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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매장 디자인의 CSR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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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corporations engage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Consumers are aware of

CSR activities in different domains and use the perception and evaluation in purchase decision making.

This study reveal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perception about a fashion corporation's CSR

activities and product evaluation (such as perceived expertise and attractiveness) affects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for store designs depending on whether it is actively engaging in CSR

communication. Two virtual fashion store images of modern or eco design were used as stimuli.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uly to August, 2018 based o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e collected 154 eco designs

and 157 modern design responses.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consumer perceptions of CSR activities

affected perceived expertise and attractiveness. Further, perceived expertise and attracti-veness led to

purchase intention and time spent in the store. The store design variation had no differences in mean

values of consumer perception; however, evaluation and purchase intention indicated that a varied store

design emphasized different corporation capabilities.

Key words: CSR communication, Store design, Construal level theory, Cue consistency theory; CSR 커

뮤니케이션, 매장 디자인, 해석수준이론, 단서일치이론

I. 서 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업이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 외에도 사회 기

여 및 공헌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Dibb

et al.(2005)에 의한 정의에 따르면, CSR은 사회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기업의 의무이다.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은 CSR의 중

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CSR 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 학계의 연구결과 또한 CSR의 긍정적 효과를

다수 보고하였다. 기업은 CSR 활동을 통해 기업에 대

한 소비자 태도를 호의적으로 형성하게 할 수 있으며

(Lichtenstein et al., 2004), CSR 활동으로 인하여 기업

이미지의 향상, 구전 및 구매의도, 고객 충성도에 긍정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Brown &

Dacin, 1997; Klein & Dawar, 2004; Mohr & Webb, 2005).

최근 20년간 CSR은 사회 전반에 있어 중요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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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 받았다. 이제 CSR은 기업 활동에 있어 필수적

인 것으로 기대되며, 패션 산업에서 역시 근래 CSR 이

슈가 이목을 끌었다. 패션 기업들은 아동노동착취, 불

공정무역, 계획된 진부화(Niinimäki & Hassi, 2011), 친

환경적이지 못한 소비와 폐기(Fletcher, 2012)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비판의 중심에 있던 패스트패

션의 선두주자들이 적극적으로 CSR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H&M은 패

션 산업의 변화를 촉구하며 자사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발표하였다(H&M, n.d.). 이외에도 갭(Gap), 자라(Zara),

유니클로(UNIQLO)와 같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패션 기업의 CSR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 현 패션 산

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빠르게 물건을

생산하여 개별 소비자들이 더 많은 개수의 옷을 소유

하도록 하므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는 판단이다(Lejeune, 2016). 이

에 패션 기업이 CSR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즉, CSR

활동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소비자는 기업과

상품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고찰해 볼 필요

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CSR 지각으로 인한 제품 평

가가 행동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파

악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기업들 중 일부는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CSR

내용을 알리고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이를 적극 이용하

는가 하면, CSR 활동을 별개의 부차적인 활동으로 수

행하여 소비자에게 홍보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 CSR

활동의 홍보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

과들을 보이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CSR 커뮤니케이션

은 득일지 실일지 단언할 수 없다. 즉, 기업이 이윤 추

구의 동기와 함께 CSR 활동을 홍보할 때, 효과적인 방

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기업이 소비자를 만나는 지점인 오프

라인 매장에서 매장 디자인을 통해 CSR 내용을 시각

화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비교하고자 한다. 

매장 디자인을 통한 CSR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의

지각 및 평가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Kotler(1973)가 마케팅 도구로서 매장

분위기를 활용하기를 제안한 이래로 기업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하나로 매장 디자인의 중요성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기업이 오프라인 매

장을 통하여 자사의 프로모션 혹은 핵심 메시지를 소

비자에게 전달함을 포착하여 학계에서는 리테일 환경,

매장 분위기, 색감, 조도 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예를 들어, Belli-

zzi et al.(1983)은 매장의 전체적인 색감에 따라 소비자

가 상품 디스플레이에 몰입하게 하는 정도가 다르며,

소비자가 매장을 평가하고 상품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McElroy et al.(1990)은 서비

스가 이루어지는 장소, 즉, 매장의 디자인이 소비자의

인지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

다. Turley and Chebat(2002) 역시 매장 분위기를 형성

하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매장 분위기가

쇼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전략적 관점으로 제시하였

다. 이처럼 매장 디자인은 소비자의 제품 평가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CSR 활동을 매장 디자인에 반

영하려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친환경

매장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을 다룬 Kirby and Kent

(2010)를 제외하고는 매장 디자인을 통한 CSR 커뮤니

케이션 전략에 대한 연구는 아직 풍부하게 수행되지

않아 두 개념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Kirby and Kent(2010)의 연구는 사례연구로 실증

