 개 기업 평균

144억 4,200만 원으로 납세 전 이익의 3.58%에 달해 부

진했던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투자액이 양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CSR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

지고 있다. CSR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Corporate Social Irre-

sponsibility: CSIR)에 대한 반감이 함께 증가되고 있기 때

문이다.

1996년 12살 소년이 나이키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사

진으로 아동노동착취문제가 노출된 사건은 CSIR과 관

련된 사건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직접적이

었던 경우로, 사건 이후 나이키의 주가와 매출이 큰 폭

으로 하락하였다(Locke, 2003). 이는 나이키에 대한 소

비자들의 기대가 다른 기업에 비해 더욱 높았기 때문인

데, 여기에 성과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성과 간의 차이에

의한 심리적 불안을 설명하는 Oliver(1977)의 기대불일

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CSIR 사건이 유사하더라도

CSR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업이 연루된 경우, 소비자들

은 그 기업에 대해 더욱 크게 실망하고, CSR을 더 부정

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CSR 활동을 필수적인 기업 활동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전략적 차원에서 CSR 활동을 적극적으

로 홍보하고 있음을 고려하면(Kim & Lee, 2011), CSR 수

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매우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사건이 발생

되었을 때 기업이 마주하게 될 위기는 매우 심각하며, 이

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CSR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기업의 CSR

실천의지와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모두 높아진

것과 비례하여 CSIR로 인한 위기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게 된 것이다.

기업의 위기와 위기 극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Choi, 2010;

Jun et al., 2011; Wan & Pfau, 2004), CSR 측면의 위기와

이에 대한 위기 관리 수단으로서 CSR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자연재해, 인위적 재난,

운영상 위기, 비윤리적 행위, 법적 위기 등(Choi, 2010)의

다양한 기업 위기 중 CSIR로 인한 위기에 대한 연구들

은 매우 드물다. 또한 CSR 활동의 위기관리 효과를 다룬

몇몇 연구들의 경우도 CSR 활동 전개 시점에 따라 위기

상황 전에 행하는 CSR 활동의 후광 효과(Dawer & Pil-

lutla, 2000; Klein & Dawer, 2004)와 위기가 발생하고 나

서 전개한 CSR 활동의 위기 극복 효과(Cho, 2009; Park,

2009; Yun, 2007)를 독립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SIR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와

CSIR 위기 상황에서 효과를 갖는 CSR 활동 전략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CSR 관련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략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대불일치 이론에 입각하여 기업에 대해 갖

고 있던 기대 수준이 CSIR 위기 상황과 CSR 활동 상황

에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CSR 활동 전개

시점과 CSR 활동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CSR 활동 전개 시점에 따

른 위기 관리 효과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위기가 발생

하기 전 시행하는 능동형 CSR 활동 효과를 연구 1에서,

위기 발생 후에 시행하는 수동형 CSR 활동 효과를 연구 2

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 1의 결과

와 연구 2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비교하여 CSR 활동 시

점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 의의가 있다. 최근 국내

에서 ‘갑을관계’로 정의되는 불평등한 파트너쉽과 기업

총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컸고

(Lee, 2013),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CSR

기대 수준과 CSIR로 인한 직접적인 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CSIR 사건들을 고려할 때, CSIR 위기와

CSR의 위기 관리 효과를 살펴본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

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CSR 활동의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SR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그 정의 또

한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여 왔

다. 본 연구에서는 전개될 설명과 논의에서 편의를 도모

하고자 ‘CSR’, ‘CSR 활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

로 하고, Kotler and Lee(2005)의 CSR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CSR 활동을 기업의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임의의

경영방식과 내부 자원의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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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

과를 도출하고 있다. CSR 활동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CSR 활동이 기업에 대한 소

비자의 평가 및 행동(Brown & Dacin, 1997; Hyllegard et

al., 2009), 기업의 인재확보 및 유지(Albinger & Freem-

an, 2000; Greening & Turban, 2000, Sen et al., 2006), 기

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McGuire et al., 1988; Waddock & Graves, 1997).

