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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현황을 알아보고 CSR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CSR
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기업이미지, 그리고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가
설검증을 위해 일본 휴대폰 단말기 시장 점유율 Top 4 인 애플, 소니, 샤프, 쿄세라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94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서는 네 요인,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도출되었으며 윤리적 책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일본 기업들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CSR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비
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CSR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CSR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미지, 고객만족, 고객시민행동, 일본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orporate CSR on corporate image,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for CSR. To 
verify hypothese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university students using Apple, Sony, Sharp, 
and Kyocera mobile phones, and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or 294 units. As a result, four 
factors, economic responsibility, legal responsibility, ethical responsibility and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were derived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ll three factors except for ethical 
responsibility factors were prov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image. In addition, corporate 
image has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civic behavior. As an implication, 
Japanese companies will need to take a systematic approach to CSR to help them understand their CSR 
and improve the level of CSR they can sympathize with.
Key Words : CSR, Company image,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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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제시되어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만  CSR
을 어떻게 파악하고 기업 활동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
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SR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개념 규정에는 이르지 못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CSR으로서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부터이다. 1970년대의 ‘기업
의 사회적 책임론’ 은 주로 공해 문제가 그 계기가 되었
으며, 그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오염처리장치의 설치와 
같은 ‘기술적 응답’이었다. 1970년 중반부터 80년대에 
걸쳐 서는 ‘안정 성장’을 위해 기업과 사회가 서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것
은 결국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중점을 둔 ‘기업과 사회
의 밸런스’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
어서서 ‘지구환경문제’ 가 제기되어지면서 ‘환경 경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물론 ‘환경경영’이 구현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 또는 인간과 기업과의 양호한 관
계가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
러한 인식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하게 받
아들여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모든 과제들이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오늘날의 CSR의 주 배경에는 
‘지구환경’ 문제를 시작으로 ‘기업윤리’, ‘기업통치(corporate 
governance)’ 문제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1].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휴대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 CSR이 기업이미지를 
통해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2]. 이를 바탕으로 일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일본의 CSR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국제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21세기의 기업경영전략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의 
주 소비자이자 경영자인 일본 대학생들의 CSR 인식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 
Top 4 인 애플, 소니, 샤프, 쿄세라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고객만
족과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미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에 근거하여 일본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서비스 평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CSR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되어져 온 CSR의 개념들을 검토
해 보면 "기업 구성원들이 다양한 환경주체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3,4]. 다양한 환경주체라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해관계자 집
단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관점에 근
거한 ‘주주 중심 기업관’ 에 대하여 ‘기업과 사회’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제시되어진 ‘이해관계자 중심 기업관’이
다. 보편적으로는 전자가 CSR에 대한 부정론, 후자가 
CSR에 대한 긍정론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나 주주 중
심 기업관과 이해관계자 중심 기업관은 기업과 사회 그
리고 기업과 환경의 관계와 같은 연구를 하는 의미에서
는 같지만, 그 방법론과 결론이 서로 다양하여 확립된 접
근법이 없으며,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5].

사회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기업의 존재의식 차원에서 보면 기업이 영리추구를 목표
로 하는 경제적 주체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경제
적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
고 다양한 가치의 기준으로부터 경영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CSR 연구에
서 주장하는 기초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CSR 개념은 비
즈니스의 사회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책임
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6,7].

이러한 CSR 개념은 경영학에서 기본적인 이론적 과
제이기 때문에, 경영학의 형성적 관점으로부터 보면 애초
부터 원리적인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8,9]. 그러나 대부
분의 CSR연구들은 기업 불상사에 대한 대책 또는 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기술론들이 주류가 되고 있다[10]. 
그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로서 Carroll(1979) 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arroll의 CSR 구성 요인을 
바탕으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Carroll은 CSR의 구성 요인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
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의 네 가지로 기업이 사회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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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ll에 따르면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경제적인 주체
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을 바탕으로 이룬 이윤창
출을 통해 결과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적 
준수 사항을 지켜가며 경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윤리적 책임’은 법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해 바라는 부분들
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선적 
책임’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오로지 기업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11,12].

2.2 기업이미지
기업이미지(corporate image)는 한 개인이 특정 기

업에 대해 경영철학, 이념, 성향, 특성 및 활동에 대해 인
지하고 있는 주관적 신념 또는 인상으로서, 그 대상인 기
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고 한다
[13,14]. 때문에 기업이미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체
보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상이나 다름없다[15].  