적 시사점을 제안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패션 매장에서 CSR 활동

에 노출될 때 어떠한 방안이 효과적일지, 긍정적 효과

가 있다면 어떠한 기제를 통하는지에 대해 실증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CSR

활동을 알리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 디자인에 적극 표

현하는 전략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장 디자인

으로 인한 CSR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여부를 확인해보

고자 하였다. 패션 기업의 CSR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실제 기업들이 CSR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

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CSR 지각, 제품 평가, 행동의도 간의 관계

를 밝히고, CSR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매장 디자인의

효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1. CSR의 다차원성에 대한 소비자 지각과 기업 평가

CSR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들은 기업의 CSR의 하위차원을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CSR의 차원에 대해 가장 먼저 개념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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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CSR 차원의 피라미드를 제시한 Carroll (1991)

의 연구라고 이해된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네 가지 차원으로 인지할 수 있다

고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및 자선적 책임이다. 뒤로 갈수록 고차원적인 개

념으로 언급되었다. 역사적으로 기업의 존재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이윤 추구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업 개념에 입각하여 Carroll(1991)이

제시한 경제적 CSR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소

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수익을 최대

화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시장 내에서 경쟁력 있는 위

치를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이 경제적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적 책임의

차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법을 준수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며, 다양한 사회 조직이 제시하는 규제들을 따르

는 것이다.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명시된 규제와

규칙을 따르는 차원으로 이해된다면, 윤리적 차원은

사회 구성원에 의해 기대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

만, 소비자의 우려에서 비롯되는 윤리적인 규범을 따

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자선적 차원은 기업이 사회

의 박애적인 기대에 맞추어 지역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거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다. 

CSR의 다차원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

자가 CSR의 하위차원을 구별하여 지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CSR을 지각하기 때문이다(Ra-

masamy & Yeung, 2009). Golob et al.(2008)의 연구에

서 역시, 소비자가 Carroll(1991)의 피라미드에서 제시

된 경제적, 법적, 윤리 및 자선적 차원을 구분하여 인

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따라 개별의 CSR 차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

이함을 확인해 보였다. 종합하면, 소비자는 CSR의 하

위차원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인지하고 있

다. 그러나 CSR의 차원 속성에 대한 후속연구로는 소

비자들이 어떤 차원을 우선순위에 두는지를 문화권에

따라 비교하거나 단순히 소비자 개별 특성에 따른 기

대수준을 위주로 보고하는 연구에 제한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구분되어 지각되는 다른 차원의 CSR이

소비자의 제품 평가나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세부 CSR 하위차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

위차원인 경제적 차원과 가장 상위에 있는 자선적 차

원으로 구분하여 이것이 어떠한 CSR 하위차원을 통해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법적, 윤리적 차원을 논외로 두었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

인 경제적 차원과 가장 상위인 자선적 차원의 구분 두

가지를 제시하고 비교, 대조하는 것이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명료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

이다. Lantos(2001)에 따르면, Carroll(1991)의 CSR 계층

구조에 대해서 각 책임이 전략적 혹은 윤리적, 이타적

이냐 구분에 따라 나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Lantos(2001)의 주장에 근거하여 가장 이타적

인 수준인 자선적 차원과 가장 기업의 수익성과 가깝

게 관여하는 경제적 차원을 CSR 지각 차원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전통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왔

다(Bettman, 1970; Jamal & Goode, 2001; Low & Lamb

Jr., 2000; Mitchell & Olson, 1981; Muthukrishnan & Kardes,

2001). Souiden et al.(2006)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이 브

랜딩을 통해 자사 인지도, 이미지, 명성, 로얄티를 향상

시키는 전략적 행위는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CSR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Fombrun et al., 2000;

Spector, 1961). Mullen(1997)에 따르면, 기업의 CSR 행

위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기업 시민의 이미지를 형

성하므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구체적

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개선, 기업 경쟁력 강화의 유효성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Brown & Dacin, 1997; Sen & Bhattacharya, 2001). 이러

한 고찰을 통해 소비자가 기업의 CSR을 지각할 때, 소

비자의 기업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품 평가에 대하여 별개의 두 가지 범

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전문성과 매력성이다. 기업의

역량 및 본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Heath et al., 2011;

Park et al., 1991; Spiggle et al., 2012)을 살펴본 후, 제품

평가에서 전문성은 제품이 높은 품질의 상품일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매력성은 품질 관련 속성 이상의 독

특한 특성, 특별함,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 1, 2가 도출

되었다.