그러나 CSR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른

바 ‘착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그렇지 않은 경쟁기업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주장(Margolis & Walsh, 2003; Orli-

tzky et al., 2003)이 있는 등 CSR 활동에 대해 회의적 시

각을 보인 연구자들은 CSR 활동이 성과가 없거나 오히

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패션상품 구

매의사결정과 관련하여 Iwanow et al.(2005)은 소비자

들은 구매의사결정에서 기업의 윤리성보다 가격, 품질,

스타일 등의 상품특성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며 기업의

윤리성 여부가 구매결정에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SR 활동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

데 CSR 활동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

이지만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

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대두되었다(Vogel, 2005).

이와 함께 CSR 활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CSR 활동 시점(Wagner

et al., 2009), CSR 활동 유형(Cho & Hong, 2009; Suh &

Jin, 2008) 등을 들 수 있다.

CSR 활동은 시점에 따라서 능동형 전략과 수동형 전

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CSR

활동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Wagner et al., 2009). Wagner

et al.(2009)은 능동형 전략이란 잠재적인 부정적 CSR 정

보의 출현 이전에 CSR 활동을 활발히 하여 사회적 기업

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심어주는 전략이며, 수동형 전

략이란 기업의 사회적 적합성을 위협하는 부정적 CSR

정보의 출현 이후 CSR 활동을 전개하는 전략이라 하였

다. 즉, 전략 상황이 능동형인지 수동형인지에 따라 CSR

활동의 효과가 달라짐을 예상할 수 있다.

CSR 활동에 따른 효과는 기업이 전개하는 CSR 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Kim & Kim, 2009; Suh &

Jin, 2008). Kotler and Lee(2005)는 효과적인 CSR 활동

을 위해서는 CSR 활동의 유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

였다. Kotler and Lee(2005)은 CSR 활동 유형을 사회문

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익캠페인, 기업이 수

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문제 개선을 위해 기부하는 공익

연계 마케팅, 사회문제 개선을 목표로 행동 변화를 유

도하는 사회마케팅, 사회문제나 공익사업에 기업 자산

을 직접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사회문제에

대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들의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지

역사회 자원봉사,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개선에 기여하

는 경영 및 투자활동인 사회책임 경영정책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FKI(2009)는 국내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국내 패션 관련 기업에서 빈번하게 전개

되는 CSR 유형으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공익연계 마케팅이 있었다. CSR 활

동은 기업 가치를 사회와 공유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지만(Porter & Kramer, 2011), 그 방식이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인지, 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 활동인지, 판매와 관련된 공익연계 마케팅인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CSR 활동 유

형의 조절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Corporate Social Irres-

ponsibility: CSIR)과 CSR 신념 변화

CSIR이란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일련의 기업의 활동으로(Strike et al., 2006),

소비자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CSIR 정보에 노출되며 그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긍정

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Ahlu-

walia, 2002). 특히 CSR 정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긍

정적 CSR 정보보다 부정적 CSIR 정보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이며, CSIR 정보는 기업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Folkes & Kamins, 1999; Sen

& Bhattacharya, 2001; Wagner et al., 2008), CSIR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확산되었을 때 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Cho(2009)는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CSR 활동이 다른

종류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보다 더 큰 위기 극복 효

과를 가진다고 증명한 바 있는데, 실제로 CSIR 위기 상

황에 처한 기업들 상당수가 수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공적

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패션유통기업의 사례로는 제

3세계 아동노동착취기업이라는 사회의 비난에 대응하

여 장기적으로 사회책임 경영을 펼쳐 위기를 극복한 나

이키가 있다(Locke, 2003). 이러한 사례를 통해 CSIR 위

기 상황에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CSR 활동을

– 457 –



32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4, 2014

전개하는 것이 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CSR 활동 정보에 노출된 소비자는 기업이 사

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기업의 사회

적 적합성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Wagne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를 CSR 신념으로 정의한다. 기

업의 CSIR 정보를 접한 소비자는 CSR 신념이 하락하

며 기존 CSR 신념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CSR

활동을 먼저 접한 능동형 전략 상황에서는 CSIR 위기

시 CSR 신념은 하락하게 되고, CSIR 위기 상황 후 기업

의 CSR 활동을 접하게 되는 수동형 전략 상황에서는

CSR 신념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3. CSIR 위기 상황에 따른 기대불일치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연구

