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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Relate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on Consumer Behaviors*

Jeon, Yu Jeong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oo, Hyun Jung

Abstract

As satisfying basic consumption level and option in consumption is increasing,

consumers started to use consumption as medium to transfer their opinion such as

boycott, beyond realizing as simple consumption. What required in the similar

context is Social Responsibility of consumer. It is forecasted that the more

meaning of consumption becomes strong, the more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besides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y may be regarded as

important. Hence, i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to

consumer behavior by studying that how consumers judge consciousness and

practice for Social Responsibility of their own and which expectation and

assessment the consumers have for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questionnaire survey aimed at female and

male adults whose ages are 19 years old to 69 years old having Korean

citizenship. Main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2nd to October 2nd

through correction and supplement after preliminary survey. For main survey,

online survey expert company, Consumer Insight, collected data. From the review

result of data, all 400 copies were used as analysis data of this research. The

result was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ial analysis, ANOVA,

paired t-test, regress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using

SPSS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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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nd conclusion for major research result isi as follows.

1. Consumer’s overall consciousness and practice level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umer’s expected and actual assessment level on Social

Responsibility is as follows.

First, from the result of comparison of consumer’s consciousness and practice level

on Social Responsibility, it was proved that practice level fell short of consciousness

level in all items. Overall average of consciousness level was resulted as 3.95 which

is higher than overall average of practice level, 3.70. From this, we can understand

that consumer’s consciousness or education on Social Responsibility is already formed

to some degree, but these are not connected to actual situation. Second, from the

result of comparison of consumer’s expected and actual assessment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it was proved that actual assessment level fell short of expected

assessment level in all items. Overall average of expected assessment level was

resulted as 3.77 which is higher than average of actual assessment level, 3.07. From

this, we can understand that consumer expects a lot for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but actual execution cannot satisfy consumer’s expected level in reality.

Third, when reviewing consumer variables between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and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it was proved that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is higher. And when classifying it into consciousness·expectation level

and practice·assessment level, consciousness·expectation level was proved as higher

level. From this, we can understand that company’s region in Social Responsibility

and behavioral region of practice and assessment level is relatively insufficient.

2. The factor consisting overall consumer’s consciousness and practice

level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umer’s expected and actual assessment

level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is as follows.

First, in the factor consisting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variable and

consumer-related variables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2 factors were

deducted for each part. First, consumer’s consciousness on Social Responsibility is

divided into social level consciousness and individual level consciousness and it was

proved that these factors are divided according to whether behavior main agent is

social level consciousness or individual level consciousness. Also, it was divided

according to whether the object of benefit receive it jointly or the benefit is received

as an individual such as health, in case of executing Social Responsibility. Consumer’s

practi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 divided into consumption practice and daily life

practice, and these factors are divided by method of practicing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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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consumption practice, it is practicing Social Responsibility by using option

of consumption or value investment, but in case of daily life practice, it was proved

as practicing Social Responsibility in daily life such as waste recycling or energy

saving. Second, consumer’s expectation·assessment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was deducted as same factor and these were divided into social contribution

consumer·environment protection. This was divided by which Social Responsibility the

company should perform in a certain region. According to analysis on Social

Responsibility factor, even though the questions were consisted by quoting preceding

research, the results were quite different, so it is evident that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3. Review result on type of consumers according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difference of consumer behavior level per type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result of factorial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of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variables and consumer-related variables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total 5 clusters were deducted. It was classified as ignorance

type(2.3%), criticism to company type(8.3%), practice deficiency type(33.0%), urging

company’s practice type(28.0%) and considering as important type(28.4%). Second,

from the review result of difference of consumer behavior of deducted five clusters,

each clust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on inertial purchase tendency, level of

invest in information search, diversification of distribution channel, fully aware of

instructions and precautions, conducting correct direction, positive oral tradition and

complaint behavior, excluding brand conversion and mismatch after purchasing.

Additionally, the clusters which showed the most contrary difference were ignorance

type and considering as important type, and ignorance type showed negative·passive

result in almost all regions, but considering as important type showed positive·active

in almost all regions. This shows that characteristic related to Social Responsibility

influences to consumer behavior.

4. The influence of Social Responsibility characteristic factor to consumer

behavior is as follows.

From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y dividing factors in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region and factors in consumer region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it was proved that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factor influences to

brand conversion, diversification of distribution channel, fully aware of instructions

and precautions, conducting correct direction, positive oral tradition and complaint

behavior. Also, it was proved that consumer factor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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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s to invest in information search, diversification of distribution channel, fully

aware of instructions and precautions, conducting correct direction, positive oral

tradition and complaint behavior. With this result, we can know that Social

Responsibility region influences to consumer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considering influence of Social Responsibility related

characteristic to consumer behavior, we can know that consumer’s consciousness and

practice on Social Responsibility, consumer’s expectation and actual level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all influences to it.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s follows.

Education in behavioral level is necessary in order to reduce gap between

consciousness and practice, expectation and assessment which is widened while Social

Responsibility is becoming more important. Especially, as consumer’s assessment part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has strong negative aspect, company’s

improvement plan should be also devised. For this abovementioned education and

improvement plan, appropriate education per clusters and improvement plan should be

devised based on five clusters.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re regarded as following two items.

First, question regarding consumer behavior. In the initial questionnaire

composition, questions regarding consumer behavior were reduced under the

apprehension on respondent’s fatigue and insincere response.

Second, imbalance of number of composition from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From the review of cluster analysis, as characteristic of cluster was not appeared or

the number was uneven, the result by dividing five clusters were selected in this

research, but it is judged that accuracy would be relatively insufficient from additional

analysis due to uneven number of composition per clusters.

keyword : Social Responsibility,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Consumer’s Consciousness on Social Responsibility, Consumer’s Practice

on Social Responsibility, consumer’s expected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consumer’s actual assessment on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consumer behavior,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Pre-purchase behavior, purchase behavior,

Behavior after purchase, Influence relationship

*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in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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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는 요소가 사회에서 점차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소비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를 통해 불매운동이나 지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새로운 역할로써 사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옥시의 가

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소비자의 비판으로 옥시사(社) 불매운동이나 남양유업의 편

의점 점주 대상 갑질이나 종업원을 향한 부당대우에 대한 소비자의 비판이 만들어 낸

불매운동 등이 그 예이다. 이렇게 소비자가 가지는 소비의 힘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사회적 책임(SR :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사회적 책

임은 소비자에게 요구되기 전 기업에게 요구되어왔다. 소비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

장될 뿐 아니라 소비가 지니는 의미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기업에게만 도덕적·윤리적

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아닌 시장을 형성하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력

까지 고려하며 행동해야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개념으로 각자의 역할에 걸맞는 책임

을 의미한다. 해당 집단(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와 환경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함께 염두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은 20세기 초 복지국가의 개념이 등

장하면서 나타났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은 21세기에 들어

서면서 자주 관찰되었다. 기업에게 먼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었기에 관련된 사례가

더 많다. 국제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예시는 2002년 월드컵 시즌에 축구공을 만들

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오랜 시간을 일하는 아동노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기업에게는 정당한 댓가와 적절한 노동시간의

보장을, 소비자에게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자는 의미의 사

회적 책임을 주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도 자주 소비하는 커피원두와 카

카오의 불공정거래 등 국제적인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요구되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이슈들은 기업과 소비

자에게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하였다. 국내의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한강대교, 마포대교에 따뜻한 글귀를 설치한 ‘생명의 다리’, 환

경보호를 위해 1984년부터 5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온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푸르게

푸르게’, 별도로 사회공헌팀을 구성해 전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포스코의

‘사회공헌 5대 중점사업’ 등이 있다.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사회적 책

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을 향해 끊임없이 이행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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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구매운동을 벌여 품절사태를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에선 소비자가 소비자 스스로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하며

윤리적 소비, 친환경적 소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의 축적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변화로 인해 현재

의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기업에게 요구하던 시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을 강조했으나, 현재엔 소비자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용해 소

비자를 유인할지, 또는 마케팅적 요소로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시대에 소비자의 시각에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평가하는 연구는 물론이고 소비자 본인이 지닌 사회적 책임이 본인의 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도 2000년대에 연구된 이후로 후속연구가 부

족하다가 최근들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다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의 유형을 알아보고 앞으로 더 중요시 될 소비라는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도덕

적·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테두리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볼 것

이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과 행

동에 대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본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의식

과 행동이 실제로 소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어 앞으로의 소비

생활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소비신념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이다. 기업의 경우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기대하고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이 어떠한

지에 대한 정보를 다각도에서 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실제 소비자의 구매

전 행동-구매 행동-구매 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한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전 의사결정과정이나 불평행동 등 소비자행동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는 각종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등 교육기관에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고 유형별로 효과적인 소비자책임 방안에 대한 교

육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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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이에 해당되는 주체

와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심영, 2009; 김성천, 2012). 초기에 사회적 책임의 주

체는 주로 기업으로 한정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의미하는 단어도 쓰이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요구는

기업을 넘어 정부기관부터 다양한 조직들에게 요구되어져갔고 사회 전반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상승하자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요구 역시 등장하였다.

이는 세계화, 정보화, 이동성 및 접근성의 상승, 즉각적 의사소통의 가능으로 소비자

의 소비활동이 공유되고 감시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쉬워진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다(김성천, 201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

게 내려진다. 주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보기에 앞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거시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전적 단어 자체에 집중해보면 ‘사회적’이라는 형용사가 ‘책임’

이라는 명사를 한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 책임이라는 광대한 범위에서 사회적인 것

으로 국한시켰음을 알 수 있다.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둘째,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 셋째, 『법률』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

를 가하는 일이 있다(국립국어원, 2017.09.20.). 사회적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 관계되

거나 사회성을 지닌 또는 그런 것이다(국립국어원, 2017.09.20.). 이를 종합해보면 사회

적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것에 대해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가 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26000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기구인 소

비자 정책 위원회의 지휘 하에 2010년 제정을 완료하였다. ISO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국제표준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에 준한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사회

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이라 정의되었다(ISO, 2010).

사회적 책임의 영역은 그 관점과 학문, 주체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데 그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책임의 의미와 연구 등에 관해 연구한 심영(2009)

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은 관점에 따라 생태계 관점과 사회체계 관점, 사회정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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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 관점으로 크게 4가지 관점에 따라 나뉜다. 학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윤리

학과 경제학, 사회학과 경영학 등으로 다양한 학문에서 다뤄짐을 알 수 있다. 이 중

사회학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로 다루고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거론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영학적 관점에

서 출발한 것이다(심영, 2009). 소비에 관해 경제학에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도구

차원을 강조하는데 반해 사회학은 소비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중점을 두고 소비

를 인간이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간주해 소비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를 주요 사회적 관계의 일부로 파악한다(함인희, 이동원, 박선웅, 2001). 이러한 사회

학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출발한 것이다. 1930년대에 복지

국가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함께 거론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신고전경제학파와 사회경제학파로 나뉘면서 전개되었다.

먼저 신고전경제학파의 경우 기업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윤추구의 경제적 활동으로 이

에 대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사회경제학파는 기업은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반 활동영역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이익을 대상으

로 염두에 둔다고 본다. 쉽게 말해,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업의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신고전경제학

파의 단기간의 미시적 시각이라면 사회경제학파는 장기간의 거시적인 시각이라 볼 수

있다(심영, 2009).

<표 1>과 같이 정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개념으로 기업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 공적 기관 등 다양

한 영역에서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의미한다. 해당 집단(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이익

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와 환경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함께 염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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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적 책임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

출처 정의

사전적 의미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것에 대해 맡아서 해

야 할 임무나 의무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ISO26000

국제표준

-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기구 소비자 정책

위원회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에 준한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

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이라 정의

함인희, 이동원, 박선웅,

(2001)

- 사회학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학에서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로 다룸

- 경제학에서는 소비에 관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도구

차원을 강조하는데에 반해 사회학은 소비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중점을 두고 소비를 인간이 사회에 참여하

는 하나의 방식으로 간주해 소비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요 사회적 관계의 일부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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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경우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 후에 소비자에게

요구되었다. 전반적인 경제, 문화,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득의 증대, 적극적인 소비자

욕구 자극 등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요건으로 인해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은 더 많은

중요성과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적·사회적 요건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

와 역할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수반되었다. 소비자라는 역할

에 요구되는 책임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Thomas & William(1972)의 연구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Thomas & William(1972)는 소비자의 소비활동과 경제활동이 지역·국가 혹은 다른

소비자와 연관성을 얼마나 가지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의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명확한 정의가 없기에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국내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개념을 처음 도입한 백경미(1996)의

연구에서는 현대자본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소비문화의 부정적 변화를 지적하면서 지

속가능한 소비문화를 형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정의로 진행되던 개념을 심영(2009)의 연구에서 체계적인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 심영(2009)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및 당위성의 이

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 의미와 개념적 모형 및 범위, 영역, 패러다임

을 이론적으로 탐색함으로서 개념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심영(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책임 주체는 소비자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으

로, 역할 관련 의사결정 및 행위를 행하는 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이해관계로부

터 발생될 개인적, 집단적인 차원의 문제적 상황·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영(2009)의 연구 이후에 소비자정책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연구한 김성천

(2012)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소비자의 선택과 소비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해, 윤리적이고 투명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가지는 책임이라 정의

하였다. 김혜연, 김시월(2014)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소비자

의 행동과 선택이 소비자가 속한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스로가 지는 책

임이라고 정의하였다. 우강천(2015)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개념을 소비자로서의 개

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속한 사회·조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회구성원의 책임감있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정리한 선행연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소비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의미한다. 해당 집단(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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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주어진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와 환경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함께 염두하는 것, 더 나아가

소비가 가지는 힘을 통해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라고 정의한다.