가설 1. 기업의 CSR에 대한 지각은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CSR 지각의 두 가지 차원 중, 기업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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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CSR에 대한 지각은 소비자의 제품 평

가(전문성, 매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2. CSR 지각의 두 가지 차원 중, 기업의 자선

적 CSR에 대한 지각은 소비자의 제품 평

가(전문성, 매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소비자의 제품 평가는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있어 상품에 대해 전

문성을 지각하는 것은 행동의도(구매의도,

체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있어 상품에 대해 매

력성을 지각하는 것은 행동의도(구매의도,

체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CSR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성과 해석단서로서

매장 디자인 

기업이 자사의 CSR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

하는지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기업 평가는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연구자들은 CSR 커뮤니케이션의 방안이

나 강도에 있어 나타나는 소비자 평가 차이에 대해 고

찰하기 시작하였다. Bae(2010)는 CSR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성에 따라 소비자의 CSR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증

명하였다. 이때, 적극성의 사전적 정의는 ‘구체적 정보

를 역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적극성의 높고 낮음을 사진과 함께 자세한 정보가 담

긴 조건(적극성 높음)과 사진 없이 간결한 정보만을 제

공한 조건(적극성 낮음)으로 조작하여 제시하였다. 연

구결과는 CSR 커뮤니케이션 적극성 인식이 높을수록,

즉, 소비자가 기업이 자사의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수록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높게 평가하여 사

회 책임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게

인지된 사회 책임성은 순차적으로 기업에 대한 태도나

구매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일반 대중의 CSR 관점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시대의 관점

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은 이제 기업이 자사의 CSR 활

동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Cho et al., 2007). 즉, 기업이 CSR 활동

을 이용한 홍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으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연구결과와 반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

업이 자사가 행한 CSR 활동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표

현하는 것은 자칫 겸손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어 부

정적인 태도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 Menon and Kahn

(2003), Mohr and Webb(2005)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에 소비자들이 노출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기

를 추론하게 하므로 부정적 태도가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반 기업

정서가 강한 자국의 경우, CSR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성

에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진정한 동기를 의심하

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Yoo

& Jo, 2008).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겸손한 커뮤니케

이션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문화적 배경

을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서, 한국적 맥락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보다 실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Yoo and Jo(2008)의 연구에서 CSR

홍보적극성의 높고 낮음을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비주

얼 결합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Bae

(2010)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설계를 가진 것인데, 연구

결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CSR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CSR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성 측면을

매장 디자인 유형으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적극성이 높

은 조건의 경우 CSR 활동 내용을 시각화한 친환경적

매장 디자인으로, 적극성이 낮은 조건은 일반적인 매

장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매장 디자인

은 커뮤니케이션 적극성의 분류에서 상반되는 조건을

가지므로 소비자가 기업을 평가하고, 행동의도를 갖게

하는 영향 내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높은 CSR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실체에 대한 의구

심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는 연구결과(Yoo & Jo, 2008)

에서, 의구심은 소비자가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이윤

추구의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함을 의미한다. 이 맥락

에서 CSR 활동을 매장 디자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

보하는 경우, 즉, 친환경적 매장 디자인에서 소비자는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에 대한 의구심이 더 쉽게 발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품 평가 맥락을 매력성과 전문성으로

구분하고 있고, 결과 변수로 구매의도와 체류의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Liberman et al.(2007)의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을 통해 두 다른

매장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및 행동의도 결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해석수준이론은 사람들이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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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림에 있어 심리적 거리의 원근감에 따라 두 수준

으로 구분하고, 이것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해석수준은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으로 구성된다. 상위수준은 대상이 가진 추상

적 속성에 근거해 대상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내며, 탈

맥락적, 포괄적, 바람직성, 목적지향성, 심리적으로 먼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된다. 하위수준은 이와 반

대로 대상이 가진 구체적 속성에 근거해 추론을 유도

하고, 맥락적, 부차적, 실현가능성, 과정지향성, 심리적

으로 가까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된다(Liberman

et al., 2007). 연구자들은 해석수준이론을 토대로 하여

공간적 거리(Fujita et al., 2006), 사회적 거리(Kim et al.,

2008), 가설적 거리(Wakslak et al., 2006) 등에 적용하

여 해석수준에 따른 효과를 고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해석수준을 적용한 해설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

의 기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연구자들에 의하

여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석

수준 상위, 하위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제시한 네 가지

독립변수(CSR의 두 차원, 제품 평가의 두 차원)를 구

분하여 해석수준이론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구분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기업’이라는 집단이 갖는 특성과 관련된 기

본적 인지는 이윤 추구,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고품질

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궁

극적 특성과 더욱 가까운 경제적 CSR 차원, 전문성이

하위차원에 속할 것이다. 기업의 수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의 바람직성과 관