는 많지 않다. 최근 기대불일치 이론을 CSR 활동에 적

용시키는 연구도 등장하였으나, 실제 기업의 CSR 활동

수준과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비교하는 데에 그치고 있

다(Soppe et al., 2011).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기존의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을 통해 CSIR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CSR 활동의 후광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기 때문에(Dawer & Pillutla, 2000; Kim & Kim, 2009;

Klein & Dawer, 2004), 기대불일치 이론으로 CSR 활동

에 대한 인식이 CSIR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

상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

Oliver(1977)의 기대불일치 이론은 제품의 성과에 대

한 기대와 실제 제품 성과 간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때

소비자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한다. Erevelles and Leavitt

(1992)은 기대와 실제 성과가 단순 일치할 경우에는 중

립적인 태도가 형성되며, 실제 성과가 기대 이상인 정(+)

적 불일치를 이룰 때엔 고객 만족이, 기대에 못미치는 부

(−)적 불일치가 일어날 때엔 고객 불만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기대불일치 이론을 기업의 활동 전반에 대한 소

비자 인식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Sz-

ajna & Scamell, 1993), 기업의 CSIR 상황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신념 변화도 기대불일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Erevelles and Leavitt(1992)은 기존의 경험이 미래 시점

의 기대가 되며, 기대와 미래 시점에서 지각된 실제 성

과와의 차이에 의해 만족, 중립, 불만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CSR 활동에 적용시켜보면, 기존의 CSR 활

동에 따라 형성된 소비자 신념은 앞으로의 CSR 활동에

대한 기대에 해당되며, CSIR 위기 상황은 부적인 불일

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CSR 활동 이후 기업 위기가 발

생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대 성과보다 실제 성

과가 낮기 때문에 부정적 불일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

측할 수 있다. 반면, CSIR 위기 상황이 먼저 일어나게 되

면 부정적인 신념에 따라 CSR 활동에 대한 기대가 형

성되며 이후 CSR 활동을 접하면 긍정적 불일치가 일어

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Szajna and Scamell(1993)은 기대와 실제 성과 사이의

불일치의 차이가 클수록 만족과 불만족의 수준이 높아

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CSIR 위기 상황에서도 기

업에 대한 사전 기대 수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소비자

의 인지 감정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 형성된 CSR 신념이 사후의 CSR 신념에

영향을 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패션소매유통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이 클수록 CSIR 위기 상황 이후 CSR 신

념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가설 2. 패션소매유통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이 CSIR 위기 상황 이후 CSR 신념 하락

폭에 미치는 영향은 CSR 유형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가설 3. 패션소매유통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이 낮을수록 CSR 활동을 통한 위기 극

복 상황 이후 CSR 신념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가설 4. 패션소매유통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이 CSR 활동을 통한 위기 극복 상황 이

후 CSR 신념 상승 폭에 미치는 영향은 CSR

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1: 능동형 CSR 활동 전략과 CSIR 위기

연구 1에서는 패션소매유통기업을 대상으로, CSR

활동 이후 CSIR 위기가 발생하는 능동형 CSR 활동 전

략 상황에서 효과를 갖는 CSR 활동 전략을 알아보고,

CSIR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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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극물 개발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응답자에게 패션소매유통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와 CSR 활동 정보에 노출시킨 후 응답자

들이 지각하는 1차 CSR 신념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기업이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CSIR 위기 정보에 재 노출시킨 후 2차 CSR 신념을 측정

하였다. CSR 활동으로는 자극물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

기 위해 CSR 활동 유형으로 국내 패션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FKI

(2009)가 국내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실태조사한 사

례 중 의류, 소재, 미용 등 패션 관련 기업 14개사의 CSR

활동 총 35건을 Kotler and Lee(2005)가 언급한 활동 유

형 6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국내 패션기업이 적극

적으로 펼치고 있는 CSR 정책인 기부 활동(11건), 봉사

활동(10건), 공익연계 마케팅(6건)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

라 세 종류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극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 활동으로

