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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문초록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케팅활동 이외에도 기업이미지 제고

를 위한 수단으로 CSR활동과 기업광고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들의 CSR활동과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업이미지와 기업-소비자 동일시, 한국제품에 대한 평가와

중국 소비자의 행위적 반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5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들을 종합하여 이론적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내 주요 대학의 MBA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SR활동과 기업광고는 기업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기업이미지는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제품 평가

에,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중국현지 소비자들의 행위적 반응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중국에 기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에 대하여 호의

적인 기업이미지를 심어주며 소비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활발한 CSR활

동과 기업광고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CSR활동, 기업광고, 기업이미지, 기업-소비자 동일시, 제품 평가, 중국진출 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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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마케팅관리 측면에서 최근 들어 급격한 기술혁신의 결과로 인하여 많은 산업영역에서 제

품의 품질이 제고되고 표준화되어, 같은 업종 간에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개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품이미지나 상표이미지의 차별화보다는 지속성이 보다 더 강한 기업이미지의 수립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미지가 그들의

제품선택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

이다. 아울러 고객들은 기업과 관련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고객 자신이 이미 형성하

고 있는 이미지에 의거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 가령, 제품을 구입할 때 같은 종

류의 상품 중에서 무엇이 나은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종종 기업이미지에 따라

상품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미지는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농후하나, 실질적으로는 고객들

의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일단 형성된 기업이미지는 잘 제거

되지 않고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의 기업들은 고객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평

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호적인 기업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 노

력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업광고’와 더불어 ‘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광고는 개별 브랜드광고에 비해 기업

의 정책, 철학, 사회적 공헌활동이나 사회적인 유용성을 전달하여 기업명성을 제고하거나 고

객들에게 신뢰감을 전달해 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려는 광고로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김원수, 1990). 기업광고는 기업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고객들에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이미지를 각인시켜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후광(halo effect)효과를 발생시켜 개별 제품광고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어 오늘

날 강력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근래 소비자 주권의식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보다 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

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측면에서 보면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의 수단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발휘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각계각층

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 기업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효과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도 활발해졌다. 예를 들면, Ross Ⅲ and Patterson(1991)은 소비자의 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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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Lorge(1998)는

75%의 고객이 가격과 품질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선적인 공익활동에 연관된 기업의 제

품구매로 전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에 의하여 고

객들의 제품충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광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은 제품의 속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Goldberg

and Hartwick, 1990; Carringer, 1994; Pringle and Marjorie, 1999; Goldsmith et al., 2000; Mohr

and Webb, 2005; Hendarto, 2009; Morales-Sάnchez and Cabello-Medina, 2013; 황창규·조선배,

1993; 한은경·류은아, 2003; 서구원·진용주, 2008; 이한준·박종철, 2009; 전성률·박혜경, 2014).

상기 연구들에 의하면 기업은 기업광고와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

슈와 관련한 기업 입장을 표명하고 실천적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이러한 우호적인 기업명성이 기업제품에도 전달되는 이른바 “후광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관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제품광고만 실행하는 것 보다 기업광고를 함께 병행해 나가

는 것이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유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은 우호적인 기업이미지를 제고하여 만일에 기업이 처하게 될지 모르는 부정적 상황에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광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이 기업이미지와 소비자의 제품선택이나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형성에 있어 적지 않게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요인

이 고객들의 제품구매행동에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

의 희박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한

국 기업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중국 소비자들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연구

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의 효율적인 경

쟁을 위하여 장기적인 현지경영전략 차원에서 그동안 중국 현지에서의 부단한 마케팅 활동

과 다양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각자에 해당하는 기업이미지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의 주요 기업들의 기업광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행이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기업이

미지와 제품평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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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최근 중국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소비자들의 제품태도

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마케팅 실무차원에서 총 프로

모션 비용을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로 부터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맥락에서의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Murray and Vogel, 1997),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무(Smith, 2003), 혹은 전체로서 사회 복지와 조직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관점에서의 관리상의 의무로 간주된다(Davis

and Blomstrom, 1975).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과 연관된 행위를 살펴보면 주주들에 대

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하며(Friedman, 1970; Zenisek, 1979), 역동적인 사회 시스템 내에서

기업의 장기적,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로서의 의무수행(McGee, 1998)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 능력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종사자들의 전문성, 내부연구의 탁월성, 제조

