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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한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의 인지적
해석이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안재현1)･권석균2)

CSR이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인 조직구성원에게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인식되고
해석되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거시수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전략적
CSR 인식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호이론
및 사회정체성 이론, 행동윤리학적 접근을 토대로 지각된 CSR 유형이 CSR 인지과정을
매개로 조직 친화적 태도인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조직구성원을 가정하여 잠
재적 지원자인 대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 조직에 대
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독립변수인 CSR 유형을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 시나리오, CSR을 실행하지 않는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시나리오 접근
법을 통해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CSR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자신에게 할당된 세
가지 CSR 시나리오를 읽고 각 CSR 유형에 대해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CSR 유형에 따라 조직 친화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가설과 달리 자선적 CSR을 실행하는 조직에 비해 전략적 CSR을
실행하는 조직에서 CSR 인지과정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며, 조직 친화적 태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검증 결과에서도
자선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 대비 전략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에서 오히려 CSR 인지
과정이 조직 친화적 태도와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CSR 유형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조직 친화적 태도 형성에 미치는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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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기업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그 개념과 활동영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Porter and Kramer가 CSR의 전략적 확장 가능성을 언급한
이래, 전략적 CSR은 기업의 평판 및 가치 제고는 물론 조직의 성과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rammer, Millington, and Rayton, 2007; Caroll and Shabana,
2010; Porter and Kramer, 2006, 2011; Vlachos, Panagopoulos, and Rapp, 2014; Werther,
Jr. and Chandler, 2010). 즉 전략적 CSR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새
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더불어 기업은 사
회를 구성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통적 CSR 활동을 통해서도 소
비자로부터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CSR
활동이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 신뢰, 브랜드태도 등 기업성과에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Fombrun, 2005; Fombrun, Gardberg, and
Server, 2000).
그러나 많은 연구가 전략과 재무, 마케팅 영역에서 조직수준을 분석단위로 삼아 CSR이
조직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김선화･이
계원, 2013; 정흥준･신민주, 2016; 최병권･문형구･주영란, 2017). 최근 들어 CSR이 기업의
내부자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정흥준･신민
주, 2016). Pfeffer(1994)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적자원은 기업의 중요한 내부자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CSR이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행동 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면 이는 중요한 경영상의 이슈가 될 것이다. 기업이 의도하는 바대로 CSR이 조
직구성원들에게 인식되고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전략적 CSR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 활동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기업의 전략적 활동만으로 인식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미시적 관점에서 지각된 CSR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전략적 CSR을
포함한 여러 CSR 유형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외부 이해관계자인 소비자에
비해서, CSR이 내부 이해관계자인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
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이마저도 주로 CSR의 개념적 연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연
구들은 체계적인 분류기준 없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략적 CSR의 경우 기업현장에서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CSR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제안된 전략과 사회기여를 통합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전략적 CSR의 내용과
영역에 집중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개념이 구성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에 대한 논의는 소홀했다. 아직까지 전략적 CSR은 기업의 사회 기여와 책임을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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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환경, 이해관계자 관계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사례중심의 실무적 개념(김성택,
2015; Werther, Jr. and Chandler, 2010)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CSR 인식 연구에서 전략적 CSR은 그 중요성에 비해 효과성
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수준에서 직원 혹은 지원자들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따라 전략적 CSR과
기존의 CSR 활동을 인식하고 해석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일까?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들은 CSR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화함으로써 CSR을 판단하
고, 특정한 인지 혹은 인지과정을 통해 정서를 경험한다(Gond, Akremi, Swaen, and Babu,
2017). 또 그렇게 인식된 CSR 활동은 기업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하는 조직에 비해 더
매력적이고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서 본 연구는 Porter and Kramer(2006)의 정의를 바탕으로 CSR의 유형을
전략적 CSR과 전통적 관점의 자선적 CSR로 구분하고, 조직의 잠재적 지원자(prospective
job applicants)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CSR이 조직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CSR 활동을 전개하고 정착시키는
데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CSR은 본질적으로 윤리성과 도덕성
을 내포한 개념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행동윤리학(behavioral ethics)의 이론적 메커니즘
을 연구모형에 적용하여(Treviño, Weaver, and Reynolds, 2006), CSR 인지과정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및 연구가설의 설정
1. CSR의 발전과정과 특징
CSR 개념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고, 현재까지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변선영･김진욱･서민교, 2012). 이에 CSR의 개념이 발전되는 과정은 크게 3단계
로 구분된다(De Bakker, Groenewegen, and Den Hond, 2005). 먼저, 1950-1960년대는 점
진적 발전단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CSR은 개념화되기 시작했는데, Bowen(1953)은 ‘기
업가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거나 일련의 행
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를 거치면서 CSR의 개념은 다양화되면
서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다. 대표적으로 Carroll(1979)은 CSR을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ies),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ies),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ies), 자
선적 책임(philanthropy responsibilities)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Carroll(1991)은 이 네 가지
책임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즉, 기업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

윤리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30호)