Winters(1986)에 따르면 기업이미지는 기업에 대한 
사회의 태도 및 기업의 특성에 대한 신념이다. 그러한 기
업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성 요인에는 비즈니스 행위요인, 
사회적 행위요인, 공헌요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16].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면 고객들이 인지하는 
기업이미지는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법적 책임은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고객만족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함께 전체적인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기업의 핵심적 성공 요소로 인식된다. 이것은 고객
과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접하는 과정에서 느
끼는 감정의 경험 정도를 뜻한다[17-19]. 

Oliver & DeSarbo(1988)에 따르면 고객만족이란 불
일치되어진 기대와 소비의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인 심리상태라고 
한다[20]. 또 Oliver & Bearden(1989)에 의하면 고객만
족은 고객 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욕구가 결과적으로 얼
마만큼 채워졌는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애초의 기대수준과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만족과 불만족
을 결정한다고 한다[21].

소비자들이 특정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인지한다
면 고객만족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22].

가설 2 :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고객시민행동
Groth(2005)에 따르면 고객시민행동(customer citizenship 

behavior)이란 조직 구성원의 시민행동 개념을 확장시
킨 것으로서, 고객이 우호적인 기업의 능률적인 서비스와 
제품 성능의 향상을 위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며, 어디까지나 고객들의 능동적인 행동으
로서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한다[23]. 따라서 고
객시민행동 개념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시민행동을 취하는 
고객과 소비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개선과 질의 향상을 위해 스
스로 기여하게 된다[24-26]. 고객이 특정기업에 대한 이
미지가 우호적이면 그 기업에 대한 업적이나 서비스 향
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설 3 : 기업이미지는 고객시민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
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4개의 구성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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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기업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종속변수인 고객만
족과 고객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
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Economic CSR
LawCSR

EthicalCSR
Philanthropic CSR

CorporateImage

Customer Satisfaction

CCB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의 사회성을 기반으로 

하는 책임으로 정의하고 Carroll(1979)의 4가지 유형을 
바탕으로[11], 조은미[27], 김중인[28]의 연구에서 활용
된 항목들을 수정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
업이미지는 사회가 기업에 대해 가지는 심상 또는 인식
으로 정의하고, 주승우·김홍빈[29], 김주헌·조정[30]의 연
구에서 활용된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고객만족은 안소영·한진수[31]의 연구로부
터 사용된 항목을 수정하여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고객시민행동은 박진용[3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하여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관
련한 모든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표본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일본 휴대폰 시장 점유율 Top 4 인 애플, 

소니, 샤프, 쿄세라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
으로 2017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30일 간 일본 도
쿄와 도호쿠 아오모리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32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부분적으로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표
본 294부를 최종적으로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25.0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성 및 신뢰성 분
석,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은 AMOS 
25.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행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응답자 294명을 대상으로 표
본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 210명
(71.4%), 남성의 경우 84명(28.6%)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본 여자 대학생들의 
CSR에 관하여 높은 관심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설문조
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CSR 관련 수업을 들은 경험은 
있다 172명(58.5%), 없다 122명(41.5%)로 조사되었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Factors & Items β S.E. C.R. AVE CR
Cron
bach’
s α

Econom
ic

v_1 .647 .134 7.564
.534 .820 .716v_2 .686 .138 7.784

v_3 .618 .142 7.375
v_4 .557

Lsw
v_5 .627 .082 9.999

.640 .876 .775v_6 .614 .085 9.780
v_7 .744 .093 11.785
v_8 .752

Ethical
v_9 .681 .123 8.411

.595 .853 .782v_10 .764 .158 8.956
v_11 .776 .138 9.023
v_12 .562

Philanth
ropic

v_13 .683 .098 10.255
.609 .861 .801v_14 .655 .103 9.799

v_15 .767 .098 11.073
v_16 .725

Co 
image

v_17 .571 .115 8.317
.653 .847 .705v_18 .786 .107 10.396

v_19 .675
Custom

er 
satisfac

tion

v_27 .687
.705 .905 .829v_28 .801 .092 11.921

v_29 .693 .111 10.539
v_30 .822 .089 12.155

CCB
v_31 .870 .164 9.679

.599 .854 .840v_32 .798 .142 9.459
v_33 .698 .125 10.490
v_34 .569

GFI= .904, AGFI= .878, CFI= .961, RMR= .031, χ2= 417.9648 (p= 
.000), df= 299, χ2/df=1.398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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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7개 요소로 