<표 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출처 정의

백경미(1996)
현대자본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소비문화의 부정적 변화에 저

항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심영(2009)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책임 주체는 소비자로서 사회적 역할

에 대한 책임으로, 역할 관련 의사결정 및 행위를 행하는 자

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이해관계로부터 발생될 개인적, 집

단적인 차원의 문제적 상황·사태를 해결하는 것

김성천(2012)

소비자의 선택과 소비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윤리적이고 투명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가지는

책임

김혜연,

김시월(2014)

소비자의 행동과 선택이 소비자가 속한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스로가 지는 책임

우강천(2015)

소비자로서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속한 사회·조

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회구성원의 책

임감있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는 <표 3>과 같다. 김성천

(2012)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구성요소를 네 가지로 보았는데, 소비자와 선택, 환

경과 윤리적 행동이 그것이다. 첫 번째,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와 동일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자연인과 같이 정책적 소비자인 법인의 일부 역시 포함한다. 두

번째, 선택이란 물품과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고, 소비활동은 구

매한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단계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세 번째, 환경이란

물과 토지, 대기 등의 자연자원과 인간과 동물, 식물 그리고 우주 공간 및 그들의 상

호적 관계를 포함해 소비자를 둘러싼 자연과 그 주변환경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윤

리적 행동이란 특정상황에서의 맥락에서 좋거나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원칙에

부합한 행동을 의미한다. 또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특성으로 자발성과 사회의 기대,

이해관계자의 배려,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김성천, 2012). 첫 번째, 자

발성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황에서 사회 및 환경적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이러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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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선택과 소비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하려

는 것이다. 두 번째, 사회의 기대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지닌 기본원칙인 법치존

중과 구속력을 지닌 의무의 준수를 넘는 행동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다른 이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는 것 역시 포함한다. 세 번째, 이해관계자의 배려는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의 관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을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목표에 관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

헌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김성천, 2012).

사회적 책임을 분류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arroll(1991)의 분류법

을 소비자에 맞춰 변경한 분류를 따르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영역의 범위이나 차

원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Carroll(1991)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을 밑바탕으로 피

라미드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피라미드 순서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지거나 순

차적으로 이행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경제적 책임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으로서 소비자가 물품과 용

역을 선택 및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추구해야한다는 경

제적 책임을 의미한다. 법적 책임은 소비자가 선택 및 소비생활을 할 때 법적인 영역

안에서 법치를 존중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말한다. 윤리적

책임은 법률의 준수 그 이상으로 도덕과 윤리, 사회적 통념에 바탕을 둔 행동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을 말한다. 즉, 법적 구속력 그 이상의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은 소비자는 선량하게 행동하는 시민

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 지역사회나 환경, 다른 소비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행동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Carroll, 1991; 김성천, 2012).

심영(2009)은 경제, 사회문화, 시민, 환경과 관련된 소비자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집단적 수준에서 보이는 소비자 사회적 책임수준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8가지로 구분하였다. 각각 효율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호혜적 소비자로서의 사

회적 책임, 균형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깨어

있는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정의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환경적 소비자로서

의 사회적 책임, 생태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다. 첫 번째, 효율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관련된 개인적 수준의 사회적 책임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선택해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자원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는 것도 포함한다. 두 번째, 호혜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인적

수준에서 벗어나 집단적이고 공적인 수준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회구성

원 간의 상호이익 추구를 통한 사회적 이익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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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는 곧 효과적인 자원분배와 사회 전체차원의 경제후생의 증진이다. 세 번

째, 균형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단순히 상품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염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적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필요적·분수적 소비의 중요성 및 필요성과 상품의 사용가치 중시를 의

미한다. 네 번째,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란 집단의 차원에서 건강하고 건

전한 소비문화와 소비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깨어있는 소비자로서의 사회

적 책임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소비행위와 관련된 법적·정치적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그와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소비 관련 법률, 질서, 윤리 등을 준수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가 반영될 권

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조직할 권

리로 총 8개로 이루어져있고 책임은 문제를 지적할 책임, 인식할 책임, 행동할 책임,

이해할 책임, 참여할 책임으로 총 5개 이루어져 있다(박희주, 2007). 이는 소비자의 권

리 및 책임 수행, 소비 관련 법, 질서, 윤리의 준수를 의미한다. 여섯 번째, 정의적 소

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란 공적인 차원에서 같은 사회공동체에 속한 모든 소비자들

이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의로

운 민주소비사회 공동체 조성 소비자 관련 운동·정책 전개 및 참여, 물질적 나눔 및 후

원, fair-trade 상품 구매 및 사용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 환경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생활양식 혹은 소비에 있어서의

선택을 행함에 있어 친환경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친화적·환경의식적

소비, 적정수준의 소비를 말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 생태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란 집단의 차원에서 생태 중심적 사고를 토대로 다양한 생명체들에 대한 책임을 지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말한다(심영, 2009).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따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동시대 및 차세대의 다

른 소비자, 사업자, 정부, 소비자단체, 지역사회와 환경 등으로 나뉜다. 소비자의 사회

적 책임 중 다른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이다. 사업자의 경

우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책임이다. 이는 Carroll이 주장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중 법적 책임과 일맥상통한다. 정부의 경우,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하고 협

력할 책임이다. 소비자단체의 경우엔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할 책임이다. 지역사회의

경우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책임이다. 마지막 환경의 경우엔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할 책임, 즉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할 책임이다(김성천, 2012).

이외에도 김혜연, 김시월(2014)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유형을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 정보보호, 소비자 공정거래, 소비자보건안전, 소비자 성장 및 발전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고 우강천(201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을 환경보호,

에너지·자원절약, 사회공헌, 소비자보호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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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출처 분류명 분류

김성천(201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구성요소

- 소비자

- 선택

- 환경

- 윤리적 행동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특성

- 자발성

- 사회의 기대

- 이해관계자의 배려

-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Carroll(1991);

김성천(201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종류

- 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자선적 책임

심영

(2009)

소비자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집단적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 효율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 호혜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 균형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 깨어있는 소비자로서

의 사회적 책임

- 정의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 환경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 생태적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김혜연,

김시월

(2014)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유형

- 지속가능한 소비

- 소비자 정보보호

- 소비자 공정거래

- 소비자 보건안전

- 소비자 성장 및 발전

우강천

(2015)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유형

- 환경보호

- 에너지·자원절약,

- 사회공헌

- 소비자보호

박희주(2007)

권리에 따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 문제를 지적할 책임

- 인식할 책임

- 행동할 책임

- 이해할 책임

- 참여할 책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 아래에서 진행된 연

구와 윤리적 소비자, 그린소비자, 착한 소비자 등의 하위 개념에서 진행된 연구로 이

루어져있다.

20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형식의 소비행동을 실천하는 경로에 대해 분석한 천혜

정, 민문경(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관심, 결과에 대한 기대, 실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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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관심 및 실천 모델의 핵심적인 변인들이 사회책임적 소비행동 영역에도 유용

하게 적용되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행동 실천 모델은 사회적 지지와 장애가 자

기효능감을 매개로 실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효과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사회적 장애 두 요소 모두 자기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 자기 효능감은 결과 기대에,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 둘 다 관심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실천에 관한 영향에서는 결과기대, 관심, 사회적 지지가 정적영향

을 미치고 사회적 장애가 부적영향을 미쳤다. 변인 중 자기효능감은 관심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간접적으로 관심에 영향을 준 것은 결과기대를 통한 경우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 소비에 대한 관심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

적 지지와 장애는 직·간접적으로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경하(2010)는 그린소비자의 환경의식 및 소비행동에 대한 분석과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전체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

성, 환경의식에 관련해 전체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행

동, 폐기행동, 구매행동은 의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의식과 환경의식

적 행동을 근거해 구분한 4개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조정자(Adjusters)

소비자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열망자(Aspirants)소비자 집단, 회피자

(Avoiders)소비자 집단, 중독자(Addicts)소비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연구한 김성천(2012)은

정책 제안적 성격을 지닌 연구로서 소비자시민사회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민론적 소비

자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자의 선택, 소비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김혜연(2015)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기업, 정부의 인식 차이에 대

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 기

업, 정부의 인식 정도는 소비자, 기업, 정부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상호지향성의 경우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의 인식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소비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또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행동에 따른 소비자 유형, 윤리적 소비동기 유형을 분류함과 동시에 분

류된 소비자 집단 간에 윤리적 소비동기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허은정, 김우성

(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행동에 따른 소비자 분류는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4개의 집단은, 윤리적 소비행동의 하위 영역을 중간수준으로 실천하는 집

단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윤리적 소비행동을 높은 수준으로

실천하는 집단, 윤리적 소비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소

비행동의 수준은 낮은데 개인적 소비를 강조하는 집단 순으로 분류되었다. 윤리적 소

비의 동기는 윤리적 부담 극복 동기와 사회적 동기, 개인적 동기로 분류되었다.

김재현(2008)은 착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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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관심계기는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대중매체, 사회적 단

체 활동,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연계로 총 4개의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윤리적 소

비를 행하는 소비자의 특성은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윤리

적 제품에 대한 가치부여, 소비자의 효과성 지각, 인간관계의 중시, 박애주의적 성향,

부모로부터의 교육, 타인도움형 자아이미지의 추구, 자선 및 기부 활동, 종교로 10개

의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구매행동과 관련한 차원에서는 기부 형태로서의 윤리적 소

비 선택, 윤리적 제품 구매 유무에 따른 감정적 변화, 노출빈도에 따른 구매, 윤리적

제품 구매 시의 취향 반영으로 4개의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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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함과 동시에 기업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기 시작하였

다. 상대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업이기에 정부, 시민단체, 소비자보

다 파급력도 강했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 또한 갖춰져 있었기 때문

이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Bowen(1953)에 의해 처음 등

장하였다. 처음으로 규정한 Bowen(1953)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당 사회의 목적과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행동을

행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원칙을 추구하는 것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책무라고

하였다. 이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은 1960년대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넘어선

책임으로 확산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 기업의 사회적 반응 등의

관련 개념들이 제시되었다. 1980년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

화 및 실증적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에는 이해관계자이론, 기업시민, 기업윤

리이론, 지속가능경영 등의 대안적 주제로 확대되었다(배현미, 2008). 2000년대 초반부

터는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기존과

는 다른 개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해졌다(Van, 2003). 이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및 활동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기업의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김종원,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델로 만든 연구 중에는 Carroll(1979)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Carroll(197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이 행해야하는 경제

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Brown & Dacin(1997)은 조직이

나 회사가 속한 사회 및 이해집단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활동과 행위라고 정의하였

다. 홍용희(2010)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 이해관계자와 사회 일반의 요구 및 기대를 충족시겨야하

는 기업 행위의 규범적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또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이윤에 관한 동기 그 이상인 기업의 활동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홍용희,

2010). 홍용희의 정의와 비슷하게 박해용(201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기업 이해 관계

자와 소비자의 요구 및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계

라고 정의하였다. 정혜림(2014)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

해 노력하면서 소비자 관련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이고 성실해야 하

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김영신, 고혁진(201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를 여

러 학자의 정의를 정리해서 내렸는데, 최소한의 정의와 확대된 정의, 공통적 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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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보았다. 최소한의 정의란 일반적으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추

구하면서 법,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기업의 선택을 의미하고 확대된 정의는 법 준수

그 이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지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공통적 정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는 시대

에 발맞춰 변화하였다는 점과 기업의 경제적 활동인 이윤동기 이상의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 정리한 선행연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의미한다. 해당 기업에게 주어진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와 환경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고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함께 염두하는 것, 더 나아가 이러한 이해관계

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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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출처 정의

Bowen(1953)

해당 사회의 목적과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고 판단되는 일련의 행동을 행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거

나, 원칙을 추구하는 것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책무

Brown &

Dacin(1997)

조직이나 회사가 속한 사회 및 이해집단에 대한 의무를 행

하는 활동과 행위

홍용희(2010)

-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기업 이해관계자와 사회 일반의 요구 및 기대를 충족

시겨야하는 기업 행위의 규범적 체계

-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이윤에 관한

동기 그 이상인 기업의 활동 영역

박해용(2011)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을 통해 기업 이해 관계자와 소비자의 요구 및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

계

정혜림(2014)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면서 소비자 관련법을 준

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이고 성실해야 하는 것

김영신, 고혁진(2011)

- 최소한의 정의 : 반적으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법,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기업의 선택

- 확대된 정의 : 법 준수 그 이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복지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

기를 기대하는 행동

- 공통적 정의 :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였다는 점과 기업의

경제적 활동인 이윤동기 이상의 광범위한 활동영역을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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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는 <표 5>와 같다.

Carroll(1979)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그리고 자선적 책임으로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

회에서 기본적인 경제 단위가 되면서 발생하는 일차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법적 책임이란 사회에

해당되는 법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준법 정신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윤리적 책

임이란 법 그 이상의 책임으로 사회시민으로서 기대 받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자

선적 책임이란 기업이 자율적인 욕구를 지니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ISO 26000

의 기본 7개 원칙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 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

수, 국제 행동 규범존중, 인권 존중이다. ISO 26000 의 핵심 주제는 조직 거버넌스, 인

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로 총 7개이

다(ISO, 2010). 김해룡, 김나민, 유광희, 이문규(2005)는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지역·문화사업활동, 사회공헌활

동으로 나누었다. 이는 긍정적 기여가 기대되는 것과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나

뉘는 데 긍정적 기여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책임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역·문화사업활동, 환경보호가 속한다. 반면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는 기업에게 혜택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와 경제적 책임이 이에 속한다.