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을 돕기 위한 임직원

참여 기부 프로그램의 내용이, 봉사 활동으로는 장애아

동과 함께 하는 임직원 가족참여 봉사 프로그램의 내용

이, 공익연계 마케팅으로는 판매수익금으로 시각장애아

동 개안수술 지원의 내용이 각각 제시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CSR 활동 주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반응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자극물의 CSR 활

동 주제를 장애아동 관련 정책으로 통일하여 선정하였

다. 지원 피험자들은 세 가지 설문지 중 한 종류에 무작

위 할당되어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CSIR 위기 정보로

는 아동노동착취에 대한 폭로 내용을 제시하여 CSR 활

동과 관련성을 높였다.

패션소매유통기업으로는 가상의 기업이름 ‘A’를 사

용하여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를 통

제하였다. 시나리오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패션소

매유통기업의 실제 CSR 활동 사례와 CSIR 위기 사례를

바탕으로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개발된 시나리오의 안

면타당도 검증을 위해 석사 이상의 실무종사자 및 박사

과정 이상의 패션마케팅 분야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면

접조사를 실시하여 자극물에서 제시된 CSR 활동 정보

에서 기업의 사회적 적합성이 충분히 인식되는지, 세 가

지 유형별 CSR 활동이 충분히 다르게 느껴지고 구분되

는지, 세 가지 유형의 CSR 활동의 묘사가 동일한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는지, CSIR 위기 상황 정보를 통해 기업

의 사회적 무책임성이 충분히 표현되는지를 확인하였다.

CSR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Maignan(2001)과 Sal-

mones et al.(2005)의 척도를 토대로 6문항(사회적 책임

을 다한다 / 경제적 성과보다 윤리적 원칙을 우선시한다

/ 사회문제의 해결을 돕는다 / 자원의 일정 부분을 사회

적 책임사업에 할당한다 /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 높

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경영한다)을 구성하였다. 같은 변

수를 연속으로 두 번 측정하는 연구설계에 대한 반발을

감소시키고 이전 응답이 다음 응답에 주는 영향을 통제

하기 위해 두 가지 상반된 정보 제시 상황 사이에 연구목

적과 관계없는 허구문항(filler item)을 삽입하고 분석에

서는 제외하였다. 허구문항은 여러 개의 자극물을 제시

하여 연속 측정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반복 측정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데(Fazio et al., 1995), 본 연

구에서는 허구문항으로 Fairhurst et al.(1989)의 척도를

토대로 한 패션관여와 관련된 3문항을 삽입하였다. 각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매우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인구통

계학적 문항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등을 포함한 6가지

문항을 선다형식과 기술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은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20~30대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온

라인으로 시행되었다. 응답자들에게 각기 다른 CSR 활

동 유형(봉사 활동, 기부 활동, 공익연계 마케팅)의 내용

을 담고 있는 세 유형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설문지 유형별 남녀의 비율은 1:1로 같게 하였다. 각 설

문지 유형별 40부씩 총 120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9부를 제거하고 각 설문지별 37부씩 총 111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

용한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2: 수동형 CSR 활동 전략과 CSIR 위기

연구 2에서는 CSIR 위기 발생 이후 CSR 활동을 전개

하는 수동형 CSR 활동 전략 상황에서 효과를 갖는 CSR

활동 유형을 알아보고, CSR 활동을 통한 위기 극복 상

황에서 소비자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자극물 개발 및 측정도구

CSIR 위기 발생 직후의 CSR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와 그 기업이 사회적 무책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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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루되었다는 정보를 응답자에게 노출시킨 후 응답

자들이 지각하는 1차 CSR 신념을 측정하였다. 다음으

로 해당 기업에 대한 CSR 활동 정보에 재 노출시킨 후

2차 CSR 신념을 측정하는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였다.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와 CSIR 위기 정보, CSR 활동 유

형은 연구 1과 동일하였으며 마찬가지로 CSR 활동 유형

세 가지에 따라 설문지를 구성하고, 피험자들은 세 가지

설문지 중 한 종류에 무작위 할당되어 응답을 하도록 하

였다. 단, 연구 2에서는 CSR 활동 유형 자극물의 도입부

에 사건에 대한 기업의 사과 내용과 시정조치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연구 2에서도 같은 변수를 연속으로 두 번