련되는 자선적 CSR 차원, 매력성은 상위차원에 속할

것이다. Trope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

가 먼 상위차원이 실현성보다 바람직성과 관련이 있으

며, 장점이나 표준처럼 같은 상위차원인 개념에 더 관

여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분류

및 관련 선행연구를 근거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두

매장 디자인 조건 하에서 매장 디자인으로 인한 CSR

지각(경제적/자선적), 제품 평가(전문성/매력성)의 고찰

은 다음과 같은 예측을 가능케 한다. 첫째, 친환경적 매

장에서 소비자는 이윤 추구 목적을 강하게 지각함으로

인해 경제적 CSR 지각, 전문성이 행동의도를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일반적 매장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해석수준의 상위차원인 자선적 CSR

지각, 매력성이 행동의도 형성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

다. 즉, CSR 커뮤니케이션 적극성의 높고 낮은 두 매

장 디자인 조건(친환경-일반 패션 매장)을 비교할 때,

소비자 평가와 행동의도 형성에서 영향력 차이가 나타

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가설 3을 도

출하였다.

가설 3. 패션 기업의 매장 디자인(CSR 커뮤니케이션

정도)에 따라 CSR 지각으로 인한 소비자의

제품 평가와 행동의도 형성에서 차이가 나

타날 것이다. 

가설 3-1. 패션 기업의 CSR 지각(경제적 CSR, 자선적

CSR)이 제품 평가(매력성, 전문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장 디자인에 따라 달

라질 것이다.

가설 3-2. 패션 제품 평가 지각(매력성, 전문성)이 행

동의도(구매의도, 체류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이 매장 디자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3의 검증을 위하여 CSR 활동을 홍보를 매장 디

자인에 적용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시각적으로 다른

두 자극물을 제시할 것이다. 매장 디자인 이외의 모든

조건들은 동일하도록 두 조건에서 모두 패션 기업이

같은 CSR 활동을 하고 있음 알리는 동일한 시나리오

를 제공한다. 연구설계 상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

보 처리 특성에서 비롯한 대안 가설을 수립하고자 하

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정보 처리에 있어 다른

유형의 단서가 정보 처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발견

하였다. 이는 명시적 단서와 암시적 단서에 대한 수용

자의 정보 처리와 판단을 설명하는 단서일치이론(Cue

Consistency Theory)(Maheswaran & Chaiken, 1991)이다.

이는 품질 해석에 대해 진단이 쉬운 명시적 단서와 진

단성이 낮은 암시적 단서가 동시에 제시될 때, 응답자

는 해석에 있어 진단성이 높은 명시적 정보에 의거하

여 판단을 내리는 정보 처리이다. 즉, CSR 커뮤니케이

션에 있어 명시적인 텍스트(시나리오)와 암시적인 시

각적 이미지(매장 디자인)가 동시에 제시될 때, 이것이

불일치할 경우 소비자는 명시적인 정보에 의거하여 판

단을 내릴 것이다. 이로써 CSR 커뮤니케이션을 위하

여 매장 디자인을 친환경적으로 꾸미는 것이 소비자

CSR 지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은 자원으로 얻는 명확한 언어 전

달이 이미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되기 때문에 해당 기

업이 왕성한 CSR 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인지

하므로 친환경 매장 디자인과 일반 매장 디자인에 따른

소비자의 해석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연구가설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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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디자인으로 인해 CSR 지각, 소비자의 제품 평가

와 행동의도 간 관계 내의 영향 요인이 다른 영향력을

가질 것을 지적하였지만, 연구설계 상 매장 디자인(암

시적 단서), 시나리오(명시적 단서)가 동시에 제공되므

로 제시되는 패션 기업이 CSR 활동을 왕성하게 수행

한다는 정보 지각에 있어서는 암시적 단서가 미비한 영

향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

래 가설 4를 도출하였다.

가설 4. 패션 기업의 CSR 활동이 언어를 통해 명시적

으로 전달될 때, 매장 디자인으로 인한 소비

자의 CSR 지각 및 효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

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실증적 규명을 위하여 온

라인 자극물을 통해 응답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가상의 매장으로 두 유형의 디자인을 구성하여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고, 검증 후에 본 조사에서 친환경적 디

자인(이하 에코 매장), 일반적 디자인(이하 모던 매장)

의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었

으며 두 집단은 무작위로 배치되어 한 자극물 내에서

만 응답을 마쳤다. 

1. 자극물 개발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매장 디자인이 CSR 커뮤니케이션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디자인(에코 매장)<Fig.

1>, 적용하지 않은 디자인(모던 매장)<Fig. 2>으로 구성

하여 두 가지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자극물 제작에 앞

서 어떠한 매장 디자인의 요소가 소비자의 매장 디자

인 친환경성 지각을 하게끔 만드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및 동료들이 ‘현대적이다’ 혹은 ‘친환경적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매장 디자인 사진을 다수 수집하였

다. 이를 토대로 의류학과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방식의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각 사진에 대해

‘친환경적 느낌이 드는가’에 대해 7점 척도로 평가하게

끔 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느낀

매장 디자인과 가장 모던하다고 느낀 매장 디자인 두

가지를 참고하여 가상의 자극물 구성에 참고하였다.