31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한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의 인지적 해석이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 법적으로는 사회가 정한 법과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윤리적으로 옳고 공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선한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00년 이후 규범화 단계에서는 CSR이 국제규범화 되면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욱 강조되었고,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관리를 강조하게 되었다(Lea, 2002). 이 시기에 CSR
은 자원기반관점(RBV; resource-based view)을 통해 전략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기업이 CSR을 통해 명성과 평판, 호의적인 이미지, 구성원들의 충성심 등을
얻어 기업의 차별적 경쟁우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Werther, Jr.
and Chandler, 2010). 드디어 CSR은 전략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핵
심활동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공감
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전략적 CSR 개념의 주요 연구로서 Prahalad and Hammond(2002)는 기업이 관점을 전
환시켜 잠재적 외부 이해관계자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이들을 새로운 소비층으
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은 이러한 전략적 활동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해
Porter and Kramer(2002)는 기업이 자선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업 환경과 품질을 개
선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략적 자선(strategic philanthropy)
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로써 기업은 자선활동을 매개로 경쟁맥락을 사회적, 경제적 목표와
일치시키고 기업의 장기 비즈니스 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관점이 형성되었다. 이후 Porter
and Kramer(2006)는 전략적 CSR(strategic CSR)과 반응적 CSR(responsive CSR)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반응적 CSR이란 선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사
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을 최소화시키고 윤리를 넘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CSR이다.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반응하는 CSR이라는 뜻이다. 반면 전략적 CSR은 가치사
슬 혁신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사회적 제약조건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제고할 수 있는 CSR 활동이다. 즉 기업과 사회의 관계는
기업의 성공인가, 아니면 사회적 복지인가 라는 이분법적 제로썸(zero-sum)게임이 아니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략적 CSR 개념은 2011년에 이르러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이하 CSV)
로 진화했다(Porter and Kramer, 2011). CSV란 수익창출 이후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관점
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행위를 말한다. 즉,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확대해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관
점이다. Visser(2011)도 단편적인 사회공헌활동이나 공익연계마케팅에 머물러있는 단계를
CSR 1.0으로 규정하고 보다 진화된 CSR 활동으로 기업의 전략적, 능동적, 및 통합적 대
응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Porter and Kramer(2002, 2006, 2011)가 제안한 전략적 CS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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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유사 정의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주요 선행연구에서의 전략적 CSR 정의
구 분

정

의

Prahalad and
Hammond
(2002)

전략적 CSR의 초기 개념 : ‘BOP’ 모델을 통해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비용으로 인식하
는 관점을 바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이들을 새로운 소비층으로 만들어야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

Porter and
Kramer(2002)

전략적 CSR의 초기 개념 : 기업은 자선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업 환경과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

Porter and
Kramer(2006)

기업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 구분 : 자선적 관점에
서 CSR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분산되어 있고 수동적인 반면, 전략적 CSR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통합되어 있고, 동기도 비교적 능동적인 전략적 활동

Porter and
Kramer(2011)

CSV 개념 제시 : 수익창출 이후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 자
체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기업 행위

Freeman,
Martin, and
Parmar(2007)

단순한 사회책임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관된 사회이슈를 다루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이슈 중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고려하지 않음

기업이 중장기에 걸쳐 최대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이해
Werther, Jr. and
관계자의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 기획 및 핵심 사업분야에 총체적인 CSR
Chandler(2010)
관점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
Visser(2011)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에 총체적으로 CSR을 개입시켜 비즈니스의 전 과정
및 최종 생산물인 제품과 서비스에 사회, 환경적 가치가 반영되는 것

Crane, Palazzo, CSV의 경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사이의 긴장관계를 간과하여 기업과 이해관
Spence, and
계자들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지속적으로 납득과 조정, 타협해야 하는 경영 현
Matten(2014) 실을 지나치게 낙관했다고 비판