측정하는 연구설계에 대한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

구목적과 관계없는 허구문항을 삽입하고 분석에서는 제

외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된 시나리오

의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은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20~30대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온

라인으로 시행하였으며, 각기 다른 CSR 활동 유형(봉사

활동, 기부 활동, 공익연계 마케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세 유형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설문지 유형

별 남녀의 비율은 같게 하였다. 각 설문지 유형별 40부

씩 총 12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7부를 제

거하고 봉사 활동 유형 37부, 기부 활동 유형과 공익연

계 마케팅 유형 각각 38부씩 총 113부를 최종 분석에 활

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용한 교차분

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이원분산분석, t-검정을 실시

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연구 1: 능동형 CSR 활동 전략과 CSIR 위기

1) 조작 검증

서로 다른 3가지의 설문지 유형에 따른 응답자 집단

이 표본의 동질성에서 서로 차이가 없는지 카이제곱을

이용한 교차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설문지 유형에 따른

집단 간에 성별(χ
2
=0.07, p>.05), 연령(χ

2
=1.38, p>.05),

직업(χ
2
=13.11, p>.05)의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CSR 정보 제시 상황에서 CSR 신념의 평균값

은 5.13으로, 응답자들이 CSR 활동 자극물을 통해 기업

의 사회적 적합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검증하였다. 또

한 CSIR 위기 상황에서 CSR 신념의 평균값은 1.81로, 응

답자들이 CSIR 위기 상황 자극물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측정

변수의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CSIR 위기

상황 이전의 CSR 신념과 이후의 CSR 신념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9 이

상으로 만족할 만하였다.

2) CSIR 위기 상황 하의 기존 CSR 신념이 CSR 신념

하락에 미치는 영향

패션소매유통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

이 높을수록 CSIR 위기 상황 이후 CSR 신념이 큰 폭으

로 하락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위기 상황 정보 제시 전에 측정된 기존 CSR 신념 점

수와 정보 제시 후에 측정된 CSR 신념 점수의 차를 종

속변수인 CSR 신념의 하락 폭으로 활용하였다. 회귀분

석 결과, <Table 1>과 같이 기존 CSR은 신념 하락 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패션소매유통기업

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이 높을수록 CSIR 위

기 상황 이후 CSR 신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가

설 1은 지지되었다. 즉,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한 소비자일수록 위기 상황 정보에 따른 기대불일

치가 강력하게 발생되면서 CSR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

하게 되는 것이다.

3) CSR 신념 하락 폭에 대한 기존 CSR 신념의 영향에

작용하는 CSR 활동 유형의 조절 효과

패션소매유통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

이 CSIR 위기 상황에 따른 CSR 신념 하락 폭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가지 CSR 활동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기 위해 기존 CSR 신념 수준과 CSR 활동 유형

Table 1. The effect of CSR belief perceptions before a CSIR crisis (Pre-CSR belief) on CSR belief declin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Pre-CSR belief
Adjusted R

2
F

β t

CSR belief decline .67*** 9.62 .45 92.6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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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립변수로, CSIR 위기 상황에서의 CSR 신념 하락 폭

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CSR

신념 수준은 전체 평균(M=5.13)을 기준으로 낮은 집단

(M=4.54)과 높은 집단(M=5.72)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

과, <Table 2>와 같이 기존 CSR 신념 수준과 CSR 활동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CSR 활동 유

형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패션소매유통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이 CSIR 위기 상

황 이후 CSR 신념 하락 폭에 미치는 영향이 CSR 유형

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Fig. 1>을 통해 기존 CSR 신념과 CSR 활동 유형의 상

호작용 효과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존 CSR 신

념에 따른 전체적인 차이를 보면, 신념 저집단(M=2.74)

보다 고집단(M=3.96)이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큰 폭으로

CSR 신념이 하락한다. 그러나 CSR 활동 유형별로 상세

히 살펴보면, 기부 활동과 공익연계 마케팅을 한 기업과

봉사 활동을 한 기업은 신념의 고/저에 따른 차이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부 활동

