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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고객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패스트푸드기업을 중심으로
지준우1), 정기한2)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Customer Loyalty :
Focused on Global Fast Food Company
Jun-Woo Jee1), Ki-Han Chung2)
요 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이슈가 다시 이해관계자, 정부, 기업
등 특히 소비자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CSR(윤리적, 환경적, 웰빙 CSR)이 브랜
드 이미지와 고객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신뢰가 각각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패스트 푸드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 CSR이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신뢰를 통해 고
객 충성도에 중요한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CSR은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신뢰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이미지와 고객신뢰는 각각 고객충성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기업의 CSR활동은 고객들에게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고객신뢰를 높여주며
결과적으로 해당기업의 충성고객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요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목을 받을 때, 패스트푸드 기업이 기업의 목표와 연계하여
CSR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브랜드 이미지, 고객신뢰, 고객충성도.

Abstra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sues are again attracting attention by stakeholders, governments, and
busin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t only the effects of CSR (ethical, environmental,
well - being CSR) on brand image and customer trust, but also the effect of brand image and customer
respectively trust on customer loyalty. This study shows that CSR plays an important role in customer
loyalty through brand image and customer trust. That’s all, CSR has effect on brand image and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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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Brand image and customer trust respectively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loyalty.
Therefore, corporate CSR activit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brand image of the company to the
customers, and enhance the customer's trust, and consequently have a great influence on making the loyal
customers of the company.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suggests that fast food companies should
consider how to effectively and strategically implement CSR activities in conjunction with corporate goals
wh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gaining attention these days.
Keyword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rand image, Customer trust, Customer loyalty.

1. 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지난 50년간 학문적인 연구의 중
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지금도 조직연구에서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 개념적으로도 넓고 상당한 논
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1] (Srinaruewan et. al., 2015). 학계에서의 학문적 관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CSR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정부,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CSR은 이해당
사자들, 특히 소비자와 커뮤니티 그리고 정부로부터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2] (Chung & Bang,
2016).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므로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이전의
비용적 측면이 아닌 전략적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많은 연대감을 갖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에 영향을 준다고 한
다[3] (Khan et. al., 2015). 그러나, 최근의 비윤리적 활동으로 기업의 브랜드에 치명을 입고 고객이
탈 현상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켄은
배출가스를 조작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배신감을 주었다. 이에 폭스바켄의 브랜드 이미지 및 판매
율은 급속도록 추락하고 있다.
한편, 윤리적 소비주의의 출연과 더불어, 소비자들은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해 개인적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생활하려한다[4] (Lauritsen, & Perks,
2015). 이러한 일련의 추세의 맥락에서, 고객들은 환경적으로 우호적인 행동에 참여하려 하며, 고객
들이 환경적 위협과 음식에 대해 불안감을 인식할 때 건강한 음식을 더욱 고려한다고 한다[5]
(Maignan & Ferrell, 2001).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
력이 있으며[6] (Oh et. al., 2013), 기업의 브랜드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 경쟁우위를 쟁취
할 수 있다[7] (Porter & Kramer, 2006). 이러한 이유로,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같은 패스트
푸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지하는 좋은 상점 운영, 재료의 재활용, 유기농 비료 활용, 무농약
등의 CSR활동을 시행하고 있다[8] (McWilliams & Siegel, 2001).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역할의 영역확대와 향후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CSR관련 연구와 다르게 CSR의 하위요인들은 외식업 고객을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주의를 내표한 윤리적 CSR, 환경적 CSR, 웰빙CSR로 구분하여 연구한 점이 차별적 연구라 하
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의 패스프푸드 기업을 대상으로 CSR(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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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적, 웰빙 CSR)활동이 브랜드 이미지, 고객신뢰,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한 연구이다.