두 가상의 매장에서 전체 상품 및 집기의 배치는 동일

하게 구성되었고, 가구의 형태와 벽면 디자인 역시 동

일하게 제작되었다. 다만, 친환경적인 느낌을 조성하

기 위해 에코 매장 자극물에는 조도를 조절하여 낮추

고, 벽면과 바닥을 나무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제작하

였다. 장식에 있어 2할 이상을 초록 식물이 차지하도록

하고, 상품 진열에 사용되는 가구의 색상이 보다 자연

적인 느낌을 조성하도록 구성하였다. 자극물이 제시될

때, 동일한 언어 시나리오가 함께 제공되었다. 이는 매

장 디자인 이외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시나리오의 내용은 해당 패션 기업이 친

환경 메시지를 담은 제품과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 제품 자재와 소재가 모두 유기농, 천연

과 관련된다는 것, 친환경적 폐기와 환경을 위해 노력

한다는 것, 관련 프로모션을 위해 QR코드 상자를 매장

내 배치한다는 것을 포함하였다.

자극물의 제작 후 예비조사를 통해 두 자극물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의 매장 친환경성 지각을 보임을

확인함으로써 자극물을 검증하였다. 본 조사에서 역시

응답자들은 두 자극물에 대해 매장 디자인의 친환경성

인식을 평가하였고, 해당 평가는 ‘위의 매장 분위기는

Fig. 2. Modern store design – low CSR communication.Fig. 1. Eco store design – high CS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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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이다.’, ‘위의 패션 매장 디스플레이는 환경

친화적이다.’ 두 문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t-검정을 통

해 두 자극물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매장

디자인의 친환경성 인식 평균은 에코 매장 조건에서 7점

기준 평균 5.23(S.D.=.95), 모던 매장 조건에서 평균 4.81

(S.D.=1.07)로 유의한 차이(t=−3.63***)를 보였다. 따라

서 본 조사에서 자극물이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조작

됨을 확인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한국의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 조사를 통해 20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8년 7월과 8월 사이에 온라

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최종

적으로 311명이었고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

집된 311명의 표본에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두 집단

을 비교해 본 결과, 응답자의 연령, 친환경성 인식과

성향 및 친환경 제품 소비 및 구매성향, 제품 구매성향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30~39세(50.5%),

20~29세(49.5%)로 20대와 30대 각 연령대 비중은 거의

동일하게 수집되었다. 기혼 여부는 미혼(64.0%), 기혼

(36.0%)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의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이 45.7%로 가

장 많았다. 최종 학력의 경우, 대졸이 60.8%로 가장 많

았으며, 응답자의 직업은 직장인 또는 학생이 72.0%로

대다수였다. 본 연구에서 CSR의 지각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므로 환경 단체에 후원 여부를 추가적으로 질문

하였는데, 응답에서 ‘예’가 3.2%, ‘아니오’가 96.8%로

각각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환경을 고려하는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5.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이

수행되었다.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 탐색적 요

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연

구가설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3. 척도 구성

선행연구를 살펴본 뒤 CSR의 지각을 경제적 차원,

자선적 차원의 두 가지로 구성하고, 제품에 대한 지각

을 매력성과 전문성으로, 종속변수를 구매의도와 매장

체류의도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차원과 자선적 차원의

CSR 지각은 Carroll(1991)의 CSR 피라미드에서 정의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문항을 도출하였다.

각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제품에 대한 지각

에서 매력성과 전문성 역시 선행연구(Heath et al., 2011;

Spiggle, 2012)의 개념적 정의를 이용하여 수정을 거쳐

문항을 도출하였고, 각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2)−(Table3). 구매의도와 매장 체류의도는 각 3문항, 2문

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4). 여섯 개의 개념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을 때

1점, 전적으로 동의할 때 7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은 먼저 인구통계적 질문에 응답하고,

윤리적 소비 습관이나 인식에 대해 답하였다. 이후 준

비된 두 개의 가상의 패션 매장 자극물 중 하나에 무작

위로 노출되었다. 응답자가 마주하고 있는 매장이 친

환경 패션 브랜드의 매장임을 명시하고, 매장 사진과

함께 브랜드에 대한 소개 내용을 살펴보도록 지침하였

다. 이때 매장 소개와 관련된 시나리오는 동일하게 제

시되었고, 시나리오를 통해 본 패션 기업이 CSR 활동

Table 1.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CSR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om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Economic 