추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 모형
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설문항목 29개 중 기업이미지 1개 항목과 
고객시민행동 1개 항목 총 2개 항목이 제거되고 경제적 
책임 4항목, 법적 책임 4항목, 윤리적 책임 4항목, 자선
적 책임 4항목, 기업이미지 3항목, 고객만족 4항목, 고객
시민행동 4항목 등 총 26개의 측정변수들을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추천기준
치(GFI≥.90; AGFI≥.90; RMR≤.05; χ2이 작을수록 바
람직, p≥.05)를 충족시키거나 이에 가깝게 나타나 대체
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평가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값(AVE)과 신뢰성
(CR)의 값으로 평가하였다. 집중타당성의 지료로 AVE 값은 
.5 이상, CR 값은 .7 이상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 간에는 집중타당성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4.3 상관관계분석
Table 2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측정변수들

의 관계가 가설에서 제시한 개념들 간의 방향과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
수들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variables 1 2 3 4 5 6 7
1 .534
2 .461** .640
3 .392** .604** .595
4 .305** .298** .383** .609
5 .376** .474** .403** .298** .653
6 .397** .449** .335** .215** .580** .705
7 .295** .333** .257** .333** .367** .451** .599

mean 3.84 3.92 3.77 3.46 4.25 4.05 3.74
S.D .55 .55 .63 .63 .53 .59 .74

* p< .05, ** p< .001, AVE on the diagonal
1) Economic responsibilities, 2) Law responsibilities, 3) Ethical 
responsibilities, 4) 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 5) Co image, 6) 
Customer image, 7)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4.4 가설검증결과
가설 1-1 분석결과, β=.256, CR=2.677, p= .000으

로 경제적 책임 요소는 기업이미지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
었다. 가설 1-2 분석결과, β= .510, CR=3.585, p=.000으로 

법적 책임 요소는 기업이미지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
하게 긍정적으로 분석되어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가설 
1-3 분석결과, β=-.084, CR=-.678로 윤리적 책임 요소
는 기업이미지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가설 1-4 분석결과, 
β= .151, CR=2.043으로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미지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가설 1-4
는 채택되었다.

가설 2 분석결과, β=.810, CR=8.632, p= .000으로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긍
정적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 분석결과, β=.578 CR=6.417, p= .000으로 
기업이미지는 고객시민행동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
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위의 가설 검증결과는 Table 3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 2 와 같다. 

.578***

.810***

.151*

-.084
.510***

.256**

Economic CSR
LawCSR

EthicalCSR
Philanthropic CSR

CorporateImage

Customer Satisfaction

CCB

Fig. 2.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Hypotheses β S.E. CR Hypotheses 
Test

H 1-1 Economic res → Co image .256 .092 2.677** Accept
H 1-2 Law res → Co image .510 .120 3.585*** Accept
H 1-3 Ethical res → Co image -.084 .113 -.678 Reject
H 1-4 Philanthropic res → Co image .151 .059 2.043* Accept

H2 Co image → Customer 
satisfaction .810 .106 8.632*** Accept

H3 Co image →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578 .105 6.417***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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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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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중 경제적 책임, 법적 책
임, 자선적 책임은 모두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리적 책임은 기
업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이미지 역시 고객시민
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arroll에 의한 CSR의 구성 요소인 경제적 책
임, 법적 책임, 그리고 자선적 책임은 기업의 이미지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경제적 
주체로서의 기본적인 사업 활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 그리고 메세나, 기부, 봉사활동 등
과 같은 자선적 사회공헌활동 등은 그 기업의 이미지 향
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Carroll이 제시한 CSR의 유형 중 윤리
적 책임만이 기업 이미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적 책임 개념에 대한 일본 소비자
들의 이해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기업
윤리 개념과 관련하여 기업 불상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확립 또는 사회적 법률이나 통념을 준수하는 것이
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즉 Carroll이 말하는 법적책임
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욕
구 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고객의 만족
도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 질의 향상을 위한 소비
자들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기여도로서는 일본 대학생들의 설문 데이터
를 중심으로 CSR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기업이미지, 그
리고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실증분석
을 통해 검증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CSR이 기업이미지 및 고객
만족과 고객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2], 
CSR 개념의 구성요소로 경제적 책임, 법-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3개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
생들이 인지하는 CSR은 기업이미지 및 고객만족과 고객
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어 한국 대

학생과 일본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CSR 관련 개념들은 
유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고객이 인지하는 
CSR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이미지가 향상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CSR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방
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CSR의 
개념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활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CSR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지 않
으며, 법령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수준에 한정
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경영 활동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환경경영 분야 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분야에서도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
행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조사가 일본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응답자의 
다수가 여자 대학생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제약이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연령층들을 
상대로 연구대상을 넓혀서 연구를 수행한다면 연구결과
의 일반화에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에 대한 
보다 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SR 
개념과 유사한 개념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양
립을 지향하는 마이클 포터의 경영 전략적 개념인 공유가
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와 관련지어 연구
한다면 CSR 개념에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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