신강균(2003)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류를 크게 사업 측면, 구성원 측면,

고객 측면, 사회 측면으로 나누었다. 먼저 사업 측면에는 정부와의 관계, 제품품질의

안전물류비용, 기업활동의 건전성이 해당된다. 구성원 측면은 기업복지와 종업원의 교

육 및 채용, 복리 후생을 의미한다. 고객 측면에는 제품의 안전성, 소비자 고충처리,

품질보증,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개선, 소비자 만족도가 해당된다. 마지막 사회 측면

에는 환경문제, 지역사회,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예술, 체육 진흥이 해당된다.

Kotler & Lee(2008)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공익캠페인과 공익연계마케팅,

사회마케팅,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사회책임 경영 프랙티스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익캠페인과 사회마케팅,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상대적으로 의식적인 부

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공익연계마케팅, 사회공헌활동, 사회책임 경영 프랙티스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용한 기업의 이윤 증진이나, 금전적 지원, 경영의 사회적 책임

활동화 등 금전적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

이선희(2014)는 기존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3가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자립지원형이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유형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회제공형이란 취약계층,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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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의료지원 등의 사회복지 취약 영역을 지원해주는 유형을

의미한다. 마지막, 전략적 CSR이란 기업의 활동과 사회의 가치차원공유로 기업의 경

쟁력과 연관된 사회적 측면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 상호이익을 만들어내는 유형을 의

미한다.

<표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출처 분류명 분류

Carroll

(199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종류

- 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자선적 책임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ISO

26000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본 7개 원칙

- 책임성

- 투명성

-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이익존중

- 법규 준수

- 국제 행동 규범존중

- 인권 존중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ISO

26000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핵심 주제

- 조직 거버넌스

- 인권

- 노동 관행

- 환경

- 공정 운영 관행

- 소비자 이슈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김해룡, 김나민,

유광희, 이문규

(2005)

소비자 점에서

바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경제적 책임

- 소비자보호

- 환경보호

- 지역·문화사업활동

- 사회공헌활동

신강균(200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류

- 사업 측면

- 구성원 측면

- 고객 측면

- 사회 측면

Kotler &

Lee(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 공익캠페인

- 공익연계마케팅

- 사회마케팅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사회공헌활동

- 사회책임경영프랙티스

이선희(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

- 자립지원형

- 기회제공형

- 전략적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과는 크게 외부효과와 내부효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 외부효과로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마케팅성과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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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나 구매 의도 등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Brown, & Dacin, 1997; 윤각, 서상희, 2003; 한은경, 류은아, 2003;

윤각, 조재수, 2007). 내부효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직 내의 조직신뢰나

일체감, 내부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지성구, 2006; 김해

룡, 이문규, 2007; 최찬순,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이 내부효과, 즉 조직

과 조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찬순(2011)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증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태도가 직

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따른 성과를 연구한 김지혜(2011)는 성과를 총 6가지로

보았는데 재무적 성과, 소비자성과, 종업원 성과, 제품성과, 지역사회성과로 구분·구성

하였다.

김영신, 고혁진(2011)은 글로벌 시대에서 기업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인식을

통한 기업운영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긍정적 재무적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전

제하에서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와 특성, 이들의 관계를 연

구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되,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은 이윤의

극대화를 지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요구를 수행하며 정당한 이윤을 추구

하고 만족 수준의 이윤을 얻고자 노력해야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진정성, 귀인, 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허

용현(2015)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진정성은 소비자 귀인 방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몰입과 같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행동 반응을 이끌어

냄이 확인되었다.

김민수(2012)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과 기업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

별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비스업은 경제적, 법적, 자선적 책임이, 제

조업은 법적, 자선적 책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반면에 금융업의 경우엔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지각된 가치, 반응에 대해 분석

한 강선희, 노미진, 강보현(2016)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치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즉, 소비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높게 인식할수록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윤리적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고역심(201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따뜻함, 능력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비자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 중에서 경제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능력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윤리

적, 자선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따뜻함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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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가치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구 효과를 분석한 김수정(2005)의 연

구 결과, 소비자는 기업의 능력 메시지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메시지를 접했을

때 더 긍정적인 기업 태도를 보였다. 또한 소비자의 기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

지의 소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메시지의 경우 윤리경영지향, 소

비자중심지향의 집단이 기업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를 분석한 박정민, 김수한(2015)에

따르면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 영역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법률적, 윤리적 영역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기술개발을 주요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지만 기업

신뢰도가 낮은 사람은 동반성장을 주요 사회적 책임으로 여겼다. 기업을 윤리적이라

인식하는 사람은 고객만족, 기술개발을 주요 사회적 책임으로 기대하나 윤리성을 낮

게 인식하는 사람은 동반성장을 기대한다. 기업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지닌 사람은

동반성장과 근로자복지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지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 고객만족의 관계를 기업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태도로 분석한 김광석(2011)의 연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높다

고 지각하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다고 지각하는 소비자에 비해 기업이미지와 제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였고, 높은 고객만족 수준을 보였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지각 정도와 소비자 태도는 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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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은 경영학과 소비자학 모두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학문분야로서 소

비자행동을 구성하는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196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학문적 역사는 짧으나 꾸준하고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어 이론은 어느 정도의 틀을 갖

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1992). 소비자행동에 관한 이론은 소

비자 의사결정과정(구매의사결정과정)과 소비자 정보처리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의 경우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가 문제인

식단계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현재의 상태와 소비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상태 간

에 간극을 느끼게 되면 차이의 해소가 가능한 수단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러

한 욕구가 환기됨에 따라 소비자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구매의사결정과정으로 나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 인식이 구매의사결정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데, 이는 소비자의 재정적 능력, 시간, 사회적 규범 등이 구매행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욕구의 환기는 소비자 구매행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닌 것이

다. 이러한 문제 인식 및 욕구 환기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인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 및 서비스의 고갈, 식욕 등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다른 이의 구전을 듣거나 마케팅 자극 등을 통해

욕구가 발생하는 것처럼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탐색단계이다. 정보 탐색 단계는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을 나

누어진다. 내적 탐색(internal search)의 경우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 욕구충족과 관련

한 정보가 이미 내재되어 있을 때, 문제인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상되는 경우를 말

한다. 내적 탐색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보유 및 회상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정보탐색 없이 대안평가·구매 결정 및 구매·구매 후 행동이 가능

하다. 하지만 내적 탐색으로 부족한 경우 소비자는 외적 탐색(external search)을 하게

된다. 외적 탐색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찾기 위해 자신을 정보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 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투자 정도에 따라 구매의사결정을 포괄적,

제한적, 일상적, 회상적 문제해결, 충동구매로 총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포괄적

문제해결(extended problem solving)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노력을 투입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적 문제해결(limited

problem solving)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탐색을 제한된 범위로 실시하는 것이다. 문

제가 비교적 간단하거나, 어느 정도의 정보를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일상

적 문제해결(routinized problem solving)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이미

확보해 문제인식 후 곧바로 결정이 가능한 문제해결 유형을 말한다. 회상적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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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problem solving)은 소비자의 직접 경험 외에도 외부에서 획득한 제품의 정보

가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가 문제인식을 하면 이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충동구매(impulse buying)의 경우 앞선 네 가지의 문제해결 유형과는 달리 제

품자극에 노출되어 욕구가 발생해 구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문제인식과 동시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평가단계이다. 정보 탐색에서 만들어진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

하는 단계로 제품군 단위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상표 단위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구매단계이다. 소비자는 대안평가단계를 거친 대안들을 비교·평가하

여 자신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구매하게 된다.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구매 후 평가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 겪게 되는 만족/불만족에 대한 과정과 구매 후 부조화 과정이 구매 후 행동단

계에 포함되게 된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1992).

소비자행동 관련 이론은 다양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기반을

둔 구매행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크게 구매 전 행동, 구매 행동, 구매 후 행동으로 나뉜다. 한층 세

분화시켜 들어가면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문제의 인식과 정보의 탐색, 대안 평가, 구

매 결정 및 구매, 구매 후 행동이 그 다섯 단계이다.

세부적인 단계의 구분은 학자마다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인식과 정보의 탐

색, 대안 평가를 구매 전 행동으로 그룹핑하고, 구매 결정 및 구매를 구매 행동으로,

구매 후 행동은 그대로 구매 후 행동으로 유지해 총 세 가지 단계로 압축하였다.

구매 전 행동은 구매를 결정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인

식, 정보탐색, 대안평가의 단계를 아우르는 단계를 의미한다.

문제인식 단계는 소비자의 구매행동 유발요인으로서의 욕구로 소비자가 어느 상황

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사이에 일정 크기 이상의 차이를 지각하게

되면 차이 해소가 가능한 수단에 대한 욕구가 생성된다. 소비자행동은 욕구 충족 지

향적 행동이므로 욕구의 환기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출발점이 된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1992). Hawkins, Kenneth & Roger(1980)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해결의 긴급성과 문제 발생의 예상 여부라는 두 기

준을 통해 나눠진 문제인식의 유형은 일상적인 문제, 계획적인 문제, 긴급적인 문제,

점증적인 문제이다. 먼저 일상적 문제란 문제발생이 예상되면서 즉각적인 해결이 요

구되는 것이다. 계획적 문제란 문제발생이 예상되지만 즉각적 해결이 요구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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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긴급적 문제란 문제발생이 예상되지 않았으나 갑자기 발생한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마지막 점증적 문제란 문제발생이 예상되지 않

았으나 발생한 문제가 즉각적 해결이 요구되지도 않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

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의해 시작된다. 내적 요인에 의한 문제인식은 스스로 문

제를 인식하는 것인 반면 외적 요인에 의한 문제인식은 외적 자극에 의한 것으로 주

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기업의 마케팅적 노력에 의해 문제가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1992).

문제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었다. 문제인식의 특성상 소비자가 의식

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문제인식의 순간은 소

비자의사결정과정의 가장 처음의 단계라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격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정보탐색 단계는 문제인식의 다음 단계로 인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행동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정보탐색 단계는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량에 따라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내적 탐색은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자 할 때 기억 속에 있는 관련정보를 자연스럽게 회상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가

능한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저장 및 회상이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대안이 존재할 경우

에 발생하는 정보 탐색 방식이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1992). Blackwell, Miniard

& Engel(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적 탐색은 새로운 정보를 찾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부여 혹은 내적 탐색의 불충분으로 시작된다. 의사결정과정별 외적 탐색의 성격

을 보면 크게 포괄적 문제해결과 제한적 문제해결, 일상적 문제해결과 회상적 문제해

결로 나눌 수 있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2015). Blackwell, Miniard & Engel(2006)

에 따르면 외적 탐색의 정도는 외적 탐색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혜택과 외적 탐색을

실시함으로서 수반되는 비용 간의 비교에 의해 혜택이 비용을 넘는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진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2015). 그 외에도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제품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 상황적 특성이 존재한다(Blackwell, Miniard & Engel,

2006).

소비자가 여러 개의 상표대안에 대해 정보를 획득할 때 정보탐색을 하는 방법으로

는 상표별 처리와 속성별 처리, 혼합식 처리가 있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1992). 상

표별 처리는 상표를 먼저 선택한 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후 다른 상표를 탐색하는

방법이고, 속성별 처리는 해당 속성에 대해 상표를 아울러 탐색한 후 다음 속성을 파

악하는 방법이며, 혼합식 처리는 상표별 처리와 속성별 처리가 혼재된 정보 탐색 방

법이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1992).

정보의 원천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 데 기업제공 원천과 개인적 원천, 경험적

원천, 중립적 원천이다. 기업제공원천은 광고, 판매원 등이 있으며 개인적 원천으로는

가족, 동료 등이 있다. 경험적 원천은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는 것을 토대로 정보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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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중립적 원천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정부산하기관 등의 중립적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로 소비자는 타 정보원천에 비해 중립적 원천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1992).

멀티채널 하에서의 소비자정보탐색유형과 소비자혼란에 대해 분석한 남유진(2014)

에 의하면 소비자는 정보탐색 단계에서 평균적으로 11.03개의 채널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 채널은 온라인 쇼핑몰인 반면에 가장 신뢰하

는 채널은 주변인과 소비자 커뮤니티의 상품평인 것으로 밝혀져 주이용채널과 신뢰채

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목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 정보

탐색을 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정보탐색능력 평가도 중간 이상으로 내리고 있었다.

소비자의 채널이용 특성 및 정보탐색 특성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과 정보탐색

자신가형, 저채널저효능형, 오프라인탐색형, 다채널활용형으로 나뉘었다. 인터넷 쇼핑

몰의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 중 특히 정보탐색과 관여도에 관해 연구한 송동효

(2010)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는 정보탐색을 함으로서 쇼핑몰 사이트 특성과

심리적 특성인 소비자가 얻고자하는 쇼핑가치, 플로우 경험, 인터넷 쇼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지각된 위험, 쇼핑몰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을 인지하여 쇼핑몰을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평가 단계는 정보탐색을 걸쳐 수집된 정보를 통해 선택된 대안들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대안평가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마다 다른 평가기준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평가기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기준은 많은 경우에 소비자의 내면적인 구

매목적이나 동기를 반영한다. 이는 구매의 주된 목적 또는 얻고자하는 편익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평가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세 번째,

평가기준은 객관적일 수도, 주관적일 수도 있다. 이는 소비자마다 중시하는 기준이 다

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여러 개의 평가기준이 있더라도 그 중요성은 기준마다 다르

다. 소비자가 중시하는 평가기준이 여러 개라도 한두 개가 결정적인 평가기준으로 작

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기준의 수는 제품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고관여 제품

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평가기준을 통해 선택대안을 평가하고 저관여 제품의 경우

사용되는 평가기준의 수가 적다(Rothschild, 1979).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 의사결

정에 사용되는 평가기준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Blackwell, Miniard, & Engel,

2006).