CSR

This brand appears to improve consumer satisfaction. .81

2.33
38.87

(38.87)
.88This brand seems to create better economic value. .74

The sales of this brand seems to be increased. .88

Discre-

tionary

CSR

This brand appears to act the ways of protecting and impro-

ving the quality of environment.
.84

2.49
41.46

(80.33)
.87

This brand appears to try for future generations to have

better lives.
.81

This brand seems to have special programs that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to the environmen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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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위

의 매장 분위기는 환경친화적이다.’, ‘위의 패션 매장

디스플레이는 환경친화적이다.’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

여 자극물 검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후 가상

매장의 사진을 보고 매장 안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기업

의 CSR 지각, 전문성 및 매력성 지각, 구매의도와 체

류의도에 대해 차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문항의 체계적 구조의 규명하기 위해 SPSS 25.0

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문항

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Table 1>−

<Table 4>에 보고되었는데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

과 고유치, 누적분산을 포함하였다. 측정변수의 신뢰

성의 확인을 위하여 신뢰도 계수를 Cronbach's α로 보

고하였다. 보고된 바와 같이, 회전 후 공통요인 부하량

이 .60 이상인 문항들이 하나의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내적 일관성의 검증 결과에서 모든 α값이 .80 이상으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CSR 지각과 소비자 제품 평가, 행동의도 간의

관계

CSR 지각과 소비자의 제품 평가(전문성, 매력성)의

관계, 기업 평가와 행동의도(구매의도, 체류의도)를 전

체 샘플을 통한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자선적, 경제적 CSR의 지각은

각각 지각된 전문성과 지각된 매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수준은 p<.001이었다. 이에 따라 가설 1은

모두 지지되었다. 지각된 매력성과 전문성은 각각 구매

의도와 체류의도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가설 2 역시 모두 지지되었다.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expertise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Cronbach's α

Perceived 

Expertise

The products of this brand appear to have good reputation. .88

2.92 76.40 .85
The products of this brand maintain unique characteristics 

as fashion products.
.85

The products of this brand appear to have high quality. .89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attractiveness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Cronbach's α

Perceived 

Attracti-

veness

The products of this brand appear to have meanings. .85

2.31 77.05 .85The products of this brand appear to be attractive. .88

The products of this brand appear to be special. .90

Table 4.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consumer behavioral intention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Com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urchase
Intention

I have an intention to purchase products in this store. .86

2.22
44.33

(44.33)
.84I am willing to pay more for the products in this store. .68

I am likely to purchase products in this store in the future. .86

Time to
Spend

I would like to spend more time in this store. .77
1.80

36.03
(80.36)

.83
I would like to stay longer time in this stor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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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 디자인 유형에 따른 영향력 비교

각 매장 자극물의 집단별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같은

경로 상 회귀계수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영향력 차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모형에서 얻은 회

귀계수를 통하여 차이 비교를 하는 것은 주관적인 해

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집단의 오차를 이용한

추가적인 통계적 검정이 필요하다. 이에 각 변수의 영

향력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회귀선의 기울기

를 비교하는 방법인 차우테스트(Chow, 1960)를 수행

하였다. 차우테스트(Chow test)의 결과로 집단 간 영향

의 차이 여부를 검증하였다. 차우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방정식은 <Eq. 1>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 Eq. 1.

<Eq. 1>에서, Sc=전체 집단의 잔차제곱합, k=전체의

변수 수, S1=집단 1의 잔차제곱합, N1=집단 1의 표본 수,

S2=집단 2의 잔차제곱합, N2=집단 2의 표본 수이다. F분

포의 배분율표의 비교로 신뢰도 5% 수준에서 각 회귀식

에서 F값이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자는 NumX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향력의 정도 차이를 True/False

로 보여주는 자동 계산 차우테스트를 엑셀에서 수행하

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장 디자인(에코-모

던)에 따라 CSR 지각이 소비자 기업 평가, 기업 평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

해 차우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Table 6>, 제품 평가가

체류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타 경로에서는 회귀

계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같은

경로 상에서 회귀계수의 비교를 통해 자료를 해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7>에 기술되었다.