이나 공익연계 마케팅을 통해 CSR 신념이 형성된 경우

에는 CSR 신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위기 상

황 정보에 따른 CSR 평가가 약 1.5배 정도 크게 떨어졌

으나 봉사 활동을 통해 CSR 신념이 형성된 경우에는 고

집단(M=2.80)의 경우에도 CSIR 위기 상황 후 CSR 신

념의 하락 폭이 저집단(M=2.79)과 거의 유사하였다. 즉,

기업의 봉사 활동을 접하고 CSR에 대해 평가한 경우는

CSIR 위기 발생 시 신념의 기대불일치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반면, 공익연계 마케팅을 접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대불일치가 가장 크게 발생되고, 기부 활동을 접한 경

우에도 크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연구 1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패션

소매유통기업의 능동형 CSR 활동 전략이 기업에게 항

상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

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너무 높을 경우, CSIR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실망감을 느끼며 이는 기업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더불어

이러한 기업에 대한 사전 기대치의 영향력은 기업이 전

개하는 CSR 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봉사 활동 유형의 경우 기업에 대한 사전 기

대치에 상관없이 CSIR 위기 상황에서 CSR 신념의 하락

폭이 적은 편이므로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추천할만한 CSR 활동 유형이다. 반대로, 공익연계 마케

팅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CSIR 위기 상황에서 CSR

마케팅을 높이 평가했던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

므로 위기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 연구 2: 수동형 CSR 활동 전략과 CSIR 위기

1) 조작 검증

서로 다른 3가지의 설문지 유형에 따른 응답자 집단

이 표본의 동질성에서 서로 차이가 없는지 카이제곱을

이용한 교차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설문지 유형에 따른

집단 간에 성별(χ
2
=0.12, p>.05), 연령(χ

2
=0.26, p>.05),

직업(χ
2
=4.69, p>.05)의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SIR 위기 상황 하의 CSR 신념의 평균값은 1.90으

로, 응답자들이 CSIR 위기 상황 자극물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검증하였다. 측

Table 2. The effect of CSR belief perceptions before a CSIR crisis (Pre-CSR belief) and CSR activity types on CSR

belief declin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

Pre-CSR belief 1 041.07 41.07 37.91***

CSR activity types 2 016.96 08.48 07.83***

Pre-CSR belief × CSR activity types 2 021.60 10.80 09.97***

Error 111 113.75 01.08

***p<.001

Fig. 1. CSR belief decline according to CSR belief

perceptions before a CSIR crisis (Pre-CSR be-

lief) and CS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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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수의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

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SR 정보 제시 이전의

CSR 신념, 이후의 CSR 신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6 이상으로 모두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2) 기존 CSR 신념이 CSR 위기 극복 활동 시 CSR 신념

상승에 미치는 영향

패션소매유통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

이 낮을수록 CSR 활동을 통한 위기 극복 상황에서 CSR

신념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CSR 신념 상승 폭은 위기

상황 하에서 형성된 기존 CSR 신념 점수와 위기 극복을

위한 CSR 활동 정보가 제시된 후에 측정된 CSR 신념

점수의 차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Table 3>과 같

이 기존 CSR 신념은 상승 폭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따라서 패션소매유통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이 낮을수록 CSR 활동을 통한 위기 극복

상황 이후 CSR 신념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기업의 CSIR 위기에 대해 낮게 평가한 소

비자일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CSR 활동에 대한 정보

가 발생했을 때 기대불일치가 강력하게 발생되면서 CSR

신념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3) CSR 신념 상승 폭에 대한 기존 CSR 신념의 영향에

작용하는 CSR 활동 유형의 조절 효과

패션소매유통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존 CSR 신념

이 CSR 활동을 통한 위기 극복 상황에 따른 CSR 신념

상승 폭에 미치는 영향력이 CSR 활동 유형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기존 CSR 신념의 평균

값(M=1.90)을 기준으로 CSR 신념이 낮은 집단(M=1.12)

과 높은 집단(M=3.55)을 구분하였다. CSR 신념 집단과

CSR 활동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의 위기 극복 상

황에서 CSR 신념 상승 폭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기존 CSR 신념 수준과