구매 행동은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사용을 하는 그 과정까지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의 구매 결정 및 구매 단계와 실 사용 단계를 아우르는 단계이다. 소비

자의 구매 결정 및 구매 행동의 유형은 관여도와 구매 경험, 상표충성도에 따라 나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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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여도는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매 경험은 최초 구매와 반복 구매로 나누어 유형

을 분류하면 고관여이며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복잡한 의사결정(complex decision

making)을 하게 된다. 복잡한 의사결정은 포괄적 문제해결을 말하며 소비자가 상표대

안을 꼼꼼히 비교 및 평가한 후 가장 최선의 상표를 구매하는 것이다. 고관여 소비자

가 구매한 상표에 만족한 경우 그 상표에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해 같은 상표를 반복

구매하게 되는 상표충성도(brand loyalty)는 고관여이며 반복 구매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저관여이며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양성 추구(variety seeking)로 분류되는데

이는 제한적 문제해결과 회상적 문제해결을 말하기도 한다. 다양성 추구행동은 소비

자가 전에 구매한 상표에 싫증이 나거나 단순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다

른 상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최적자극화이론(optimum stimulation

theory)에 의해 설명된다. 최적자극화이론은 인간은 적정수준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

해서 활성화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이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이다(Raju, 1980). 최

적자극화이론에 따라 소비자는 활성화를 위해 다른 상표로 전환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관성적 구매(inertia)의 경우는 저관여소비자가 반복구매하는 상황에 보이는

행동으로 복잡한 의사결정을 피하고 싶어 동일한 상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상표충성도와 달리 단순히 구매노력을 덜기 위해 반복구매한다. 관여도와 구매 경험

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행동 분류 외에도 충동구매, 비계획구매(unplanned purchasing)

가 있는데 이 행동은 욕구나 구매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자극에 의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강한 호의적 감정이 발생해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학

식, 안광호, 하영원, 1992).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에는 사

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시간, 과업정의, 선행상태가 있다. 사회적 환경(social

surrounding)은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적요소를 의미한다. 사람들 간의

사회적·직접적 상호작용과 간접적 상호작용을 모두 포한한다. 물리적 환경(physical

surrounding)은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인적 요소를 의미한다. 시간

(time)의 경우 하루 중 어느 때인지와 같은 미시적인 시간부터 1년 중 어느 계절인가

와 같은 거시적인 시간, 시간제약과 소요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과

업정의(task definition)는 욕구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따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행상태(antecedent status)의 경우엔 소비자행동이 일어나는 동안 소비자가 경험하

게 되는 인지적, 생리적, 감정적 상태를 말한다(Belk, 1975).

구매 후 행동은 구매를 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만족/불만족을 느끼는 단계와 그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행동을 파생시키는 단계를 아우른다. 소비자 만족/불만족은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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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등에 관한 실용적 효용과 제품 사용시의 느낌 등 경험적 효용의 두 가지 차원을

기초로 구매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로 얻어진다(Mano & Oliver, 1993). 제품

의 사용 결과에 따른 만족과 이를 통해 얻는 느낌과 감정은 대체로 일시적이며 시간

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구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사용중과 같은 특정

의 소비상황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가 만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복구매, 호의적 구전 발생, 상표충성도 등

이 나타난다. 반면에 불만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표전환, 부정적 구전 발생, 불

평행동 등이 발생된다.

소비자 만족을 규명하고 측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

구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기대불일치 모델 역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어 온 연

구 중 하나다. 이러한 기대불일치 모델의 시작은 Oliver(1980)가 소비자의 기대와 기

대에 대한 불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기대불일치모델을 제안했으며 그

후로 많은 연구들이 이를 수용 및 발전시키고 있다. Oliver(1980)가 제안한 기대불일

치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는 네 가지로 기대, 성과, 불일치와 만족요소이다. 기대와 성

과간 일치/불일치가 만족/불만족을 만들어낸다는 기대불일치모델은 일반적으로 소비

자들이 구매 전 제품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그 후 제품의 사용을 통해 지각된 제품

의 성과를 이전의 기대 수준과 비교함으로 인해 사전의 기대와 지각된 성과 간 차이

의 여부/정도로 발생한 일치/불일치에 의해 소비자 만족/불만족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되는 기대와 성과간의 인지된 일치/불일치의 여부와 정도로 인해 소비자의

만족/불만족은 달라지는데 제품의 지각된 성과가 기대보다 좋으면 소비자는 긍정적

불일치를 경험하며 기대와 성과가 같으면 단순한 일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

우엔 부정적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즉 긍정적 불일치와 단순일치를 경험하는 경우

엔 만족을, 부정적 불일치를 경험하는 경우엔 불만족하게 되는 것이다(Oliver, 1980).

구매 후 부조화(postpurchase dissonance)는 일반적인 대안선택의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한 후 한 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감이라 할 수 있

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 만족/불만족을 느끼기 이전부터 자신이 포기한 다

른 대안보다 선택한 대안이 더 최선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구매 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편함이 구매 후 부조화다. 구매 후 부

조화는 일반적으로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없을 때, 선택한 대안에게 없는 장점이 포

기한 대안에게 있을 때, 선호하는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관여도가 높을 때, 전적으로

소비자의 자기의사에 따라 결정했을 때 발생가능성이 높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1992).

불평행동은 불만족한 소비자로부터 보이는 소비자행동으로 일반적으로 Ralph &

Laird(1977)의 분류법을 많이 사용하나 학자마다 세분화의 정도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

다. Ralph & Laird(1977)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평행동은 행동의 유무와 구현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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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에 따라 불평행동의 유형이 나뉘어진다. 불만족에 기초를 두고 행동을 하는

유형과 행동을 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유형을 무행동 유형이

라 부른다. 행동을 하는 유형은 부정적 구전을 한다던가 개인적으로 구매중지 및 구

매 보이콧을 하는 사적 행동과 회사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거나 회사, 정부기관, 민간

단체에 불평하거나 배상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공적 행동이 있다(Day &

London, 1977). 이러한 불평행동 유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불평행동정도는 다

음 다섯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다섯 가지 요인은 불만의 정도, 제품의 중요성,

비용/이익, 개인적 특성, 책임에 대한 귀인이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1992).

제품처분은 사용해 온 제품의 수명이 끝나거나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처분되는 소비자행동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Jacoby, Berning & Dietvorst(1977)에 따르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처분의 대안은 가장 상위단계로 제품을 보유하는 것(Keep item), 제품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Get rid of item permanently), 제품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Get rid

of item temporarily)으로 나뉜다. 제품을 보유하는 것은 다시 하위의 세 영역으로 나

뉘는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Use it to serve original purpose)하거나, 새로운 목적에

맞춰 사용을 변경(Convert it to serve a new purpose)하거나, 단순히 보관하는 것

(Store it)이다. 제품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다시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뉘는

데 버리거나(Throw it), 주거나(Give it away), 교환하거나(Trade it), 파는 것(Sell it)

이 있다. 이중에 주는 행위, 교환하는 행위, 파는 행위는 세 개의 목적에 따라 사용처

가 달라지는데 재활용 목적(To recycled), 되팔기 목적(To be resold), 사용 목적(To

be used)이 있다. 파는 행위는 더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팔 거

나(Directly to consumer), 중간상을 통해 거래하거나(Through middleman), 중간상에

게 파는 경우(To middleman)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

은 무상으로 대여(Rent it)해주거나 유상으로 대여(Loan it)해주는 것으로 나뉜다.



- 27 -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모형은 크게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행동, 사회인구학

적 요소로 나뉜다. 사회적 책임 안에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수준으로 나뉜다.

<그림 1> 연구모형

먼저 사회인구학적 요소에는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년수, 결혼, 직업, 소득, 사회적

책임 교육 경험, 사회적 책임 교육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책임 내의 소비자 사회적 책임 수준에는 의식 수준과 실천 수준으로 나뉘어

져 있다. 이는 윤리적 영역의 경우 의식과 실천이 큰 간격을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두

고 두 수준을 나누어 측정한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김혜연,

김시월(2014), 우강천(2015), 김혜연(2015)의 연구를 토대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라

정의된 환경보호, 자원절약, 사회공헌, 소비자보호로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책임 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수준에는 기대 수준과 실제

평가수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대 수준은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원하는 사회적 책임

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고, 실제 평가수준은 현재 상태의 기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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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기대와 평가 간의 간격을 통해 소비자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에는 김해룡, 김나민, 유광희, 이문

규(2005), 박종철, 김경준, 이한준(2010), 우강천(2015)의 연구를 토대로 환경보호, 에너

지·자원절약, 사회공헌, 소비자보호로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소비자행동 내에는 소비자의 구매 전 행동, 구매 행동, 구매 후 행동이 포함되어 있

다. 구매 전 행동은 정보탐색, 대안평가, 행동 유형으로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세부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하나의 구매 전 행동에 대한 측정항목으로 포함된다.

구매 행동은 유통채널,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숙지로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네 가지 요소가 하나의 구매 행동에 대한 측정항목으로 포함된다. 구매

후 행동은 구매 후 부조화, 긍정적 구전, 불평행동으로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총 세 가지 요소가 하나의 구매 후 행동에 대한 측정항목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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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관련 특성이 소비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수준과 실천수준을 알아본다.

1-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본다.

1-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수준과 실천수준을 알아본다.

1-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수준과 실천수준 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과 실제 평가수준을 알아본다.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본다.

2-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과 실제 평가수준을 알아본다.

2-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과 실제 평가수준 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사회적 책임에 따른 소비자유형과 행동을 알아본다.

3-1. 사회적 책임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한다.

3-2. 사회적 책임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소비자행동수준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사회적 책임 특성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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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만 19세부터 만 69세까지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비조사 후 수정·보

안을 거쳐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담천 소비자

연구후원회의 후원을 받아 온라인 조사 전문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총 400부를 수집하였고 자료검토 결과 400부 모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

용되었다.

양적조사방법인 자기기입식 설문지조사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19.0

을 이용해 기초적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ANOVA, 대응표본 T-검정, 회

귀분석, 군집분석, 신뢰도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번과 2번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책임 구성 요소를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의식·실천·기대·실제평가의 경우 기술통계를 이용해 그 평균을 산출

하였으며 의식과 실천, 기대와 실제평가는 같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문항을 변화

를 가정하고 측정한 문항이라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그 평균을 비교하였다.

연구문제 3번의 경우 소비자를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

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한 집단 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는 반면에 다른 집단

과는 차별화된 집단을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는 군집 내 객체들간의

유사성을 최대화하고 군집간의 유사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김기

옥, 유현정, 2000). 군집분석에 있어 사례수가 200케이스를 넘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K-means Cluster Analysis procedure(k-평균 군집분석)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엔 연

구자가 군집수를 지정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군집 수 지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

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수를 바탕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연구자가 군집분

류에서 더 정확하거나 명확한 군집 수가 존재한다면 선택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지니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의 군집 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하였다. 먼저, 군집

수를 세 개로 지정하여 돌린 결과 군집 1(n=112)/군집 2(n=134)/군집 3(n=154)로 케이

스 수가 적절하게 분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집의 수가 적은 만큼 포함하고 있

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불분명해 군집 수를 세 개로 지정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군집 수를 네 개로 지정하여 돌린 결과 군집 1(n=12)/군집 2(n=199)/군집

3(n=35)/군집 4(n=154)로 분류되었는데 이 경우 군집 2의 케이스 수가 전체 케이스

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군집 수를 다섯 개로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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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군집 1의 케이스는 9개, 군집 2의 케이스는 33개, 군집 3의 케이스는 132개, 군

집 4의 케이스는 112개, 군집 5의 케이스는 114개로 케이스의 수가 균형적으로 분배

된 것은 아니지만 군집 수를 네 개로 지정했을 때보다 균형적이며 군집의 성격이 가

장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군집분석의 군집 수를 다섯 개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군집분

석을 통해 군집을 설정한 후 ANOVA와 χ2 검증을 통해 군집별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군집에 따른 소비자행동 특성은 ANOVA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연구문제 4번의 경우 사회적 책임 특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소비자행동을 종

속변수로 두어 회귀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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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인구학적 요소에는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년수, 결혼, 직업, 소득, 사회적

책임 교육 경험, 사회적 책임 교육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의식 수준과 실천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윤리적 영역의 경우 의식과 실천이 큰 간격을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 수준을 나누어 측정한다. 김혜연, 김시월(2014), 우강천(2015), 김혜연(2015)의 연구

를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실천 문항은 아래 <표

6>와 같은 공통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의식 문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묻는 의미의 ‘~

생각한다’, 실천 문항에 대해서는 행동을 묻는 의미의 ‘~한다’로 접미사를 다르게 부여

하였다.

<표 6>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실천 공통 문항

번호 질문

1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2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3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4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5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한다.

6 자원절약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8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한

다.

9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

10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

품 및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는다.

11
제품 및 서비스에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의 여부는 구매결정

에 있어 중요한 영향이다.

12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은 건강에 해가 된다.

* 김혜연, 김시월(2014), 우강천(2015), 김혜연(2015)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가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측정하는 것은 기대 수준과 평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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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상향인 기대와 실제의 평가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김해룡, 김나민, 유광희, 이문규(2005), 박종철, 김경준, 이한준(2010), 우강

천(2015)의 연구를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실제 평가 문항은 아래 <표 7>과 같은 공통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기대 문항

에 대해서는 이상향을 묻는 ‘~ 할 것이다’, 실제 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해

묻는 의미의 ‘~ 한다’로 접미사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표 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평가 공통 문항

번호 질문

1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려한다.

2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3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한다.

4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한다.

5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한다.

6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한다.

7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9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한다.