<Table 6>−<Table 7>의 결과값을 해석해 보면 매장

디자인 간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으

므로 가설 3-1과 3-2는 모두 지지되었다. 첫째, CSR 지

각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을 때, 패

션 기업의 CSR 커뮤니케이션 적극성이 낮은 경우(매

장 디자인을 일반적으로 구성할 때; 모던 매장)에 소비

자들은 기업의 제품 평가 시 경제적 CSR 차원보다 자

F
Sc S1 S2+( )–( )/k

S1 S2+( )/ N1 N2 2k–+( )
----------------------------------------------------=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all sample, N=31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F

Perceived Expertise
Discretionary CSR .28 4.78***

.51 164.88***
Economic CSR .48 8.16***

Perceived Attractiveness
Discretionary CSR .47 8.43***

.58 212.32***
Economic CSR .35 6.30***

Purchase Intention
Perceived Expertise .30 4.20***

.42 114.02***
Perceived Attractiveness .38 5.31***

Time to Spend
Perceived Expertise .32 4.79***

.51 163.07***
Perceived Attractiveness .44 6.57***

***p<.001

Table 6. Results of Chow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Regression Differences in β β Modern Design β Eco Design

Discretionary CSR → Perceived Expertise True .39*** .21**

Discretionary CSR → Perceived Attractiveness True .59*** .38***

Economic CSR → Perceived Expertise True .38*** .55***

Economic CSR → Perceived Attractiveness True .20** .46***

Perceived Expertise → Purchase Intention True n.s. .44***

Perceived Attractiveness → Purchase Intention True .54*** .26**

Perceived Expertise → Time to Spend False .28*** .38***

Perceived Attractiveness → Time to Spend False .4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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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not significant

The values in a bold font mean higher β value than of its counterpart according to Chow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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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CSR 차원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션 기업의 CSR 커뮤니케이션 적극성이 높은 경우(매

장 디자인을 친환경적으로 구성할 때; 에코 매장)에 소

비자들은 상품 태도 형성에 자선적 CSR 차원보다 오히

려 경제적 CSR 차원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모던 매장의 경우 자선적 CSR 차원에,

에코 매장의 경우 경제적 CSR 차원에 더 큰 영향을 받

아 기업 제품의 전문성 및 매력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코 매장보다 CSR 커뮤니케이션 정도 약

한 모던 매장에서 자선적 CSR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는 점이 본 연구결과의 특이점인데, 이는 모던 매장이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이를 핵심적으

로 홍보하지 않고, 부차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이미

지를 주어 자선적 CSR 차원이 태도 형성에 더 큰 영향

력을 갖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소비자 제품 평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차

이를 살펴보면, 모던 매장에서는 매력성이 전문성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구매의도에 대한 β매력성=

0.54***>β전문성=0.14)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코 매장

에서는 전문성이 매력성보다 더욱 큰 영향(구매의도에

대한 β전문성=0.44***>β매력성=26**)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하면, 친환경

기업이 매장의 디자인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기업

이 추구하는 바와 시각적으로 일치시킬 때, 소비자는

전문성을 지각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모

던한 디자인의 매장일 경우 전문성보다는 매력성을 크

게 지각하여 행동의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연구자의 예측과 동일

한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두 다른 디자인의 매장에서 소비자의 CSR

지각과 기업 평가, 행동의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 보

기 위하여 t-검정을 수행하였다. 즉, 연구설계 상 발생하

는 상이한 유형의 정보 처리로 인한 대안 가설 4의 검

증을 위해 실시된 것이다. <Table 8>과 같이 결과에 의

하면, 두 집단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

설 4는 지지되었다. 즉, 응답자들에게 언어 시나리오를

Table 7.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n each store design condition

Results of the regression

Type of

Store

Design

Modern

Store

Design

Eco

Store

Design

The thicker lines mean significantly higher β than in its counterpart design according to Chow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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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당 기업이 CSR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

음을 알리면 다른 매장 디자인에 노출이 되더라도 소

비자의 CSR 지각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각된

전문성, 지각된 매력성, 구매의도, 체류의도에 있어서

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소비자의 패션 기업의 CSR 활동 지각, 제

품 평가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매장 디자인

으로 인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각 개념

들 간의 관계는 전체 샘플을 통한 회귀분석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SR 지각, 제품 평가, 행동의도는 각

각 두 가지의 개념으로 분류되어 CSR 지각- 경제적 차

원/자선적 차원, 제품 평가- 지각된 전문성/지각된 매력

성가, 행동의도- 구매의도/체류의도로 측정되었다. 전

체 샘플의 분석 결과는 각 차원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

각 평가가 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8가지 모든 경

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기업의 CSR

을 수행할 때, 소비자는 기업의 CSR을 지각함으로써

이를 제품 평가에 근거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제

품 평가는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모던 매장에서 자선적 CSR과 매력성이, 에코

매장에서 경제적 CSR과 전문성이 각각 제품 평가와 행

동의도에 더 큰 β값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해

석수준이론의 구분에 따라 네 독립변수를 구분할 때,

기업의 궁극적 목표로 이해되는 이윤 추구가 하위차원

으로 전문성과 경제적 CSR이 분류되며, 소비자가 기업

에 기대하는 바람직성과 관련하기 때문에 자선적 CSR

지각, 매력성이 상위차원으로 분류되어 각 매장별 영향

력이 강한 독립변수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두 다른 매장 디자인의 경우, CSR 커뮤니케