CSR 활동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CSR 활동 유형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소

비자의 기존 CSR 신념이 CSR 활동을 통한 위기 극복 상

황 이후의 CSR 신념 상승 폭에 미치는 영향력은 CSR

활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Fig. 2>를 살펴보면 기존 CSR 신념과 CSR 활동 유

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CSR 신념

에 따른 전체적인 차이를 보면, 신념 고집단(M=0.65)보

다 저집단(M=2.88)이 기업의 위기 극복 상황에서 큰 폭

으로 CSR 신념 상승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Table 3. The effect of CSR belief perceptions before a CSR activity (Pre-CSR belief) on a CSR belief inclin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Pre-CSR belief
Adjusted R

2
F

β t

CSR belief incline −.64*** −8.88 .41 78.86***

***p<.001

Table 4. The effect of CSR belief perceptions under a CSIR crisis before CSR activity (Pre-CSR belief) and CSR

activity typed on a CSR belief inclin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

Pre-CSR belief 1 115.53 115.53 75.82***

CSR activity types 2 000.96 000.49 00.32***

Pre-CSR belief × CSR activity types 2 010.08 005.04 03.31***

Error 107 163.04 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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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CSR belief incline according to CSR belief per-

ceptions under a CSIR crisis before CSR acti-

vity (Pre-CSR belief) and CS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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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CSR 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저집단 간 CSR

신념 상승 폭의 차이가 공익연계 마케팅, 기부 활동, 봉

사 활동 순으로 나타난다. 즉, CSIR 위기 발생 후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CSR 활동을 펼친 경우, 위기 상황에서

의 CSR 평가에 비해 위기 극복 노력을 접한 뒤의 CSR

평가가 모두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하나, 공익연계 마케

팅을 접한 경우 긍정적 기대불일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패션소매유통

기업의 CSIR 위기 상황은 CSR 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매우

낮은 경우, CSR 활동을 이용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을 통해 더 큰 위기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

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더불어 이러한 기업에 대한

사전 기대치의 영향력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전개하는

CSR 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

다. 또한, 수동적 CSR 활동 전략 상황에서는 봉사 활동

보다는 공익연계 마케팅 유형을 전개하는 것이 위기 회

복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3. CSIR 위기 상황 시 능동형 CSR 활동 전략과 수

동형 CSR 활동 전략의 효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과 더불어 능동형 CSR 활동

전략과 수동형 CSR 활동 전략이 CSIR 위기 상황에서 갖

는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1과 연구 2의 설문

조사 자료를 추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능동적

CSR 활동의 위기 방어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능동적 CSR 활동이 CSIR 위기 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

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CSR 활동 정보 제시 이후

CSIR 위기 정보가 다시 제시된 상황에서 측정한 연구 1

의 CSR 신념과 CSIR 위기 정보만 제시된 상황에서 측

정한 연구 2의 CSR 신념을 비교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사전에 CSR 활동을

전개했던 기업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기업의 CSR 신

념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58, p>

.05). 이 결과는 평소에 CSR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CSIR

위기 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만큼 CSIR 위기가 기업에게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

가 큼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수동적 CSR 활동의 위기 회복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 측정한 CSIR 위기에 따른 CSR

신념의 하락 폭과 연구 2에서 측정한 CSR 활동을 통한

CSR 신념의 상승 폭을 비교함으로써 CSR 활동을 통해

CSIR 위기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CSR 신념 변화 폭을 비교

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능동형 CSR 활동 전략 상황에서 수동형 CSR 활동

전략 상황에서보다 CSR 신념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t=5.47, p<.001). 즉, CSIR 위기에 의해 하락하는 정도가

CSR 활동 이후 상승하는 정도보다는 유의미하게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위기 시 CSR 활동의 긍정

적 영향력보다 CSIR 위기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크다

는 것을 보여준다. 즉, CSIR 위기를 통한 기업의 이미

지 실추는 쉬운 반면, CSR 활동을 통한 위기회복은 어

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소매유통기업을 위협하는 CS

IR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와 기업 간 관계

를 유지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CSR 활동의 전략적 활

Table 5. Depending effect of CSR activity before a CSIR crisis

CSR belief perceived n Mean
a

S.D. t

Study 1 (Doing CSR activity before a CSIR crisis) 111 1.81 0.95
−0.58

Study 2 (Doing nothing before a CSIR crisis) 113 1.90 1.28

a: 7-point Likert scale (7: strongly agree, 1: strongly disagree)