10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

지 않는다.

11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12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13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다.

14 제품(기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 김해룡, 김나민, 유광희, 이문규(2005), 박종철, 김경준, 이한준(2010), 우강천(2015)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

자가 재가공

소비자행동 내에는 소비자의 구매 전 행동, 구매 행동, 구매 후 행동이 포함되어 있

다. 구매 전 행동은 정보탐색, 대안평가, 행동 유형으로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세부적으로 구매행동의 유형, 브랜드 전환, 정보탐색 비용투자가 하나의 구매 전

행동에 대한 측정항목으로 포함된다. 구매 행동은 유통채널,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숙

지로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유통채널 고려의 폭, 사용설명서, 주

의사항 이행, 상품 사용 가이드가 하나의 구매 행동에 대한 측정항목으로 포함된다.

구매 후 행동은 구매 후 부조화, 긍정적 구전, 불평행동으로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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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세부적으로 구매 후 부조화, 긍정적 구전, 불평행동의 정도가 하나의 구매 후

행동에 대한 측정항목으로 포함된다.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 전반에 걸쳐 존

재하는 개념으로 소비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의미한다. 해당 집단(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와 환경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고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함께 염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전체 사회적 책임의 하위 개념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조작적 정의는 소비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의미한다. 해당 집단(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와 환경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함께 염두하는 것, 더 나아가 소비가 가지는 힘을 통해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조작적 정의는 기업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의미한다. 해당

기업에게 주어진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와 환경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함께 염두하는 것, 더 나아가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

소비자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가장 본연에 가까운 구매 전 행동과 구매 행동, 구매

후 행동으로 나누어진다. 구매 전 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문제를 인식한 순간부터 대

안을 선택하는 순간까지의 소비자가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로 정보획득 채널의

선택이나 대안 평가의 중요성, 정보탐색의 비용투자 등을 의미한다.

구매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대안을 선택한 이후부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순간까지

의 소비자가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로 유통채널의 선택, 사용설명서의 숙지 등

을 의미한다.

마지막 구매 후 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구매 이후, 혹은 제품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행동들로 구매 후 부조화, 긍정적 구전, 불평행동, 처분행

동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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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결과 분석에 앞서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총 52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수준을

측정한 12문항에 대한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는 0.881로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수준을 측정한 12문항에 대한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는 0.896으로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측정한 14문항에 대한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는 0.953

으로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평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14문항에 대한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는 0.962로 높

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모두 신뢰도 검증을 통과하였다.

<표 8>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척도 신뢰도 계수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수준 .88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수준 .896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 .95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평가수준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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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결과는 <표 9>와 같다. 성별은 남녀 각각 50.0%로 조사되

었다. 연령의 경우 20대부터 60대까지의 5개의 집단이 20.0%로 조사되었다. 학력의 경

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교육년수 0-12년)의 경우 전체의 20.8%를 차지하였고, 대학

재학 및 졸업(교육년수 13-16년)은 65.5%로 학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이상(교육년수 17년 이상)은 13.7%로 학력의 세 집단 중 가장 적은 비율로 조

사되었다. 결혼과 관련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결과는 미혼 31.5%, 기혼 68.5%로

조사되었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평균값은 453.71만원, 4분위의 경우

1/4분위 수준은 300만원, 중위값인 2/4분위는 400만원, 3/4분위는 590만원으로 조사되

었으며 최소값은 10만원에서 최대값은 2000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최소값의 경우 퇴

직자의 경우 소득이 적어지는 경우를, 최대값의 경우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경제적 활

동을 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직업의 경우 사무/관리직이 전체의 40.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 주부(16.8%), 전문직(11.5%), 학생(6.5%), 자영업(6.5%), 기

타(6.0%), 판매/서비스직(4.3%), 공무원/교직(3.3%)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의 경

우 경기도가 전체의 25.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서울특별시(26.0%), 부산광

역시(9.0%), 경상도(7.8%), 인천광역시(7.2%), 충청도(5.5%), 대구광역시(5.3%), 광주광

역시(3.8%), 전라도(3.5%), 대전광역시(2.8%), 강원도(1.3%), 제주도(1.3%), 울산광역시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구총조사의 지역비율 순서와 유사하다. 사회적 책

임 교육 경험에 대한 결과는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5.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25.8%, 전혀 없다는 응답이 22.8%, 약간 있는 편이다

는 14.0%, 매우 많다는 2.3%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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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체 400(100) 전체 400(100)

성별
남 200(50.0)

직업

전문직 46(11.5)

여 200(50.0) 사무/관리직 161(40.3)

연령

대

20대 80(20.0) 공무원/교직 13(3.3)

30대 80(20.0) 자영업 26(6.5)

40대 80(20.0) 생산/기술/노무직 20(5.0)

50대 80(20.0) 학생 26(6.5)

60대 80(20.0) 판매/서비스직 17(4.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3(20.8) 주부 67(16.8)

대학 재학 및 졸업 262(65.5) 기타 24(6.0)

대학원 이상 55(13.7)

지역

서울특별시 104(26.0)

결혼
미혼 126(31.5) 부산광역시 36(9.0)

기혼 274(68.5) 대구광역시 21(5.3)

월

평균

가계

소득

(만원)

평균값 453.71 인천광역시 29(7.2)

4분위

1/4 300 광주광역시 15(3.8)

2/4 400 대전광역시 11(2.8)

3/4 590 울산광역시 4(1.0)

최소값 10 경기도 103(25.8)

최댓값 2000 강원도 5(1.3)

사회적

책임

교육

경험

전혀 없다 91(22.8) 충청도 22(5.5)

없는 편이다 141(35.3) 경상도 31(7.8)

보통이다 103(25.8) 전라도 14(3.5)

약간 있는 편이다 56(14.0) 제주도 5(1.3)

매우 많다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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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은 총

두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원절약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보호를 위

한 개인의 노력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

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6문항이 속해있다. 공통성은 0.710,

0.737, 0.734, 0.483, 0.561, 0.530으로 기준값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0.867로 신뢰도를 갖췄다고 판단된다. 요인1에 속한 문항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

과 행동의 단위와 혜택의 단위가 사회라는 공통점이 나타나므로 요인1을 ‘사회차원의

식’이라고 명명한다.

요인 2는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은 건강에 해가된다고

생각한다.’, ‘제품 및 서비스에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의 여부는 구매결정

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추가 비

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6문항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공통성은 각각 0.575, 0.494, 0.458, 0.403, 0.521, 0.258로 산출되어 기준값보다 작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

스는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를 공통성 미달로 삭제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0.748로 신뢰도를 갖췄다고 판단된다. 요인 2에 속한 문항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

과 행동의 단위와 혜택의 단위가 개인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나므로 요인2를 ‘개인차원

의식’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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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요인분석 결과

척도

요인
공통

성
신뢰도

척도

수정
사회차

원의식

개인차

원의식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39 .084 .710

.867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02 .308 .737

자원절약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99 .309 .734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655 .234 .483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7 .500 .561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30 .499 .530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74 .754 .575

.748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은 건강에 해가된다고 생각한다.
.178 .680 .494

제품 및 서비스에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의 여부는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252 .628 .458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267 .576 .403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4 .561 .521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28 .387 .258 a

아이겐 값 3.491 2.974

%분산 29.088 24.785

누적 백분율 29.088 53.873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90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817.895

자유도 55

유의확률 .000

* a : 공통성 기준값 미달 제외



- 40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은 총 두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홍

보한다.’와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 ‘유전자재

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은 건강에 해가된다고 생각해 구매하지 않는

다.’,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한다.’, ‘제

품 및 서비스에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의 여부는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한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는다.’의 총 여덟 문항이 속해있다. 공통성은

0.616, 0.584, 0.540, 0.559, 0.497, 0.515, 0.661, 0.367로 기준값보다 작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는다.’를 기준값 미달로 삭제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0.870으로 신뢰도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요인 1에 속한 문항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실천의 방법이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요인 1을 ‘소비실천’이라고 명명한다.

요인 2는 ‘자원절약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다.’,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한다.’, ‘환

경보호를 위해 개인적으로 행동한다.’로 총 네 문항이 속해있다. 공통성은 0.688, 0.760,

0.768, 0.465로 기준값보다 크기 때문에 삭제된 문항은 없다. 신뢰도 검증 결과 0.820

으로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2에 속한 문항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실천의 방법이 일상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요인 2를

‘일상실천’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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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요인분석 결과

척도

요인
공통

성
신뢰도

문항

수정
소비

실천

일상

실천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756 .210 .616

.870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
.753 .131 .584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은 건강에 해가된다고 생각해 구매하지

않는다.

.725 .121 .540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한다.
.675 .322 .559

제품 및 서비스에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의 여부는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669 .222 .497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한다. .668 .263 .515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614 .533 .661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는다.

.550 .255 .367 a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한다.
.048 .828 .688

.820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294 .821 .760

자원절약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315 .818 .768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적으로 행동한다. .387 .561 .465

아이겐 값 4.031 2.991

%분산 33.589 24.924

누적 백분율 33.589 58.512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89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134.430

자유도 55

유의확률 .000

* a : 공통성 기준값 미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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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의식을 측정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의 전체적인 평균은 3.98점으로 높은 사회적 책임 의식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분리배출을 해야한다는 의식이 평균 4.46점으로

이에 대해서 가장 높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보였다. 그 뒤로는 자원절약을

위한 노력(4.30점), 에너지 절약 실천(4.28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오용한 기업을 이

용하지 않기(4.26점),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4.04점), 환경오염을 줄

이는 제품의 구매(4.00점)으로 6개의 질문에 대해 평균 4.00점이 넘는 높은 사회적 책

임 의식을 보였다. 그 뒤에도 지역사회를 고려한 소비를 해야한다(3.95점), 인증마크의

여부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3.88점), 주변에 친환경 제품을 구전하기(3.80점),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이나 유전자조작식품을 건강을 위해 구매하지 않기(3.80점)

순으로 사회적 책임 의식 수준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가장 낮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추가 비용 지불은 평균 3.43점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비용적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나 사회적 책임 의식의 수준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낮은 저개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 소비는 평균 3.55

점으로 소비 당사자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서 중요

성이 떨어지나 사회적 책임 의식의 수준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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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수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평균 표준편차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04 0.731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3.43 0.776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80 0.752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00 0.694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6 0.696

자원절약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0 0.718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8 0.715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95 0.743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55 0.812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26 0.823

제품 및 서비스에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의 여부는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88 0.765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은

건강에 해가된다고 생각한다.
3.80 0.894

전체 3.9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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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실천을 측정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의 종합적인 평균은 3.70점으로 높은 사회적 책임 실천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분리배출을 한다는 실천이 평균 4.38점으로 이에

대해서 가장 높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보였다. 그 뒤로는 에너지 절약 실천

(4.06점), 자원절약을 위한 노력(4.03점)으로 3개의 질문에 대해 평균 4.00점이 넘는 높

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보였다. 그 뒤에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오용한 기업을 이용

하지 않기(3.94점), 인증마크의 여부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침(3.76점), 환경오염을 줄

이는 제품의 구매(3.73점),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이나 유전자조작식품을 건강을

위해 구매하지 않기(3.64점),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노력함(3.52점), 지역사

회를 고려한 소비를 함(3.48점) 순으로 사회적 책임의 실천 수준이 높았다. 상대적으

로 평균이 가장 낮은 주변에 친환경 제품을 구전하기(3.27점)는 실사용경험 없음, 만

족스럽지 못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낮은 평균을 받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낮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추가 비용 지불(3.28점)은 의식 수준과 마

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이 비용적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준

다. 저개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 소비(3.31점)은 의식 수준과 비슷한 이유

로 소비 당사자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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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수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평균 표준편차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적으로 행동한다. 3.52 0.832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한다. 3.28 0.830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3.27 0.894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3.73 0.769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한다. 4.38 0.686

자원절약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4.03 0.742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4.06 0.767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한다.
3.48 0.828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
3.31 0.842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는다.
3.94 0.894

제품 및 서비스에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의 여부는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76 0.830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은

건강에 해가된다고 생각해 구매하지 않는다.
3.64 0.928

전체 3.70 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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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통된 주제와 세부 항목을 두고 의식수준과 실천수준

간의 차이를 보기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총 12문항

에 대해 의식수준과 실천수준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응차의 평균이 양(+)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 의식수준이 실천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

극적으로 홍보’로 의식수준의 평균은 3.80점으로 나타난 반면, 실천 수준은 3.27점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가장 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친환경 제품의 실사용경험이 없음,

만족한 경험 없음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물품을 사

용하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로 의식수준의 평균은 4.46점으로 나타났고 실천수준

의 평균은 4.38점으로 나타난 점을 보아 높은 의식수준 못지않게 높은 실천수준을 지

닌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표 14>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실천 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의식-실천) 문항
대응차

평균(S.D)
t-value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525(.819) 12.818***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148(.593) 4.975***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533(.855) 12.458***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270(.681) 7.934***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한다. .082(.506) 3.259**

자원절약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273(.667) 8.176***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220(.623) 7.068***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한다.
.470(.749) 12.556***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
.245(.732) 6.691***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는다.
.315(.805) 7.830***

제품 및 서비스에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의

여부는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이다.
.123(.586) 4.181***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은 건강에

해가 된다.
.155(.709)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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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측정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요인

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총 두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요인 1은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

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품(기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이다’, ‘.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

스를 제공할 것이다.’,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할 것이다.’의 아

홉 문항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은 각각 0.805, 0.784, 0.734, 0.700, 0.690,

0.681, 0.738, 0.718, 0.728로 산출되어 기준값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된 문

항은 없다. 신뢰도 검증 결과 0.877로 신뢰도를 갖췄다고 판단된다. 요인 1에 속한 문

항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보호와 환경보호에 관해 공통점을 가지므로 요인 1

을 ‘소비자·환경보호’라고 명명한다.