노하우, 고객위주의 사고방식, 업계 선도력 등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기업의 특징 중 하나로서 환경친화성, 고용 및 촉

진과 관련한 다양성의 존중 및 몰입, 공동체사고, 문화행사의 기획이나 기업의 자선활동에

대한 후원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은 현대 기업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간

주될 수 있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업

들의 활발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성과, 관련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생산 및 제공하

는 제품, 서비스 품질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함에 따라 기업 능력 밖의 여러 속

성들이 고객들이 기업이 출시하는 상품을 판단하는 주요 속성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옛날에는 필요하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기업의 사회참여활동은 오늘날 고객들

에게 기업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

다. 그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은 기업의 성과에도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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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Sen and Bhattacharya, 2001),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과 연관된

여러 활동들이 기업의 생존과 경쟁우위의 핵심적인 원천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Stroup

and Neubert, 1987).

오늘날 세계의 이름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자사에 대한 호의적인 기업이미지 수립과 수익

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익 마케팅활동을 비롯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과 관련된

기업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시장에 진출한 대

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성장을 중시한 경영에만 집중하던 상황에서 탈피하여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활동의 수행 범위와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Strahilevitz and Myers,

1998; Sen and Bhattacharya, 200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소비

자의 태도 및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Sen and Bhattacharya, 2001;

Lichtenstein et al., 2004; Becker-Olsen et al., 2006; Vlachos et al., 2009; Morales-Sάnchez and

Cabello-Medina, 2013).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행은 후광효과 발휘를 통하여 기업이미

지 및 제품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와 행동의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행은 기업 및 제품 브랜드와 관련성이 높을

경우 매우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Drumwright, 1996; Brown and

Dacin, 1997).

Ellen et al.(2000)은 기업의 공익연계마케팅(Caused-Related Marketing) 활동과 관련한 소비자

의 반응은 원인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고, 기업의 공익연계마케팅에서의 구체적 역할에

따라서도 상이하며, 고객 자신의 동기부여에 관한 귀인도 반영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Bhattacharya and Sen(2006)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행은 귀인(attribution), 인지(awareness),

태도(attitude) 등 개인의 심리적 효과뿐 아니라 구매의도, 고객 충성도, 구전의도 등과 같은

소비자 행동변수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ivato et al.(2008)와 Castaldo et

al.(200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행은 제품의 신뢰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과 동시

에, 브랜드 충성도에도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시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과 연관된 소비자 행동이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당해 기업 제품의 구매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Sen and Bhattacharya, 2001).

국내에서도 윤각·조재수(2005)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

행이 기업에 대한 고객 태도와 제품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성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4호 (2017년 12월 31일)152

현선·서대교(2010)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행의 3가지 차원이 기업이미지를

통하여 관계지향성과 고객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김주헌·조정(2011)의 연

구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행이 제품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

에,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고객들의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준다

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홍복순 외(2012)는 서비스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행을 네 가지 차

원(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 중 경제적, 윤리적, 자선

적 책임활동 요인들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정원식 외(2013)는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행과 제품구매 태도와의 관

계분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는 제품 구매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국학자인 谢佩洪·周祖城(200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

련하여 소비자들의 이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와 제품 구매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

데, 소비자가 동종 업종 내에 있는 경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 평가여하에 따라 소비

자들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沈鹏熠·范秀成(2016)

은 중국의 온라인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외의 다수의 선행연구(张广玲

等, 2010; 张太海·吴茂光, 2012; 陶蕾 等，2015; 李敬强·刘风军, 2017)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업광고

기업광고(Corporate Advertising)를 정의하면 기업의 정책, 사회적 공헌활동이나 사회적인 유

용성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명성을 제고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호의 또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하게 하려는

광고로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기업광고는 기업이미지 확립을 위한 수단 중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광고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바를 소

비자들에게 보다 더 잘 납득시키는 가장 유효한 도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기

업경영에서 기업이미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기업이미지를 형성하

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이미지를 바꾸고자 할 경우, 기업광고는 기업이 의도한 바대로 조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기업광고는 기업이미지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품광고와 서로 보완적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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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그 효과가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즉, 좋은 제품광고의 경우, 기업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내는 명성있는 기업으로 인식하게 하고 기업광고를 잘 수행하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을 제품을 생산하는 차원을 초월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광고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적, 사업적, 환경적 관심거리에 대한 기업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수

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즉, 기업광고는 소비자, 정부기관, 종사자, 투자가, 언론매체 등과 같

이 해당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중들이 기업에 대하여 양호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이두희, 1997).