Table 6. Overcoming effect of CSR activity after a CSIR crisis

CSR belief change n Mean
a

S.D. t

Study 1 (CSR belief decline) 111 3.32 1.32
5.47***

Study 2 (CSR belief incline) 113 2.23 1.63

a: 7-point Likert scale (7: strongly agree, 1: strongly dis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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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CSR 활동 이후 기업

위기가 발생하는 능동형 CSR 활동 전략 상황과 기업 위

기 발생 이후 CSR 활동을 전개하는 수동형 CSR 활동

전략 상황에서 각각 효과적인 CSR 활동 전략이 무엇인

지 살펴보고, 각 상황에서 소비자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소비자가 기존에 기업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

치에 따라 CSR 활동의 성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기업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CSR 신념이 높을수록

CSIR 위기 상황 발생 시 기업에 대한 CSR 신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가 큰 기업은 그

렇지 않은 기업보다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 더 큰 피해

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에 대해 기존

에 갖고 있던 CSR 신념이 낮을수록 CSR 활동을 통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CSR 신념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기

대가 낮게 형성된 기업의 경우 CSIR 위기 상황에서 위

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CSR 활동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업이 전개하는 CSR 활동 유형에 따라 CSR

활동의 성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관리에 강한 기업의 경우 공익연계 마케팅 유형이나 기

부 활동 유형의 CSR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위기 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에는 봉사 활동 유

형의 CSR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

다. 또한 위기 극복 전략으로 CSR 활동을 전개하는 상

황에서는 위기로 인해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익연계 마케팅 유형의

CSR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위기 상황에도

기업의 CSR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높게 형

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CSR 활동 전개 시 CSR 활동 유

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1과 연구 2의 비교를 통해 위기 시 CSR 활

동의 긍정적 영향력보다 CSIR 위기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CSR 활동을 실시하였더라

도 CSIR 위기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큰 폭으로

일어나는 반면, CSR 활동을 통한 위기 회복은 어려우므

로 기업은 방어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CSIR 위기 관리

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는 최근 국내의 CSIR 위

기 사건 후 소비자 반응이 매우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나

타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패션기업들이 CSIR 위기 방

지를 위한 윤리강령의 교육 및 실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CSR 연구들이 기존의 CSR 활동

에 대한 인식을 통해 CSIR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CSR 활동의 후광 효과에 따른 방어적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과는 달리, 두 가지 시점에서의 CSR 활동을

통해 방어 효과와 극복 효과를 모두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대불일치 이론을 통해 기존의

CSR 활동에 의해 형성된 소비자 신념의 수준에 따라

방어 효과가 달라지고, CSIR 위기 상황에 의해 형성된

소비자 신념에 따라 극복 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함으로

써 CSIR 상황에서 기존의 CSR 활동이 적극적인 기업의

경우에 소비자의 기대불일치가 커져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CSR 활동의 긍정적 영

향만을 기대하는 기업들에게 시사점이 크다.

본 연구에서 CSR 활동 정보와 CSIR 정보를 제시하

는 실험이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진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CSR 활동 정보와 CSIR 정보를 지면을

통한 기사 하나로 제시했기 때문에, 참가자가 실제 생

활에서 느꼈을 때보다 체감 지수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

을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정보가 한 시점에 제시되

었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감정 변화

과정은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실시된

설문을 통해서는 소비자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

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고자 상반되는 정보

를 제공하는 자극물 사이에 허구문항을 삽입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앞 자극물에 대한 영향력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두 자극물 사이

에 시간적 차이를 두고 실험한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CSR

활동 유형과 한 종류의 CSIR 위기 정보를 이용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는데, 앞으로 CSR 활동과 CSIR 위기의

주제, 기업의 핵심사업과 CSR 활동 및 CSIR 위기 발생

영역의 일치도 등 기업 CSR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상

황을 조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발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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