이션 정도가 높은 에코 매장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CSR

의 동기를 이윤 추구를 위한 전략으로 유추하게끔 하

여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인 수익성 증대라는 목표에 맞

게 기업을 운영한다는 인상을 형성한다. 이는 해석수준

이론에 따른 구분에서 하위차원에 해당하므로, 같은

차원에 있는 독립변수인 경제적 CSR 차원이나 전문성

이 추후 판단에 근거로서 더 강하게 고려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반면, CSR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낮은 모

던 매장은 기업이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도 이를 사업의 핵심으로 홍보하지 않고, 부차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이미지를 주므로 바람직성과 관련되

어 상위차원과 관련성이 높다. 즉, 상위차원에 속하는

독립변수인 자선적 CSR 차원이나 매력성이 이후 의견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로, 본 연구는 패션 매장 디자인에 따른 소비자

의 CSR 지각, 제품 평가, 행동의도 차이에 대해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는 에코 디자인의 패션 매장일 때나 모

던 디자인의 패션 매장일 때, 소비자의 CSR 지각이나

평가, 행동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였다(Table 7). 이는 단서일치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자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인데, 명시적-

암시적 정보 사이에서 소비자는 명시적 정보에 더욱

의존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가 언어 시

나리오를 통해 명시적으로 기업의 CSR을 인지한 후, 암

시적으로 메시지를 내포하는 매장 디자인이라는 정보

는 마주하였을 때, 매장 디자인을 주요하지 않게 인식

함으로써 소비자의 CSR 지각과 평가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 및 실무적 시사

점을 갖는다. 첫째, CSR의 차원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소비자의 인식수준을 알아보는데 제한되었으나 본 연

구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CSR 차원이 이후 소비자 평가

Table 8. The results of t-test

Variable

Eco Store Design 

(n=154)

Mean (S.D.)

Modern Store Design 

(n=157)

Mean (S.D.)

t p

Economic CSR 4.64 (1.00) 4.69 (0.95) .36 .70

Discretionary CSR 5.02 (0.93) 4.97 (0.95) −.42 .67

Perceived Expertise 4.72 (0.95) 4.74 (0.92) .21 .84

Perceived Attractiveness 4.75 (0.99) 4.71 (1.02) −.31 .76

Purchase Intention 4.23 (1.12) 4.39 (1.02) 1.25 .21

Time to Spend 4.73 (1.00) 4.51 (1.11) −1.8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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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

장하였다. 둘째, CSR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관한 선

행연구들은 텍스트와 사진의 유무로 비교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매장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매

장 디자인을 CSR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두고 논의했다

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CSR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장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에

많은 예산을 쏟는 것은 투자 대비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할 수 있다. 오히려 최대한 간결하고 분명하게 기업의

CSR 활동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보여주기 식의 CSR

활동이나 과다 홍보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에 기

업 의사결정권자들은 진정성 있고 꾸준한 CSR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을 얻을 수 있다. 즉, 기

업 CSR 활동의 맹목적인 잦은 노출과 긍정 효과가 비

례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CSR 내용 홍보 방

안을 세심하게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각

매장 디자인에 따라 영향력을 더 크게 갖는 CSR 차원

지각이나 제품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에 의하

여, 강조하고자 하는 기업의 역량에 알맞은 CSR 활동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선적 CSR 차원을

수행함을 알리고자 하고, 자사 제품의 매력성을 강조

하고자 할 때에는 커뮤니케이션 적극성이 오히려 낮은,

담백한 내용 전달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

여 Carroll(1991)이 제시한 CSR 계층적 구조 중에 가장

이타적이고, 반대로 가장 수익과 관련되는 두 차원인

자선적-경제적 차원만을 비교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선행연구(Ramasamy & Yeung, 2009)에서 소비자들

이 기업 CSR 내용을 평가 시, Carroll(1991)이 제시한 네

가지 CSR 차원을 모두 구분하여 지각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상세한

CSR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따른 소비자 평가와

행동의도를 살펴 보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계점으로는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두 가상의

자극물의 차이가 시각적으로만 제시되었다는 점이 있

다. 선행연구에서 Grewal and Baker(1994)는 매장 환경

을 주변 요소(음악이나 온도), 사회적 요소(인적 판매

원), 매장 디자인 요소로 나누어 각 요소가 소비자의

가격수용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세 요소가 각각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Grewal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예상 대기시간과 배경음악의

유무를 통한 매장 분위기 평가, 매장 애용의도 간 관계

성을 고찰한 바 있다. 이처럼 실제의 매장 환경이 시각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므로 매장

디자인 요소에 외관 인테리어, 인적 판매원, 배경 음악

이나 매장 안내 방송 등이 통합적으로 고찰된다면 매

장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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