한편, 기업광고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기업광고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인

지도와 친숙도, 그리고 소비자들의 좋은 감정이나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Maier,

1985; Winters, 1988; Drumwright, 1996; Sheinin and Biehal, 1999; 유재웅·진용주, 2011; 주윤황·

조경섭, 2015; 董亚妮, 2012; 李乾杰·尹士，2015; 买忆缓·李逸, 2016). 아울러 기업광고는 기업

에 대한 양호한 이미지 형성뿐만 아니라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 브랜드에 대하여 강력

한 후광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원무 외, 2007).

3. 기업이미지

이미지(image)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여 통일된 견해를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통

상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갖는 신념(belief), 태도(attitude), 인상(impression)의

총체’로 요약할 수 있다(Barich and Kotler, 1991). 따라서 기업이미지는 고객들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총합적인 인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구성원, 특

정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계열, 브랜드 등에 대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이 갖는 신념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이미지는 제품 및 브랜드이미지와 확연히

구별되지만 생성과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Winters(1986)에 의하면 기업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성요인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비지

니스 행위요인(Business conduct/marketing factor)’으로 이는 우수한 품질과 좋은 서비스의 제공,

적정한 가격 책정, 높은 품질의 제품생산 등을 통하여 형성된다. 둘째는 ‘사회적 행위요인

(Social conduct/marketing factor)’으로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공공이익에 대한

지대한 관심, 공정한 세금납부, 공중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통하여 형성된다. 끝으로, ‘공헌

요인(Contributions factor)’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지원, 보건, 교육, 사회

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 이미지에 의해 수립된다. Barich and Kotler(199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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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조직 이미지를 기업, 브랜드, 마케팅 이미지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기업이미

지는 공익활동을 통하여 다수의 공중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좋은 시민’으로 기업을 인식

시키면서 수립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이미지 형성과정 및 요인에 관한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이미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다양하며 연구자들에 따른 기업이미지 구성 요소들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정

호(1999)는 도식이론(schema theory)을 기초로 하여 기업이미지의 형성과정 및 특성을 체계적

이고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상기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이미지는 도식을 바탕으

로 형성되고 변화, 학습되어 소비자 구매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기업이미지 변

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품이나 사건과 같은 기업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추

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유태용(1995)은 심리학적 접근방식에서 기업이미

지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을 하였으며, 기업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150여개의 관련 단어

들을 도출하여 기업이미지 측정척도 개발에 기여하였다.

일본에서도 일본경제신문 기업조사부에서 1960년대 말부터 기업이미지 관련 조사를 수행

하고 있다(오세영·이진희, 2000).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기업이미지는 크게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롷 살펴보면 기술이미지, 마케팅이미지, 장래성이미지, 사풍이

미지, 고답적이미지, 경영자이미지, 종합이미지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 연구들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업이미지 구성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학문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실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Winters(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이미지 요인이 대체로 간단하

고 핵심적인 요인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이용하였으며 중국 현지상황을 감안

하여 이를 적절히 수정한 후 활용하였다.

4. 기업-소비자 동일시

기업-소비자 동일시(Company-Consumer Identification)를 정의하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자신

의 특성과 기업특성과의 일체감 정도를 의미하며, 기업-소비자 일치성(Company-Consumer

Congruence)으로 불리기도 한다(Dutton et al., 1994; Sen and Bhattacharya, 2001; Lichtenstein et

al., 2004). 기업-소비자 동일시의 경우 소비자 자아개념과 기업 자아개념아 중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Ashforth and Meal(1989)은 대중이 특정한 조직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념이 자신의

자아를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당해 조직과의 동일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

러한 경우에 있어 소비자들은 일체감을 갖게 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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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그것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기업은 소비자가 기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 회사가 인상적이며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소비자 동일시 개념은 브랜드-소비자 동일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후자가 특정

브랜드와 그 브랜드를 선호하는 특정 고객에 의하여 형성되는 측면이 있는데 반하여, 전자는

특정한 기업의 정체성과 자신의 자아와의 일체감을 정의하려는 여러가지 유형의 소비자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안광호·이건희(2004)는 특정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특정 상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예를 들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즉, 특정한 브랜드의 휴