2. 이론적 배경
2.1. CSR과 브랜드이미지, 고객신뢰와의 관계
외식산업에서 CSR은 음식의 안전, 동물복지, 환경보호 및 웰빙 같은 것을 다루고 있다[9]
(Lindgreen & Hingley, 2009). 이에, 본 연구는 CSR을 Carroll's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CSR
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과 관련성이 있는 두 가지 개념인 환경적 CSR, 웰빙 CSR 등 3가지 하위변
수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한다. 기업의

CSR활동은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환경적,

윤리적 CSR활동은 고객의 브랜드이미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Bang &
Chung, 2016). 서비스의 실패와 서비스의 성공적 회복 후 CSR에 대한 고객의 인식과 고객신뢰 간
에는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Choi & La, 2013).
가설 1. 기업의 CSR활동은 브랜드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기업의 CSR활동은 고객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2 브랜드 이미지, 고객신뢰, 고객 충성도에 대한 관계
Nguyen와 Lelerc(2011)는 서비스산업에서 고객들은 브랜드와 서비스 품질을 신뢰할 때, 고객
들은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행동적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12].
Busacca와 Castaldo(2003)의 연구에서 브랜드 이미지 또는 브랜드 연상은 충성도의 중요한 동인으
로서 확인했다[13]. 또한, Pivato 등(2008)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중심을 둔 연구에
서 고객들이 구매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일한 동인은 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14].
가설 3. 브랜드이미지는 고객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브랜드이미지는 고객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고객신뢰는 고객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3 CSR과 고객 충성도에 대한 관계
CSR프로그램은 고객 구매 및 고객 충성도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15]
(Pirsch et al. 2007). 뿐만 아니라 Pérez & Bosque(2015)의 최근 연구에서 고객중심의 CSR활동은
추천 및 구매행동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가설 6. 기업의 CSR활동은 고객충성도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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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선행연구와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패스트푸드 기업의
CSR, 브랜드 이미지, 고객신뢰, 고객충성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윤리적
CSR

환경적
CSR

웰빙
CSR

브랜드
이미지

H1

H3

H6

고객
충성도

CSR

H2

H4

고객신뢰

H5

[그림. 1] 연구모형
[Fig. 1] Conceptual Model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
들의 내용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에서 내
용타당성 검증된 항목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전적으로 동의한다) 측
정하였으며, CSR은 Carroll(1999), 방원석과 정기한(2016)의 총 9문항, 브랜드이미지 Low and
Lamb(2000), Kremer and Viot(2012)의 총 3문항, Martínez and del Bosque(2013). 변경숙 등(2007)
의 고객신뢰 총 5문항, 고객 충성도 Zeithaml et al.(1996), Srivastava(2015)의 총 3문항으로 구성하
였다[17][18][19][20][21]. 설문조사는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2017년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230명을 조사하였다. 이중 미회수 및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34부를 제외한
19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위해 SPSS Win version 21.0을 이용하였으며, 확인요인분석, 경로분석 및 조절효과분석을 위해
AMOS 2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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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자가 측정항목간의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df)=193.762(142),
CMIN/DF값이 1.365이고, GFI=0.915, AGFI=0.874, IFI=0.983, TLI=0.976, CFI=0.982, RMR=0.067,
RMSEA=0.043로 나타났다. AGFI값이 0.874로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나 측정모형 결과 지수의
적합도가 모두 만족할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나머지 적합도 지수와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통
계분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우종필, 2012).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가 일반적인 추천기준인
Cronbach' α값이 0.7 보다 높아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개념 신뢰도 값도 모두 0.7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일반적인 추천기준인 0.5 이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1] Results of the firs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d.
S.E.
t-value
P
Cronbach' α
C. R.
AVE
Estimate
EC6
0.885
Ethical CSR
EC5
0.714
.093
8.785
***
0.751
0.883
0.718
EC1
0.926
.095
8.223
***
EVC7
0.794
Environmental
EVC6
0.969
.079
15.504
***
0.902
0.908
0.769
CSR
EVC5
0.860
.093
8.785
***
WC7
0.907
Well-being
WC6
0.943
.050
19.867
***
0.889
0.897
0.748
CSR
WC4
0.731
.064
13.369
***
T5
0.817
.054
15.770
***
T4
0.820
.058
15.783
***
Customer
T3
0.897
0.930
0.849
0.651
Trust
T2
0.865
.060
17.353
***
T1
0.749
.055
13.704
***
BI5
0.784
Brand Image
BI6
0.754
.081
11.062
***
0.848
0.951
0.631
BI8
0.844
.089
12.383
***
L5
0.822
.107
12.180
***
Loyalty
L3
0.886
.094
13.183
***
0.865
0.871
0.689
L2
0.780
χ2(df)=193.762(142),p=0.000, CMIN/DF=1.365, GFI=0.915, ,AGFI=0.874, IFI=0.983, TLI=0.976, CFI=0.982,
RMR=0.067, RMSEA=0.043
Construct