요인 2는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

공헌을 수행할 것이다.’,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할 것이다.’,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려할 것이다.’,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의 다섯 문항이 속하였다. 공통성은 각각 0.697,

0.740, 0.680, 0.625, 0.681로 산출되어 기준값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된 문

항은 없다. 신뢰도 검증 결과 0.951로 높은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에

속한 문항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공헌에 관해 공통점을 가지므로 요인 2를 ‘사

회공헌’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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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요인분석 결과

척도

요인

공통성 신뢰도소비자·

환경보호형

사회

공헌형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871 .215 .805

.877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819 .337 .784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806 .291 .734

제품(기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이다.
.798 .252 .700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792 .251 .690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756 .331 .681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719 .470 .738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714 .457 .718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할 것이다.
.705 .482 .728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076 .831 .697

.951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할

것이다.
.405 .759 .740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할

것이다.
.382 .730 .680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려할 것이다.
.360 .704 .625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476 .674 .681

아이겐 값 6.107 3.894

%분산 43.623 27.812

누적 백분율 43.623 71.434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94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734.570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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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평가를 측정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요인 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평가는 총 두 가지의 요인

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의 구성 문항과 요인의 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

자의 기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요인 1은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을 것

이다.’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품(기업) 관련 정보

를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이다’,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

다.’,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할 것이다.’의 아홉 문항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은 각각

0.830, 0.751, 0.800, 0.789, 0.811, 0.659, 0.771, 0.632, 0.727로 산출되어 기준값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된 문항은 없다. 신뢰도 검증 결과 0.903으로 신뢰도를 갖췄

다고 판단된다. 기대수준과 마찬가지로 요인 1에 속한 문항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보호와 환경보호에 관해 공통점을 가지므로 요인 1을 ‘소비자·환경보호’라고 명

명한다.

요인 2는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

공헌을 수행할 것이다.’,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할 것이다.’,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려할 것이다.’,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의 다섯 문항이 속하였다. 공통성은 각각 0.766,

0.691, 0.784, 0.724, 0.741로 산출되어 기준값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된 문

항은 없다. 신뢰도 검증 결과 0.957로 높은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준

과 마찬가지로 요인 2에 속한 문항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공헌에 관해 공통점

을 가지므로 요인 2를 ‘사회공헌’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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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평가 요인분석 결과

척도

요인

공통성 신뢰도소비자·

환경보호형

사회

공헌형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다. .868 .275 .830

.903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835 .231 .751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825 .346 .800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02 .381 .789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한다. .757 .487 .811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757 .294 .659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43 .467 .771

제품(기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732 .311 .632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한다.
.685 .507 .727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26 .866 .766

.957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350 .754 .691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한다. .525 .713 .784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한다. .502 .687 .724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한다.
.565 .649 .741

아이겐 값 6.464 4.010

%분산 46.171 28.646

누적 백분율 46.171 74.818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95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467.346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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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의 전체적인 평균은 3.77점으로 긍정적

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한다는 기대가 평균 3.93점으로 이에 대해

서 가장 높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대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뒤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3.89점),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

응할 것(3.85점),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3.83점), 소비자의 불평

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3.83점),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것(3.82점), 제품(기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것(3.82점),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을 것(3.81

점),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3.74점),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

(3.69점),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3.68점),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

들과의 협력사업을 장려(3.68점)순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

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기대수준이 낮았던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할 것은 평균

3.55점으로 이 항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항목이라 인지하지 못한 원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나, 긍정적인 편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자사

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할 것은 평균 3.64점을 기록했

으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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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려할 것이다.
3.68 0.724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3.55 0.738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할

것이다.
3.68 0.821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3.64 0.912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할

것이다.
3.69 0.830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3.82 0.948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3.89 1.049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3.74 0.868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할

것이다.
3.83 0.870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3.93 1.044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3.83 0.820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3.85 0.902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3.81 1.063

제품(기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이다. 3.82 0.837

전체 3.7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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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평가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표 18>과 같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평가수준의 전체적인 평균은 3.07점으

로 확인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행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3.29점). 이는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정 반대의 관계로 사

회적 책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그 뒤로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3.25점), 제품(기업)관

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3.17점)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3.15

점),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려(3.11점),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3.10점),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3.09점), 환경친

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3.07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평균 2.91점으로 다른 문항 대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부정적인 편임

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환경보호를 적극(2.94점),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음

(2.95점),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음(2.97점),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2.98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음(2.98점) 항목에 대해 소비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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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평가수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평가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3.11 0.825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29 0.833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한다. 2.98 0.927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한다.
2.91 0.952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한다. 3.09 0.968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한다. 2.94 1.052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98 1.092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07 0.945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한다. 3.10 0.945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97 1.128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25 0.906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3.15 0.976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다. 2.95 1.150

제품(기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3.17 0.888

전체 3.07 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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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통된 주제와 세부 항목을 두고 소비자의 기대수준과

실제 평가수준 간의 차이를 보기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총 14문항에 대해 기대수준과 실제 평가수준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응차의 평균이 양(+)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 기대

수준이 실제 평가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소비

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수준의 평균은 3.93점으로 나타난 반면에, 실제 평가수준은 2.97점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가장 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소비자 개인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불만이 생겨 이를 해결하길 바라는 기대와 공론화되는 사건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

으로 기대수준의 평균은 3.55점으로 나타났고 실제 평가수준의 평균은 3.29점으로 나

타난 점을 보면 소비자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스포츠 및 문화활동의 영역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나 각종 스포츠단 등 활발한 성과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 수 있다.

<표 1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평가 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문항
대응차

평균(S.D)
t-value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려한다. .573(.952) 12.023***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253(.892) 5.661***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한다. .705(1.084) 13.003***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한다.
.733(1.168) 12.542***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한다. .600(1.076) 11.152***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한다. .885(1.160) 15.261***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10(1.320) 13.792***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678(1.123) 12.063***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한다. .733(1.062) 13.789***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968(1.325) 14.603***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578(1.021) 11.317***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693(1.054) 13.142***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다. .860(1.308) 13.154***

제품(기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648(1.035) 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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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군집 성격은 <표 20>과 같다. 다섯 군집의 경우 군집간의 수가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군집을 세 개로 나눈 경우에만 수가 균일하게 나

왔는데 이 경우 무지형과 기업 비판형과 같은 사회적 책임에 있어 중요한 특징을 가

지는 집단이 실행부족형의 집단으로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지형의 경우

중시형과 가장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집단으로서 이 집단이 존재함으로써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간의 수가 불균일하더라도 각

각의 군집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살려내고자 하였다.

군집 1의 경우 소비자의식에 관한 요인, 소비자실천에 관한 요인, 기업기대에 관한

요인, 기업평가에 관한 요인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1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의식하지도, 실천하지도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기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해 ‘무지형’이라 명명

한다. 군집 2의 경우 소비자의식과 소비자실천 즉, 소비자 차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서는 의식과 실천 정도가 매우 높으나 기업에 대한 기대와 평가에 대해서만 극단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2를 소비자 차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책임

감을 지니고 이를 의식하고 실천하나 기업에게 가지는 기대도 없고 평가 또한 부정적

인 상태로 판단해 ‘기업 비판형’이라 명명한다. 군집 3의 경우 소비자의식과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시대 영역에 대해서는 높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 소비자실천과 기업평

가 부분에 관해서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념적, 의식적, 기대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역시 실행으

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판단해 ‘실행 부족형’이라 명명한다. 군집 4의

경우 소비자 차원의 사회적 책임인 의식과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의 기대 차원에서는 높은 모습을 보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 대해서만 혹독하

게 낮은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 실천, 기업기대에 대해서

는 모두 긍정적이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

해 ‘기업의 실행 촉구형’이라 명명한다. 마지막, 군집 5의 경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실제 평가 네 영역 모두에서

높은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높은 의식과, 높은 실천정도, 기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기업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중시형’

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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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사회적 책임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요인명

군집분류

F값군집1

(n=9)

군집 2

(n=33)

군집 3

(n=132)

군집 4

(n=112)

군집 5

(n=114)

사회차원의식 2.56 4.50 3.79 4.47 4.35 93.486***

개인차원의식 2.47 3.96 3.32 3.94 3.90 57.003***

소비실천 2.10 3.85 3.13 3.73 3.89 66.577***

일상실천 2.47 4.34 3.58 4.26 4.23 70.440***

기업기대_소비자·환경보호형 1.60 2.41 3.54 4.42 4.19 228.491***

기업기대_사회공헌형 2.27 2.84 3.30 4.13 3.92 101.106***

기업평가_소비자·환경보호형 1.75 2.26 2.93 2.51 4.09 170.487***

기업평가_사회공헌형 1.96 2.39 2.92 2.71 3.90 109.072***

군집 명
무지

형

기업

비판형

실행

부족형

기업의

실행

촉구형

중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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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군집별 인구 통계적 차이는 다음의 <표 21>부터 <표 22>와 같다. 다

섯 개의 집단 별 변수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대, 지역, 학력, 결혼, 직업, 월평균 가

계소득, 사회적 책임 교육 경험 변수 중 연령대, 학력, 결혼여부, 사회적 책임 교육 경

험, 월평균 가계 소득에 대해 유의미하게 다른 구성을 보였다. 먼저 무지형의 경우,

주로 20대와 30대의 청년층이 많았으며 월 평균 가계 소득의 경우 39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 비판형의 경우 50대와 60대가 주를 이루어 연령대가 높았

으며,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기혼자가 주를 이루었고 사회적

책임 교육 경험은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실행 부족형의 경우 연령대가 낮은 편이었

으며 학력수준이 낮으며 주로 미혼자였다. 사회적 책임 교육 경험은 없는 편으로 나

타났다. 기업의 실행 촉구형의 경우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로 기혼자였

으며 사회적 책임 교육 경험은 있는 편이었고 월 평균 가계 소득이 512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가장 낮은 무지형의 390만원보다 122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중시형의 경우 50대와 60대가 주를 이루어 연령대가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학력수준 역시 높았다. 기혼자가 주된 구성원이었으며 집단 구성원

중 사회적 책임 교육 경험이 있는 구성원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집단별로 다른 소비자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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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군집분석

전체 χ2무지형

(n=9)

기업

비판형

(n=33)

실행

부족형

(n=132)

기업의

실행

촉구형

(n=112)

중시형

(n=114)

성

별

남자

빈도 8 15 60 55 62 200

7.721

행% 4.0% 7.5% 30.0% 27.5% 31.0% 100.0%

열% 88.9% 45.5% 45.5% 49.1% 54.4% 50.0%

여자

빈도 1 18 72 57 52 200

행% .5% 9.0% 36.0% 28.5% 26.0% 100.0%

열% 11.1% 54.5% 54.5% 50.9% 45.6% 50.0%

학

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빈도 1 11 36 12 23 83

18.284*

행% 1.2% 13.3% 43.4% 14.5% 27.7% 100.0%

열% 11.1% 33.3% 27.3% 10.7% 20.2% 20.8%

대학재학

및 졸업

빈도 8 19 83 80 72 262

행% 3.1% 7.3% 31.7% 30.5% 27.5% 100.0%

열% 88.9% 57.6% 62.9% 71.4% 63.2% 65.5%

대학원

이상

빈도 0 3 13 20 19 55

행% .0% 5.5% 23.6% 36.4% 34.5% 100.0%

열% .0% 9.1% 9.8% 17.9% 16.7% 13.8%

결

혼

미혼

빈도 5 8 62 33 18 126

31.114*

**

행% 4.0% 6.3% 49.2% 26.2% 14.3% 100.0%

열% 55.6% 24.2% 47.0% 29.5% 15.8% 31.5%

기혼

빈도 4 25 70 79 96 274

행% 1.5% 9.1% 25.5% 28.8% 35.0% 100.0%

열% 44.4% 75.8% 53.0% 70.5% 84.2% 68.5%

연

령

대

20대

빈도 4 5 37 22 12 80

51.456*

**

행% 5.0% 6.3% 46.3% 27.5% 15.0% 100.0%

열% 44.4% 15.2% 28.0% 19.6% 10.5% 20.0%

30대

빈도 5 5 37 18 15 80

행% 6.3% 6.3% 46.3% 22.5% 18.8% 100.0%

열% 55.6% 15.2% 28.0% 16.1% 13.2% 20.0%

40대

빈도 0 6 26 23 25 80

행% .0% 7.5% 32.5% 28.8% 31.3% 100.0%

열% .0% 18.2% 19.7% 20.5% 21.9% 20.0%

50대

빈도 0 8 11 29 32 80

행% .0% 10.0% 13.8% 36.3% 40.0% 100.0%

열% .0% 24.2% 8.3% 25.9% 28.1% 20.0%

60대

빈도 0 9 21 20 30 80

행% .0% 11.3% 26.3% 25.0% 37.5% 100.0%

열% .0% 27.3% 15.9% 17.9% 26.3% 20.0%

<표 21> 사회적 책임 군집별 인구 통계적 속성 분석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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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군집분석

전체 χ2무지형

(n=9)

기업

비판형

(n=33)

실행

부족형

(n=132)

기업의

실행

촉구형

(n=112)

중시형

(n=114)