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동일시는 특정 브랜드의 차별적인 제품특성이 소비자의 자아

표현에 얼마 정도 맞아 떨어지는 지에 의해 수립되는 반면에, 특정 기업에 대한 소비자 동일

시는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캠페인과 공익 마케팅 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수행과 관련

한 다양한 기업 활동과 기업 이념들이 합쳐져서 형성되는 기업 이미지가 어느 정도 기업 조

직구성원의 기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수립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소비자의 브랜드-소비자 동일시는 제품 이미지가 소비자의 자아개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되는데 반해, 기업-소비자의 동일시의 경우는 기업 이미

지가 소비자 개인의 자아개념과는 부합하지 않지만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들이 사회적

인 측면에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경우 소비자가 그 기업의 구성원으로 흔쾌히 동참하고자 함

으로써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동일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기업 능력과 관련이 있는 행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

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된 행위와는 비교적 적은 연관성이 있다. Tajfel and

Turner(1985)가 제시한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의하면 조직의 정체성이

지속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사람들은 자기존중을 강화시킨다고 지각할 때 조직

에 동일시 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인지된 기업의 특성은 강력하고 지속적일 뿐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지역사회 발

전에의 후원, 환경보호 등 약간은 생소하고 특색있는 가치로 말미암아 보다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Sen and Bhattacharya, 200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업 노력과 연관된 기업의 특징과 소비자 자신의 특징이 어느 정도 일치 혹은 부합되

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있는 기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자신의 개인적인 지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Sen and Bhattacharya(2001)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부정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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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기업의 과거 활동에 비하여 긍정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업의 과거 활동

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의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대한 인식은 낮은 지지를 가지는 소비자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기업-소비자 동일시 증가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aker, 1996).

Ⅲ.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기업이

미지가 기업-소비자 동일시를 거쳐 한국제품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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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설정

1) CSR활동→기업이미지

기업의 CSR활동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체로 기업의

CSR활동이 기업이미지 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CSR활동은 일종

의 공익 마케팅 활동으로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Fombrun(1996)에 의하면 기업은 사회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중들에게 동기부여

를 제공하고 환경에 피해를 가하지 않는 기업 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 양호한 기업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Barich and Kotler(1991)는 기업이 공익활동 수행을 통해 다양한 공

중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기업을 인식시키면서 기업이미지가 수립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Lantos(2001)는 기업차원에서의 체계적, 전략적 CSR활동수행이 공익을

증진하고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며, 기업에 대한 기업 구성원과 소비자들의 충성심을 향상시

킨다고 주장하였다.

CSR활동이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국내 연구에서도 다수 제기되

고 있다. 윤각·서상희(2003)의 연구에서는 기업광고와 CSR활동이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으며 연구 결과, CSR활동에 대한 인식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선영 외(2009)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인식 조

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CSR활동은 중국 소비자들의 지각된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기업광고→기업이미지

기업광고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기업광고가 전반적인 기업이미지 향상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Winters, 1986;

Burgoon et al., 1995; Drumwright, 1996; Sheinin and Biehal, 1999)은 기업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제고시키며, 우호적인 인지와 선호는 양호한 기업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기업

들은 소비자들에게 우호적인 기업이미지를 형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광고를 활발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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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mann et al., 1991).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

룬 국내의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기업광고는 기업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정호(1993)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광고에 노출되기 전과 노출된 후의 기업이미지

차이를 상호 분석하였는데 광고유형 즉, 이슈형 기업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군은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오세영·이진희(2000)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광고 유형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달리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업광고 중에서 기업 과시적 광

고와 사회적 책임광고가 기업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효과적이며, 두 가지 차이비교에서 기업

과시적 광고에 비하여 사회적 책임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호의적인 태도를 자아낸

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기업광고는 중국 소비자들의 지각된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업이미지→기업-소비자 동일시

기업이미지와 기업-소비자 동일시간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능

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업 이미지의 핵심 구성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변수 모두가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소비자는 3가지 기본적인 자기 정의적인 욕구들(자기연속성, 자기차별성, 자기향상)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기업의 정체성에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혁신성, 시장 선도성

등과 같은 기업의 능력에 기초한 기업 연상은 소비자들에게 기업 정체성에 대한 매력을 느끼

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동일시를 제고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Dutton et al.,