Items

Note. *p<0.01

CSR에 대한 2차 확인요인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χ2(df)=61.804(24),
CMIN/DF값은 2.575이고, GFI=0.936, AGFI=0.880, IFI=0.966, TLI=0.948, CFI=0.965, RMR=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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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0.090로 나타났다. AGFI값이 0.880로 0.9보다 다소 작지만 나머지 값이 양호하므로 모형
적합도는 통계분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분서결과 CSR설명력 중에서 환경적 CSR이 0.9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웰빙 CSR 0.880, 윤리적 CSR 0.751 순으로 확인됐다.
[표. 2] 2차 확인요인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the seco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imensions

Sub-Paths

Ethical CSR

←

Environmental CSR

←

Well-being CSR

Elements

Std. Estimate

S.E.

C.R.

0.633

-

-

0.780

0.208

5.530

←

0.775

0.222

5.743

EC6

←

0.808

-

-

EC5

←

0.769

0.108

8.712

EC1

←

0.581

0.73

7.228

EVC7

←

0.800

-

-

0.961

0.78

15.501

CSR

Ethical CSR

Environmental

EVC6

←

EVC5

←

0.861

0.73

14.058

WC7

←

0.911

-

-

WC6

←

0.936

0.52

18.954

WC4

←

0.734

0.067

12.773

CSR

Well-being CSR

χ2(df)=61.804(24),p=0.000, MIN/DF=2.575, GFI=0.936, AGFI=0.880, IFI=0.966, TLI=0.948, CFI=0.965,
RMR=0.082, RMSEA=0.090

경로분석 결과, 모델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이 접합도는 χ2(df)=217.495(150), CMIN/DF값은
1.450로

3이하이며,

GFI=0.908,

AGFI=0.871,

IFI=0.977,

TLI=0.971,

CFI=0.977,

RMR=0.068,

RMSEA=0.048과 같이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로분석 결과 CSR이 고객신뢰(H1)와 브랜
드 이미지(H2)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신뢰
(H3)와 고객충성도(H4)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신뢰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H5)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CSR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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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로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path analysis for hypotheses
Hypothesi
s

Path

H1

CSR → Brand

H2

CSR → Customer

Trust

Brand Image → Customer
Trust
Brand Image → Customer
Loyalty

H3
H4
H5

Image

Customer

H6

Trust → Customer
Loyalty

CSR → Customer Loyalty

Path
coefficient

t-value

p-value

Results

0.325

4.050

***

채택

0.245

3.367

***

채택

0.692

9.302

***

채택

0.413

4.087

***

채택

0.492

4.674

***

채택

-0.18

-0.267

0.789

기각

χ2(df)=217.495(150),p=0.000,CMIN/DF=1.450,GFI=0.908,
RMR=0.068, RMSEA=0.048

AGFI=0.871,

IFI=0.977,

TLI=0.971,

CFI=0.977,

Note. *p<0.01

5. 결 론
연구결과 기업의 CSR활동은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이
미지와 고객신뢰는 고객충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SR이 브
랜드 이미지와 고객신뢰를 통해 고객충성도에 중요한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먼저,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음식산업 즉 패스
트 푸드기업의 CSR활동으로 적합한 CSR의 하위 변수로 윤리적, 환경적, 웰빙 CSR을 고려하여 관
련변수들과의 영향관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CSR이 고객의 태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통해 기업의 CSR활동이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이 생산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실증적 연구결
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관리적 관점으로 볼 때, 패스트 푸드 기업들은 CSR 활동을 기업의 목표와 연계하여 효율
적으로 전략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패스트 푸드점의 관리자들은 CSR, 브랜드 이미지, 고객
신뢰, 고객 충성도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매장 운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패스트 푸
드 기업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달매체를 통해 고객들에게 자사의 CSR활동 모습을 진정성 있
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브랜드의 이미지 및 신뢰를 높이고 충성고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대부분 20대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하였는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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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구성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추후 연구시 진정성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며(조승호
2015), 고객이 CSR 활동에 진정성을 느낄 경우 CSR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경자, 김정희 2013)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진정성이 있을 때 차별적이며, 경쟁우
위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CSR활동의 진정성 변수를 고려한 연구도 의미가 있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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