거

주

지

서울

빈도 1 9 32 31 31 104

11.159

행% 1.0% 8.7% 30.8% 29.8% 29.8% 100.0%

열% 11.1% 27.3% 24.2% 27.7% 27.2% 26.0%

광역시

빈도 5 8 46 22 35 116

행% 4.3% 6.9% 39.7% 19.0% 30.2% 100.0%

열% 55.6% 24.2% 34.8% 19.6% 30.7% 29.0%

그 외

지역

빈도 3 16 54 59 48 180

행% 1.7% 8.9% 30.0% 32.8% 26.7% 100.0%

열% 33.3% 48.5% 40.9% 52.7% 42.1% 45.0%

직

업

화이트

칼라군

빈도 7 15 78 54 66 220

6.464

행% 3.2% 6.8% 35.5% 24.5% 30.0% 100.0%

열% 77.8% 45.5% 59.1% 48.2% 57.9% 55.0%

비화이트

칼라군

빈도 2 18 54 58 48 180

행% 1.1% 10.0% 30.0% 32.2% 26.7% 100.0%

열% 22.2% 54.5% 40.9% 51.8% 42.1% 45.0%

교

육

경

험

없음

빈도 5 14 33 21 18 91

17.322*

*

행% 5.5% 15.4% 36.3% 23.1% 19.8% 100.0%

열% 55.6% 42.4% 25.0% 18.8% 15.8% 22.8%

있음

빈도 4 19 99 91 96 309

행% 1.3% 6.1% 32.0% 29.4% 31.1% 100.0%

열% 44.4% 57.6% 75.0% 81.3% 84.2% 77.3%

구분 월평균 소득(단위:만원) F값

사

회

적

책

임

군

집

무지형 (n=9) 평균 390.00

2.785*

기업 비판형

(n=33)
평균 462.94

실행 부족형

(n=132)
평균 401.89

기업의

실행 촉구형

(n=112)

평균 512.04

중시형 (n=114) 평균 458.76

<표 22> 사회적 책임 군집별 인구 통계적 속성 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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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지형

(n=9)

기업

비판형

(n=33)

실행

부족형

(n=132)

기업의

실행

촉구형

(n=112)

중시형

(n=114)
F

-value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관성적 구매 3.56a 3.73ab 3.76ab 3.88ab 4.04b 4.42**

브랜드 전환 2.67a 3.06a 2.99a 2.99a 3.11a .895

정보탐색비용투자 3.44a 3.58ab 3.27a 3.66b 3.61b 3.980**

유통채널 다양화 3.44a 4.09b 3.58ab 4.02b 4.03b 11.289***

사용설명서 3.00a 3.85b 3.27ab 3.65ab 3.80b 7.892***

주의사항 3.00a 4.06b 3.52ab 3.84b 4.00b 10.435***

올바른 사용법 3.56ab 4.06b 3.46a 3.96ab 4.04ab 12.375***

구매 후 부조화 3.11a 3.30a 3.11a 3.14a 3.06a .518

긍정적 구전 2.89a 3.82b 3.54b 3.79b 3.77b 4.409**

불평행동 3.22a 3.55ab 3.18a 3.47ab 3.63b 5.490***

소비자 유형별 소비자행동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소비자행동에 관한 여러 하위 항목 중 브랜드전환과 구매 후 부조화를 제외한 관성적

구매, 정보탐색 비용 투자, 유통채널 다양화,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법, 긍

정적 구전, 불평행동에 대해 유형별 다른 행동양상을 보였다.

관성적 구매의 경우 무지형보다 중시형이 관성적 구매를 하는 비중이 높았다. 정

보탐색 비용 투자의 경우 무지형과 실행 부족형에 비해 기업의 실행 촉구형과 중시형

이 정보탐색에 드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채널

다양화의 경우 무지형이 기업 비판형과 기업의 실행 촉구형, 중시형보다 낮아 기업

비판형과 기업의 실행 촉구형, 중시형이 구매에 있어 유통채널을 더 다양하게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설명서의 경우 무지형보다 기업 비판형과 중시형이 사용설

명서를 더 숙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사항의 경우 무지형보다 기업 비판형과

기업의 실행 촉구형, 중시형이 주의사항의 인지를 중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

른 사용법의 경우 실행 부족형이 기업 비판형보다 낮아 올바른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실행 부분에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구전의 경우 무지형이 다른 집단보다

낮아 만족했을 때 주변인에게 그를 알리는 긍정적 구전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불평행동의 경우 무지형과 실행 부족형보다 중시형이 높아 불만족시, 불평행동에

대해 중시형에 속한 집단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소비자 유형별 소비자행동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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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책임 특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3>부터 <표 28>과 같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실천 요인을 바탕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요인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열 개

의 하위 항목 중 관성적 구매와 정보탐색 비용, 구매 후 부조화를 제외한 브랜드 전

환, 유통채널 다양화, 사용설명서 숙지, 주의사항 따르기, 올바른 사용법, 긍정적 구전,

불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

대와 실제 평가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성적 구매, 브랜드 전환과 구

매 후 부조화를 제외한 정보탐색 비용, 유통채널 다양화, 사용설명서 숙지, 주의사항

따르기, 올바른 사용법, 긍정적 구전, 불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귀분석 결과 유의성을 띠나 몇몇 항목에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 소비자행동이라는 거대한 개념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의 수는 매우 많다. 그 선상에서 사회적 책임 역시 소비자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되나 다양한 독립변수 중 하나이기에 상대적으로 설

명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행동이라는 종속변수보다 사회적 책

임이라는 독립변수가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라도 유의성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에 있어 공차와 VIF는 적합한 수준으로 도출되어 분석을 진행하였

다.

소비자의 구매 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책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4>, <표 25>와 같다.

<표 24>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실천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 전 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로 구매 전 행동 중 브랜드 전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식의 사회차원의식은 수준이 낮을수록 브랜드 전환 정

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차원의식의 경우 수준이 높을수록 브

랜드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상실천의 경우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브랜드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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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소비자의 구매 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특성 요인

종속

독립

관성적 구매 브랜드 전환 정보탐색 비용 투자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상수 2.825
10.003

***
2.101

5.817

***
1.344

3.420

**

사회차원의식 .187 .171 1.879 -.387 -.274
-3.047

**
.009 .006 .065

개인차원의식 -.009 -.008 -.097 .244 .174 2.083* .165 .108 1.295

소비실천 -.052 -.052 -.639 .187 .148 1.812 .218 .157 1.936

일상실천 .137 .138 1.606 .249 .194 2.274* .159 .113 1.336

성별 .082 .068 1.354 -.178 -.114
-2.300

*
-.130 -.076 -1.547

연령 -.044 -.036 -.534 .210 .131 1.986* .348 .199
3.028*

*

거주지 -.049 -.035 -.720 .164 .092 1.886 .139 .071 1.466

학력 -.048 -.032 -.611 .026 .013 .255 -.045 -.022 -.414

결혼 .013 .010 .158 -.089 -.053 -.845 -.058 -.031 -.508

직업 -.028 -.023 -.443 .110 .070 1.372 .030 .017 .344

교육경험 -.088 -.061 -1.225 -.082 -.044 -.899 .041 .020 .407

  .086 .100 .112

 .060 .074 .087

F-value 3.321*** 3.911*** 4.465***

<표 2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평가 요인이 소비자의 구

매 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로 구매 전 행동의 세 가지 하위 항목 중 정보

탐색 비용 투자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대영역의 사회공헌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탐색 비용 투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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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소비자의 구매 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성 요인

종속

독립

관성적 구매 브랜드 전환 정보탐색 비용 투자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상수 3.251
14.676

***
2.399

8.314

***
2.503

7.951

***

기대_소비자·

환경보호
.033 .043 .553 -.015 -.016 -.198 -.022 -.021 -.262

기대_사회공헌 .083 .090 1.135 .135 .114 1.428 .259 .200 2.504*

평가_소비자·

환경보호
.081 .117 1.303 .141 .157 1.736 -.032 -.033 -.364

평가_사회공

헌
.018 .023 .257 -.075 -.074 -.808 .043 .038 .418

성별 .106 .088 1.757 -.127 -.081 -1.604 -.075 -.044 -.876

연령 -.099 -.080 -1.235 .164 .103 1.567 .201 .115 1.762

거주지 -.057 -.041 -.824 .163 .091 1.802 .132 .067 1.337

학력 -.050 -.033 -.612 -.017 -.009 -.157 -.041 -.019 -.355

결혼 .004 .003 .051 -.030 -.018 -.275 .017 .009 .148

직업 -.043 -.036 -.687 .079 .051 .966 .014 .008 .156

교육경험 -.116 -.080 -1.578 -.097 -.052 -1.019 .034 .017 .327

  .068 .048 .057

 .042 .021 .030

F-value 2.581** 1.787 2.122*

<표 26>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실천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결과로 구매 행동의 네 가지 하위 항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채널 다양화 행동의 경우 의식영역의 사회차원의식 수준이 높을수

록 유통채널 다양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설명서 숙지 행

동의 경우 실천영역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실천과 일상실천 모두 그 수준

이 높을수록 사용설명서 숙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사항

확인 행동의 경우 사용설명서 숙지 행동과 마찬가지로 실천영역에 영향을 받았는데, 소비실

천과 일상실천 모두 그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설명서 숙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올바른 사용법의 경우 의식영역의 개인차원의식과 실천차원의 일

상실천 수준이 높을수록 올바른 사용법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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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특성 요인

종속

독립

유통채널 다양화 사용설명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value

상수 1.601 5.202*** 1.009 2.514*

사회차원의식 .242 .192 2.231* -.254 -.155 -1.795

개인차원의식 .083 .067 .836 .069 .043 .532

소비실천 .116 .103 1.320 .311 .211 2.707**

일상실천 .152 .133 1.630 .526 .353 4.324***

성별 -.105 -.076 -1.593 .004 .002 .052

연령 .244 .171 2.706** .119 .064 1.018

거주지 .087 .055 1.174 .078 .038 .803

학력 -.126 -.073 -1.463 .024 .011 .217

결혼 .016 .011 .183 .052 .026 .445

직업 -.087 -.062 -1.277 .046 .025 .517

교육경험 -.096 -.058 -1.232 .029 .013 .281

 .175 .176

 .151 .153

F-value 7.465*** 7.541***

종속

독립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법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value

상수 1.429 4.291*** 1.555 4.714***

사회차원의식 -.167 -.119 -1.429 -.227 -.162 -1.956

개인차원의식 .014 .010 .126 .297 .214 2.780**

소비실천 .337 .266 3.536*** .160 .128 1.700

일상실천 .461 .361 4.564*** .418 .329 4.175***

성별 .044 .028 .610 .019 .012 .273

연령 -.010 -.006 -.106 -.065 -.041 -.672

거주지 .087 .049 1.082 .075 .043 .946

학력 .069 .036 .744 -.074 -.039 -.805

결혼 -.090 -.053 -.928 -.036 -.021 -.374

직업 .080 .051 1.091 -.064 -.041 -.869

교육경험 -.099 -.053 -1.166 -.072 -.039 -.862

 .229 .234

 .208 .213

F-value 10.506***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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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평가 요인이 소비자의 구

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로 구매 행동의 네 가지 하위 항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통채널 다양화 행동, 사용설명서 숙

지 행동, 주의사항 확인 행동, 올바른 사용법 행동 모두 기대영역의 사회공헌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성 요인

종속

독립

유통채널 다양화 사용설명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value

상수 2.855 11.438*** 2.172 6.589***

기대_소비자·환경보호 -.106 -.121 -1.578 -.080 -.070 -.902

기대_사회공헌 .382 .363 4.663*** .354 .257 3.268*

평가_소비자·환경보호 .109 .136 1.545 .110 .106 1.185

평가_사회공헌 -.070 -.077 -.866 -.017 -.014 -.157

성별 -.044 -.032 -.649 .069 .038 .762

연령 .081 .057 .898 -.063 -.034 -.524

거주지 .079 .050 1.009 .065 .031 .630

학력 -.119 -.069 -1.300 -.011 -.005 -.093

결혼 .054 .036 .583 .145 .074 1.178

직업 -.102 -.073 -1.430 -.004 -.002 -.048

교육경험 -.103 -.062 -1.247 .008 .004 .070

  .101 .079

  .075 .053

F-value 3.960*** 3.010**

종속

독립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법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value

상수 2.700 9.646*** 2.815 10.272***

기대_소비자·환경보호 -.056 -.057 -.748 -.091 -.093 -1.228

기대_사회공헌 .278 .235 3.021** .301 .257 3.347**

평가_소비자·환경보호 .114 .128 1.445 .016 .018 .205

평가_사회공헌 .006 .006 .068 .119 .117 1.338

성별 .104 .067 1.363 .090 .058 1.200

연령 -.201 -.126 -1.980 -.228 -.144 -2.295

거주지 .077 .043 .878 .048 .027 .563

학력 .015 .008 .151 -.105 -.055 -1.044

결혼 -.007 -.004 -.070 .039 .024 .385

직업 .028 .018 .345 -.113 -.073 -1.449

교육경험 -.120 -.064 -1.292 -.096 -.052 -1.052

  .098 .125

  .073 .100

F-value 3.836*** 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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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실천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로 구매 후 행동의 긍정적 구전 행동과 불평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긍정적 구전 행동의 경우 의식영역의 사

회차원의식과 실천영역의 소비실천의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불평행동의 경우 실천영역의 소비실천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특성 요인

종속

독립

구매 후 부조화 긍정적 구전 불평행동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상수 3.059
7.400