1994). Brown and Dacin(1997), Kristof(1996)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개인-조

직간 적합성 평가 등에 기반하여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한 몰입과 동일시에 대한 자기강

화효과를 유발하여,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Sen and Bhattacharya(2003)도 기업 매력도가 기업-소비자 동일시 형성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지각된 기업이미지는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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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소비자 동일시→제품평가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친근감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소비자들은 자

신과 친숙한 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일체감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그 기업에

대하여 높은 호감도를 형성하게 되며, 해당 기업에 대한 호감은 그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소비자 동일시 효과는 브랜

드개성과 소비자 자아개념 간 일치성의 효과를 조사한 여러 선행 연구들(안광호·김미라,

1991; 박성연·이유경, 2003; 이유재·라선아, 2002; 안광호 외, 2004)에서 발견될 수 있다. 박주

영 외(2001)는 브랜드이미지가 소비자 자신의 자아이미지와 일치할 경우, 해당 브랜드에 대

해 가지는 호감은 커지며, 쾌락적 욕구가 높은 소비자군이 낮은 소비자군에 비하여 브랜드개

성과의 자아일치성이 브랜드 태도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Sirgy(1982)는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제품을 더 애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소

비자들은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를 서로 대비하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이나

특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Hughes and Guerrero(1971), Onkvisit and

Shaw(1987)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자신의 자아이미지와 공통점이 가장 많은 제품의 브랜드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자아 일치성 모형(Self-Congruity Model)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즉, 실제적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가 부합함에 따라 제품선호, 구매의도, 제품사용,

충성도 등이 표출되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브랜드 동일시가 클수록 해당 브랜드제품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 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기업동일시가 클수록 그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우호적인 평가를 하

고 우호적인 구전(口傳)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업-소비자 동일시

에 의한 소비자의 해당 기업에 대한 강한 몰입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해당 기업의 특

정 제품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경쟁제품에 비하여 높은 선호도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Dutton et al., 1994; 정성훈·

김미정·주여이, 2013).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평

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4호 (2017년 12월 31일)160

Ⅳ. 연구의 설계

1. 자료의 수집과 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가 필요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3개 대도시인 북경(北京), 상해(上海), 광주(廣州)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대학(청화(淸華)

대, 복단(復旦)대, 중산(中山)대)에 재학 중인 MBA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7월 7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당 대학에 재직 중에 있는 연구자와 친

분이 있는 중국현지 교수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우선 한국어로 설계하였으며

이를 다시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교수의 도움으로 중국어로 번

역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작성된 설문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원어민 교수에게 감수

를 의뢰하였다. 설문절차는 먼저 현지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간략하게 설문조사의 목적에 관

하여 설명하게 한 후, 중국에 이미 진출한 4개의 한국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랜드, 아

모레퍼시픽) 중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광고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기

업을 선택하게 하여 미리 준비한 기업이미지 광고를 시청하게 한 뒤, 설문문항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특정기업에 너무 많은 응답자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를 하였으며,

선정된 4개의 한국기업은 현재 중국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기업으로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현지에서 기업광고를 수행하고 있고, 상당한 예산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입하고 있는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기업광고와 사회적 공헌활동의 영향력

에 대한 검증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기업광고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사회적 공헌활동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광고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제품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4개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브랜드 각각 1개를 선정하여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총 3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86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

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71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업별 최종 분석대상 설문

지는 삼성전자 91부, 현대자동차 98부, 이랜드 92부, 아모레 퍼시픽 90부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분석에 사용된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이 260명(70.1%), 여성이 111명(29.9%)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는 20∼29세 91명(24.5%), 30∼39세 152명(41.0%), 40∼49세 112명(30.2%), 50세 이상이 16명

(4.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이 25명(6.7%), 일반 사무직 193명(52.0%), 자영업

36명(9.7%), 전문직 74명(20.0%), 기타 43명(11.6%)으로 일반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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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끝으로 개인의 월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5,000위안 미만 22명(5.9%), 5,000∼7,000위안

미만 67명(18.1%), 7,000∼9,000위안 미만 138명(37.2%), 9,000∼11,000위안 미만 105명(28.3%),

11,000위안 이상 36명(9.7%)으로 7,000∼9,000위안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구성변수들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므로 구성변수들의 개념을 복수항목으로 측정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다항목 측정 변수들의 단일차원성

(unidimensional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진행하여

측정된 변수가 구성개념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모형

의 요인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요인별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척도의 단일차원성을 재차 검증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의 연구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수행과 기업광고, 기업이미지, 기업-소비자 동일시 및 한국제품에 대한 평가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WIN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

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분석을 진행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 논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활동에 대한 정의는 기업이 이

윤추구와 무관하게 기부, 자원봉사, 사회복지, 공익사업 등 기업의 사회적 공익을 지원하는 여

러 가지의 기업 활동으로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는 Maignan and Ferrell(2004),

Lichtenstein et al.(2004)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의 참여정도(CSR1)’, ‘자선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CSR2)’,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기여정도(CSR3)’,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노력정도(CSR4)’, ‘기업시민으로서의 활동정도(CSR5)’, ‘사회적 책임의식 정도(CSR6)’의 총 6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매우 동의함(5)의 5점 어의차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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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광고 태도

기업광고 태도(Attitude toward Corporate Advertising)는 태도정의에 입각하여 대상만 광고를 시

청하고 특정 노출상황 동안, 특정 광고자극에 대하여 선호적 혹은 비선호적으로 반응하는 선유

(先有)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Solomon, 2007). 기업광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ardner(1985)

와 Homer(1990)가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측정

항목으로는 ‘좋아한다(ACA1)’, ‘호감이 간다(ACA2)’, ‘흥미롭다(ACA3)’, ‘마음에 든다(ACA4)’등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매우 동의함(5)의 5점 어의차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3) 기업이미지

기업이미지(Corporate Image)란 ‘소비자들의 특정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기업제품에

대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특정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으로 정의하였으며, Winters(1986)

가 개발한 7가지 항목의 기업이미지 구성 요인을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이의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는 ‘공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정도(CI1)’, ‘좋은 품질

의 제품을 만드는 정도(CI2)’, ‘환경보호의 관심정도(CI3)’,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정도

(CI4)’, ‘소비자의 건강·교육·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CI5)’의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각 항목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매우 동의함(5)의 5점 어의차이 척도로 측정하였다.

4) 기업-소비자 동일시

기업 동일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의 구성원과 기업 간의 동일시 정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소비자 동일시(Consumer-Corporate Identification) 측정을 위한 단일화된 척도

는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구성원-기업 동일시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척도를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는 Ashforth and Meal(1992), Bhattacharya and Sen(2003)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의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경쟁기업과 비교된 상대적 우월성(CCI1)’, ‘기업지분의 소유욕구

(CCI2)’, ‘기업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구전에 대한 관심정도(CCI3)’의 3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매우 동의함(5)의 5점 어의차이 척도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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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평가

제품 평가(Product Evaluation)는 특정한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결과물에 대하여 고

객들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며, ‘기업제품에 대한 품질 지각정도(PE1)’, ‘제품에 대한 호감도

(PE2)’, ‘제품에 대한 신뢰감(PE3)’ 등의 3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품질에 대한 측정

의 경우 품질이 매우 나쁨(1)∼매우 좋음(5)으로 측정하였으며, 호감도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음(1)∼매우 호감이 감(5)으로, 신뢰감의 경우, 전혀 신뢰가 가지 않음(1)∼매우 신뢰가 감

(5)의 5점 어의차이 척도로 측정하였다.

Ⅴ. 실증분석과 결과

1. 단일차원성과 신뢰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항목으로 구성된 내외생 변수들의 개념적 요인들에 대한 측정지표

의 단일차원성 차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회전방식으로는

직각회전 방식(orthogonal rotation)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이

용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요인부하량

은 0.5이하를 나타내는 측정항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세웠다. 그 결과 ‘CSR활

동’의 1개 문항(기업시민으로서의 활동정도(CSR5))과 ‘기업이미지’의 1개 문항(환경보호의 관

심정도(CI3)) 등 총 두 가지 측정항목이 제거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남은 최종 문항에 대하여 다항목(multiple item) 척도의 단일차원성 확

인을 위하여 각 차원에 대한 문항들에 대하여 신뢰성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

에서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값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신뢰도 값은 0.698∼0.910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은 모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unnally, 1978).1)

1) Nunnally(197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알파계수 값이 0.600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신뢰도의 값으로 평