***
1.234

3.402

**
.892 2.460*

사회차원의식 .284 .182 1.949 .266 .183 2.082* .043 .030 .340

개인차원의식 .079 .051 .586 -.015 -.010 -.124 -.010 -.007 -.085

소비실천 -.259 -.185
-2.194

*
.263 .201 2.532* .382 .291

3.680

***

일상실천 -.129 -.091 -1.030 .097 .074 .886 .199 .150 1.806

성별 -.023 -.013 -.254 .135 .084 1.737 -.124 -.077 -1.591

연령 -.111 -.063 -.916 .170 .103 1.603 .334 .202
3.146*

*

거주지 -.030 -.015 -.305 .033 .018 .375 -.002 -.001 -.023

학력 .058 .027 .506 -.095 -.048 -.940 .120 .060 1.180

결혼 .053 .029 .442 -.102 -.059 -.969 .123 .070 1.166

직업 .099 .057 1.084 -.018 -.011 -.224 .106 .065 1.322

교육경험 -.016 -.008 -.150 .036 .019 .390 -.002 -.001 -.022

  .034 .147 .150

  .007 .123 .126

F-value 1.246 6.095*** 6.225***

<표 29>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평가 요인이 소비자의 구

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로 구매 후 행동의 긍정적 구전과 불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긍정적 구전행동의 경우 기대

영역의 사회공헌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행동

의 경우 기대영역의 사회공헌과 평가영역의 소비자·환경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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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성 요인

종속

독립

구매 후 부조화 긍정적 구전 불평행동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

value

상수 3.536 10.935 2.630
8.998

***
2.178

7.355

***

기대_소비자·

환경보호
.122 .112 1.399 -.072 -.071 -.915 -.097 -.095 -1.211

기대_사회공헌 -.195 -.149 -1.832 .381 .312
3.967

***
.298 .244

3.069*

*

평가_소비자·

환경보호
-.116 -.117 -1.268 .090 .098 1.095 .166 .179 1.990*

평가_사회공

헌
.046 .041 .444 -.136 -.128 -1.432 -.057 -.053 -.590

성별 -.022 -.013 -.245 .194 .120 2.425* -.063 -.039 -.773

연령 -.109 -.062 -.930 -.016 -.010 -.152 .147 .089 1.367

거주지 -.016 -.008 -.163 .040 .022 .437 -.007 -.004 -.077

학력 .076 .036 .638 -.084 -.042 -.786 .063 .032 .581

결혼 .024 .013 .203 -.037 -.021 -.342 .185 .106 1.681

직업 .111 .064 1.202 -.023 -.014 -.272 .070 .043 .829

교육경험 .008 .004 .071 .044 .023 .459 -.016 -.008 -.163

  .021 .082 .062

 -.007 .056 .035

F-value .763 3.16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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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기본적 소비 수준을 충족하고 소비에 있어 선택권이 증가하자 소비자들

은 단순한 소비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불매운동 등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요구된 것이 바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표적인 경제주체가 가져야할 책임으로서 1960년대부터

요구되어 왔으나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소

비가 가지는 의미가 다양해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역시 더욱 중시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과 실천을 판단하

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통해 소비자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의식 및 실천수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및 실제 평가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과 실천 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

서 실천이 의식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수준의 전체 평균은 3.95로

실천수준의 전체 평균인 3.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항목을 비교할 경우에도

모든 항목에서 실천수준이 의식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나 교육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실제 평가를 비교한 결과 역시

모든 항목에서 실제에 대한 평가가 기대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수준의 전체 평균은 3.77으로 실제 평가수준의 3.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항

목을 비교할 경우에도 모든 항목에서 실제 평가수준이 기대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나 실제 이행

에 있어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및 실천수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소비자의 기대 및 실제 평가수준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

식수준이 3.95로 가장 높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3.77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수준이 3.70으로 세 번째 수준

이었으며,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평가수준이 3.07로 가장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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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변수

간에는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더 높은 수준이고, 의식·기대차원과 실천·

평가차원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의식·기대차원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사회적 책임에 있어 기업에 관한 영역이, 실천과 평가차원인 행동적 부분이 상대

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태도-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비

자역량의 이론에서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윤리적 연구영역이 가지

는 의식과 행동 간 간극의 문제로도 일부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의식 및 실천수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및 실제 평가수준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변수를 구성하는 요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관련 변수를 구성하는 요인에는 각각 두 가지씩 요인이 도출되었다. 먼저, 소

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은 사회차원의식과 개인차원의식으로 나뉘는데 이 요

인들은 주로 행동 주체가 사회적 차원의 의식인지 개인의 차원의 의식인지에 따라 나

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고 하였을 때 그 혜택을 받는 객

체가 공동으로 나누어 받는 것인지 건강 등 개인이 가장 크게 받는 것인지에 따라 나

뉘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은 소비실천과 일상실천으로 나뉘는데 이

요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나뉘었다. 소비실천의 경우 소비를 할

때의 선택권이나 가치 투자 등을 이용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반면 일상실천의 경

우 소비 외적으로 분리수거나 에너지절약 등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평가 요인은 같은 요인으로 도출

되었는데, 사회공헌과 소비자·환경보호로 나뉘었다. 이는 기업이 어떠한 영역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하는지에 따라 나뉘었다.

사회적 책임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를 인용해 문항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의식과 실천간에 다른 요인이 도출되었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및 실

제 평가는 선행연구의 요인이 합산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수행된 다른 연구의 문항을 인용해 연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

왔으므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책임에 따른 소비자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소비자행동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변수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관련 변

수들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한 결과 총 다섯 가지의 집단이 도출되었는데, 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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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과 기업 비판형(8.3%), 실행 부족형(33.0%), 기업의 실행 촉구형(28.0%), 중시형

(28.4%)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다섯 집단으로 소비자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집단은 브랜드전환과 구매 후 부조화를 제외한 관성적 구매, 정보탐색 비용 투자, 유

통채널 다양화,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법, 긍정적 구전, 불평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가장 상반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무지형과 중

시형으로 무지형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시형의

경우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책임에 관련

된 특성이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 특성 요인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영역의 요인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영역의

요인들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요인은 브랜드 전환,

유통채널의 다양화,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법, 긍정적 구전, 불평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요인은 정보탐색

비용 투자, 유통채널의 다양화,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법, 긍정적 구전, 불

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책임 관련 영역

이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 관련 특성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

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과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실제수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이 점점 중요시되면서 벌어지는 의식과 실천, 기대와 평가 간의 간극

을 줄이기 위한 행동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소비자의 평가 영역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개선방안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개선방안을 위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

섯 가지의 집단을 바탕으로 집단별 적합한 교육,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섯

집단 중 무지형의 경우 모든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기업 비판형과 기업의 실

행 촉구형의 경우 기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

업측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행 부족형의 경우 실천·평

가차원과 관련된 교육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 및 개선방안은 사회적 책임이 가지고 있는 역할적 중요성과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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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소비자행동 관련 문항이다. 설문조사 문항을 처음 구성하였을 때 문항 수가

과도하게 많아 응답자의 피로 및 불성실 응답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항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소비자행동에 대한 문항이 축소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소비자행동에 대한 문항의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소비자행동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문항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군집분석 결과 구성 수의 불균형이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네 종류의 결과 중

세 집단으로 나눈 결과는 구성 수가 비교적 균등하였으나 집단별 특성이 명확하지 않

아 제외하였고 네 집단과 여섯 집단으로 나눈 결과는 구성 수가 매우 불균등하였으며

집단별 특성이 불명확하여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다섯 집단으로 나눈 결과를 본 연구

에서 채택하였으나 군집 별 구성 수가 균등하지 않아 추가 분석으로 실시한 T-검정

이나 ANOVA분석, 교차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부족할 것이라 추측된다.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완을 한 후 진행한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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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특성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지닌 사회적 책임 특성이 소비자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를 알아보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석사학위논문으로 사용되기 위해 작

성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은 익명으로 진행될 것이며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외부 유출 방지는 물론, 연구 완료 즉시 폐기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께서 가진 의견과 행동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도교수 : 유 현 정 교수님

충북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전유정

wjsdbwjd9@naver.com

010-8442-8096

※ 사회적 책임(SR : Social Responsibility)

-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개념으로 기업과 소비자뿐만 아니

라 정부, 공적 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의미한다. 단순

히 해당 집단(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해

관계와 환경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함께 염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  경제적 책임 – 국가 이미지 상승, 국익 상승 기여 등 

       윤리적 책임 – 기업 간(하도급 거래 등) 공정 거래 등

       사회공헌    - 지역사회 기부, 이익금의 일부 사회 환원 등

       환경보호    -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환경보호 캠페인 등

       소비자 보호 – 친소비자 환경 조성, 적극적인 소비자불만 대응 등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EX)  환경보호         - 환경보호 물품 사용하기 등

       에너지·자원 보호 – 에너지 절약 실천, 사용 후 분리배출

       소비자보호       - 인증마크 확인하기 등

       사회공헌         - 지역사회를 고려한 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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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 환경문제 해

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3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홍

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자원절약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7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8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

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9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

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는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제품 및 서비스에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의 여부는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12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은 건강에 해가된다고 생각한다.

1.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귀하의 소비자로서 사회적 책임 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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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적으로 행동한다.

2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한다.

3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홍보

한다.

4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5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 버릴 때는 분리배출한

다.

6 자원절약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8
평소 일상생활이나 소비에 있어서 지역사회

와 지역사회 사람들을 고려한다.

9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

의 제품을 구매한다.

10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는 구매하지 않는다.

11

제품 및 서비스에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의 여부는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2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은 건강에 해가된다고 생각해 구매하지 않

는다.

2. 다음은 귀하가 소비자로서 실제 행동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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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

려할 것이다.

2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3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

할 것이다.

4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

여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5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할 것

이다.

6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7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8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9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

력할 것이다.

10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11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

다.

12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

응할 것이다.

13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14
제품(기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이

다.

3. 다음은 귀하가 기업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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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사업을 장

려하고 있다.

2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 영업규모 대비 적절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한다.

4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

여 사회에 환원한다.

5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한다.

6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한다.

7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한다.

10
소비자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소비자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2 소비자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13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다.

14 제품(기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4. 다음은 귀하께서 기업이 실제 행하는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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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모양(디자인)
2 예상되는 성능
3 가격
4 품질(성분)
5 AS
6 브랜드의 평판
7 브랜드의 유명도
8 인증마크
9 안전성

1순위 : 2순위 : 3순위 : 

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편

이다.

2
경험해보지 못한 제품(브랜드)을 사용하는 것

을 선호하는 편이다.

3
정보탐색에 많은 비용(시간, 금전 등)을 투자하는 편

이다.

5. 귀하의 일반적인 구매 전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5-1. 귀하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정보 채널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어주십시오. 

① 신문, TV 광고            ② 제 3자의 후기        ③ 블로그, SNS를 통한 광고

④ 판매자의 설명(홈쇼핑 포함) ⑤ 가족 및 친지, 친구 등⑥ 객관적인 정보비교사이트

⑦ 상품 자체의 설명        ⑧ 없음                 ⑨ 기타(   )

5-2. 귀하가 일반적으로 구매 요소에 대해 얼마나 중요성을 두는 지 체크해주십시오.

5-3. 다음의 구매행동의 유형에 대해 체크해주십시오.

5-4. 귀하가 정보 탐색에 들이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① 하루이내    ② 2~3일    ③ 1주    ④ 2~3주    ⑤ 한 달    ⑥ 한 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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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구매 후에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가에 대

한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2
구입한 물품에 대해 만족한 경우 주변 사람

들에게 이를 알리는 편이다.

3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 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편이다.

6. 귀하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구매 행동에 대해 체크해주십시오.

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다양한 유통채널(온라인, 오프라인/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고려하는 편이다.
2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는 편이다.
3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는 편이다.
4 상품 사용 가이드를 따라서 사용하는 편이다.

7. 귀하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구매 후 행동에 대해 체크해주십시오.

7-1. 귀하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구매 후 행동에 대해 체크해주십시오.

7-2. 귀하가 사용한 물품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 일반적으로 행하는 불평행동은

    무엇입니까?

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개인적으로 구매 중지 및 구매를 보이콧한다.

③ 주위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전한다.

④ 판매자로부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⑤ 회사,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 외부 공공기관에 불만을 호소한다.

⑥ 배상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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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귀하가 사용을 완료한 물품에 대해 주로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①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

② 버린다.

③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④ 교환한다.

⑤ 판매한다.

⑥ 빌려준다.

⑦ 기타(   )

8.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관련 질문입니다.

8-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8-2. 귀하의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만 (        ) 세

8-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 입니까?

① 서울특별시      ② 세종자치시      ③ 부산광역시      ④ 대구광역시

⑤ 인천광역시      ⑥ 광주광역시      ⑦ 대전광역시      ⑧ 울산광역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도          ⑫ 경상도

⑬ 전라도          ⑭ 제주도

8-4. 귀하께서 교육받은 기간은 몇 년입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어 주십시오. 

※ 초졸(6년), 중졸(9년), 고졸(12년), 전문대졸(14년), 대졸(16년), 석사(18년),

  박사(21년~)

(            )년

8-5. 귀하의 결혼여부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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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직 ③ 공무원/교직 ④ 자영업

⑤ 생산/기술/노무직 ⑥ 학생 ⑦ 판매·서비스직 ⑧ 주부 ⑨ 기타( )

8-7. 귀하의 가정의 월평균총소득액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            ) 만원

8-8. 귀하께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은 어느 정도 

    입니까?

※ 사회적 책임 교육의 예: 자원사용 교육, 건전소비 교육, 환경소비 교육 등…

① 전혀 없다 (☞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거의 없는 편이다 (☞ 8-9번으로 가주십시오.)

③ 보통이다 (☞ 8-9번으로 가주십시오.)

④ 약간 있는 편이다 (☞ 8-9번으로 가주십시오.)

⑤ 매우 많다 (☞ 8-9번으로 가주십시오.)

8-9. 귀하께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곳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학교           ② 정부기관            ③ 소비자단체          ④ 방송매체

⑤ 기업           ⑥ 인쇄매체            ⑦ 인터넷              ⑧ 기타( )

-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