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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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타당성 평가

단일차원성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이후, 남은 다항목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측정의 개념

타당성을 재차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제거된 항목은 없었으며, 적합도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요인들이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GFI,

CFI, NFI, AGFI 등 모든 적합도 지수가 0.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R이 0.05이하로 매우

작게 나타난 바, 각 요인에 속한 측정항목들은 그 구성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측정항목들에 대한 개념 타당성은 다시 검증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표 1> 구성개념별 확인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항목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표준

요인부하량
t값 C.R AVE

CSR활동

CSR1 1.000 - 0.825 -

0.801 0.701

CSR2 0.832 0.410 0.851 13.120**

CSR3 1.352 0.295 0.867 9.928**

CSR4 0.962 0.087 0.806 12.547**

CSR6 0.742 0.275 0.821 10.722**

기업광고

태도

CA1 1.000 - 0.792 -

0.742 0.825
CA2 0.953 0.520 0.824 9.512**

CA3 0.852 0.413 0.751 11.125**

CA4 0.803 0.135 0.890 7.629**

기업이미지

CI1 1.000 - 0.785 -

0.914 0.652
CI2 0.944 0.541 0.892 20.551**

CI4 1.295 0.256 0.810 8.126**

CI5 0.875 0.725 0.764 12.219**

기업-소비자

동일시

CCI1 1.000 - 0.870 -

0.780 0.735CCI2 0.962 0.626 0.719 10.150**

CCI3 1.041 0.215 0.832 7.905**

제품평가

PE1 1.000 - 0.752 -

0.705 0.750PE2 1.387 0.103 0.728 7.329**

PE3 0.974 0.257 0.789 11.629**

주: 1) χ2=297.412(p=0.000), RMR=0.029, GFI=0.912, AGFI=0.935, NFI=0.984, CFI=0.943

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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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측변수 항목들이 잠재변수에 대해 양호한 요인부하량(λ>0.5이상)을 나타냈기 때문

에, 관측변수들의 세부 측정항목들은 잠재변수를 잘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요인부하량의 t값이 7.329∼20.551의 범위까지 분포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p<0.01). 한편 집중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 AVE)값을 도출하였으며 AVE값이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모든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값이 0.7이상으로 나타나 전체 측정모

델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각 개념에 대한 단일차원성과 신뢰도에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음

이 밝혀졌다(Bagozzi nd Yi, 1991).

3. 모형적합성 검증 및 경로분석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이전에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표적인 적합도 판정지수인 GFI, AGFI, NFI, CFI값이 각각 0.923, 0.951, 0.930, 0.972로

모두 0.9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R이 0.025로 0에 근접한 값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이

적합도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Hair et al., 1998). 그러므로 구조방

정식모형 분석을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수준에서 구조모형분석

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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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의 검정

지금까지 살펴본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주

요 한국기업들의 CSR활동과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 기업-소비자 동일시 및 한국제품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CSR활동은 중국 소비자들의 지각된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을 검정한 결과를 보면, CSR활동이 기업이미지에 미

치는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이 0.628(t=7.120)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적극적인 수행은 현지 중국 소비자

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기업광고는 중국 소비자들의 지각된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정한 결과를 보면,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이 0.388(t=5.992)로 나타나 <가설 2>도 채택되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Burgoon et al., 1995; Drumwright, 1996; Sheinin and Biehal,

1999)와 부합하는 것으로 기업광고를 시청한 후 그 광고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형성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지각된 기업이미지는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을 검정한 결과를 보면, 기업이미지가 기

업-소비자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이 0.281(t=4.511)로 나타나

<가설 3> 역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Asforth and Meal(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소비자 동일시가 강력하게 맺어지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사회적 자아(social identities)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기업과 동일시를 추구하

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생각에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정의하려는 욕구 충족

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과의 동일시 관계가 보다 강력하게 형성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제품 평

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를 검정한 결과를 보면, 기업-소비자

동일시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가 0.203(t=3.926)으로 나타나

<가설 4>도 채택되었다. 즉 이는 기업-소비자 동일시가 커질수록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가지는

품질과 호감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어 이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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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소비자 자신과 해당 기업의 성격이 부합한다고 느낄수록 기업 제품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밝혀진 추가적인 사실로는 CSR활동과 기업광고의 추정된 경로계수

값을 살펴보면 CSR활동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상대

적인 영향력에 있어 CSR활동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당 재중 한

국기업들은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특히 중국 현지에서의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들의 CSR활동과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 기업-소비자 동일시 및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

국에 진출한 대표적인 4개의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밝혀진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SR활동과 기업광고는 모두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최근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중국내수시장에서 해당 한국기업들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은 물론 이거니와 긍정적

인 기업이미지를 다룬 기업광고를 제작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무

엇보다 제기된다. 가령,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 각종 자선사업 등을 충실히 펼쳐 나간

다든지 기업의 명확한 비전(vision)과 제품 및 기술 혁신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업광고를

신문, 방송,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업이미지는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거나 강화하는 기업 활동은 현지 소비자를 생각하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이미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미지와 소비자의

자아이미지 일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일체감을 가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미지 개선활동이 궁극적으로 제품 평가에 효과적으로 직결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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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기의 조사대상 기업들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지각된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소

비자 동일시 정도가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하여 지각하는 품질과 호감도 및 신뢰

감이 상승하며 이는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경영활동에서 최근 기업이미지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나

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 간의 기술 및 제품평준화에 따른 브랜드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기업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CSR활동과 기업광고를 도출하였으며

중국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상기 두 요인이 기업

이미지, 기업-소비자 동일시 및 한국제품의 평가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중국소비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중

국현지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과 동시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

이미지 광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현대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바, 이는 종전까지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중심의 일방적인

‘Push’전략 위주의 마케팅 활동은 막을 내리고, 이제는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하여 소비자들을 기업내로 끌어들이는 ‘Pull’전략이 필수적인 마케팅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중 한국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CSR활동과 기업광고활동을 활발히 전

개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호의적인 기업이미지를 각인시켜 주고 이러한 제반 활동들이 기

업의 수익창출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는 특히 실무

적인 차원에서 재중 한국기업의 장단기적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방향에 대한 전략적 점검의

필요와 새로운 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은 중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들의 CSR활

동과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 기업-소비자 동일시 및 한국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

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재중 한국기업들에게 중국현지에서의 마케팅커뮤니

케이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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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 관련한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북경, 상해, 광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대학의 MBA학생들을 설문대상자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모

든 중국 소비자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여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중국에 진출한 가장 대표적인 한국기업 4개를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이들 기업들과 제품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

전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현지 소비자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태도

에 대하여 정교한 통제가 가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는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기업들을 설문대상으로 하여 나타난 사실인 바 이를 중국에 진

출한 한국기업 모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 및 비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짧은 시간을 통하여 광고노출이 이

루어졌으며 단 한 번의 강제노출로 광고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이 해당 기

업광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실에서와 같이 반복 노출을 통한 광고효과를 측정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지역의 중국 소비

자들과 중국에 진출한 보다 다양한 업종의 한국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일한 설문대상자들에 대하여 시차별로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횡단면 분석과 시

계열 분석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상기 연구결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추이를

나타내는가를 동시에 비교하는 통태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더불어 중국 국내기업뿐만 아니

라, 중국에 진출한 동종업종의 외국기업들과의 비교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중국내 다른 대도시

와 중소도시, 농촌지역 소비자 간에도 본 연구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관한 연구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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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Corporate Advertising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on the Chinese Consumers’Korean Products Evaluation 

Seong-hwan Yoon*

2)

Korean companies currently operating in China have made active efforts to undertak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corporate advertising to improve their image, as well as marketing activities

directly related to their produc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corporate

advertising influence a company's image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consumers. This study also

analyzes corporate image, consumer-company identification,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ers' behavioral responses and their evaluation of Korean product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vious studies, the study tests five research hypotheses for the

development of a theoretical research model.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e research model, data were

collected by enlisting and observing MBA students from major universities in China.

The results obtained by actu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corporate advertising were found to be positively influential on corporate image. Second, corporate image

is positively influential on consumer-company identification. The consumer-company identification of

Chinese consumers' evaluation of Korean products, and positive evaluation of Korean products in turn

induce positive influences on Chinese consumers' behavioral respon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companies already established in China not only need to enhance

a positive corporate image but also have to make efforts to undertak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corporate advertising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continuous and long-term

relationship with Chinese consumers.

Key Word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Corporate Advertising, Corporate Image, Company-

Consumer Identification, Product Evaluation, Korean Compani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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