지금까지 논의한 핵심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을 비
교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반응적 CSR 개념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반응적
이라는 단어 자체에 피동적, 수동적 성격의 CSR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선적 CSR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 보다,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선한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환경의 요구를 해결하는 성격의 CSR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반대로 전략적 CSR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상호의존적 보완관계로 인식
하고, 상승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전략, 핵심 사업, 이해관계자 관계와 전략적으로
통합된 적극적 성격의 CSR 활동이다(Crane, Palazzo, and Matten, 2014; Porter and
Kramer, 2006; Werther, Jr. and Chandler, 2010). 이 두 유형이야말로 CSR 활동의 특성을
가장 특징적으로 차별화시켜주는 개념이어서 이들을 비교하여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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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2. CSR 유형인식의 차별적 효과
(1) 개인수준에서 CSR 인식의 반응과 효과
CSR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 관점에서 조직 관점으로, 사회적 의무로 보는 관점에서 조
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다(최병권･문형구･주영란, 2017;
McWilliams and Siegel, 2001, 2011; McWilliams, Siegel, and Wright, 2006). 이러한 과정
에서 CSR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규명한 실증연구들
이 다수 축적되었다. 반면 미시수준에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CSR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다행히 다수의 연구자들이 조직
수준에서 CSR의 효과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의 CSR 인식에 관한 실증연
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Glavas and Godwin, 2013; Gond et al., 2017). 실제로
평범한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이 어떠한 CSR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심
조차 없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조직의 CSR 활동을 인식하더라도 개인의 가치나 윤리관
등에 따라 조직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기업이 CSR을 적극 수행하면 종업
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적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의 CSR 인식은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조직과 직무에 관한 태
도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CSR 인
식은 조직구성원의 자긍심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조직 일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Brammer et al., 2007; Lin, Baruch, and Shih, 2012). 더불어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웰빙과 긍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으며(김해룡, 2009), 조직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서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강화시키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
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geson, Aguinis, Waldman, and Siegel, 2013).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의 CSR 활동 참여가 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와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aman and Zboja, 2006). 또한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 윤리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rammer et al., 2007; Valentine and Fleischman, 2008).
기업의 CSR 활동이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개인수준의 연구라는 점
에서 이전에 진행된 고객 또는 잠재고객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기업의 CSR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Lee and Yoon, 2018). 특
히 마케팅적 관점에서 CSR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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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Becker-Olsen, Cudmore, and Hill, 2006; Bhattacharya and
Korschun, 2006; Klein and Dawar, 2004). 반면에 내부 이해관계자인 종업원에 대한 연구
는 이제야 활성화 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이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
하고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조직구성원으로서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CSR
활동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조사하였다. CSR 활동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잠재적 지원자로서 대학생의 반응과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특히 CSR 유형에 따른 인
식과 태도형성에 주목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개인이 CSR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 판
단하는 일련의 인지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Gond et al, 2017; Gully, Phillips,
Castellano, Han, and Kim, 2013). 그러므로 개인이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 활동을 수
행하는 조직에 대해 느끼는 매력도와 실제로 조직에서 입사를 제안할 경우 수용할 의도가
있는지 등 종합적 반응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지각된 CSR 활동이 조직 친화적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차별적 반응에 대
한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CSR 유형으로는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에 해당하는 활
동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에 CSR의 유형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하였다. CSR 활동은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
식될 때 이를 통해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통적 관점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창출 활동과 자선적 CSR 활
동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전략적 CSR은 자선적 CSR과 달리 두 목표를 일치시킨
새로운 유형의 대안적 CSR이다. 따라서 전략적 CSR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 전략적 효과
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조직구성원들 역시 이를 CSR로 선명하게
인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적 CSR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발
생한다. 과연 기업은 전략적 CSR 활동을 통해 자선적 CSR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 내･
외부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에 본 연구는 잠재적 지원자로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에 대
한 인지적 해석에 따른 조직 친화적 태도의 형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잠재적 지원자로서
대학생들이 반응할 수 있는 조직 친화적 태도 변수로는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
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조직매력도의 경우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에 대한 호
감적 태도를 평가하고 향후 입사 여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Carless, 2005; Highhouse,
Lievens and Sinar, 2003). 그리고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동의도 수준에서 입사제
안 수용의도를 선정하였다. CSR 시나리오를 통해 CSR을 인식하고 도덕적 이슈로 인식하
게 되면 해당 기업에 대해 특정한 의도와 행동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 대학생에게 가정
적합한 변수로서 입사제안 수용의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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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B 관점에서 CSR의 영향을 연구한 메타분석 논문에서는 구성원들의 CSR 인식이
다양한 효과성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orgeson et al., 2013).
특히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성격, 가치 등 개인정체성 뿐만 아니라 사회정체
성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이다(Tajfel, 1978; Tajfel and Turner, 1979).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은 자신이 속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독특
성이 있다고 인식될 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의 메커니즘에 따르
면 CSR 활동은 기업의 잠재적 내부 구성원들인 지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이해관계자인 구직자들에게 CSR 활동은 조직의 선행(착한 행
동)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signal)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호의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Backhaus, Stone, and Heiner, 2002; Greening and Turban, 2000). 기타 연구들에
서도 CSR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en, Battacharya, and Korschun, 2006). 즉, 자선적 CSR 활동
의 경우 지원자들에게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의 선행으로 인식되는 데 있
어 전략적 CSR 보다 유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CSR을 전략적으로 수행
할 때 보다 자선적으로 수행할 때 해당 기업의 CSR 활동을 보다 윤리적 성격의 활동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는 기업에 대한 매력도와 입사의도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Porter와 Kramer(2002)는 자선적 CSR 대비 전략적 사회공헌의 이점에 대해 강조
하고 있다. 기업은 전략적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기업이 더 우수한 인력
을 수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CSR에
대한 관점이 사회적 의무로 보는 관점에서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
의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자선적 활동 중심의 CSR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
안적 CSR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즉 기업이 자선활동 수준의 CSR 활동을 넘
어 기업의 가치사슬에 전략적 측면을 보완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변선영･김진욱･서민교, 2012). 따라서
전략적 CSR은 지원자들의 반기업 정서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적 CSR로 인식될 수 있다. 전략적 CSR은 기업의 소극적이고 반응적인 CSR
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CSR 활동으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기업의 전략적, 자선적 CSR 활동은 입사를 희
망하는 지원자들의 조직매력도와 입사의도 등에 각각 차별적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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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잠재적 구직자가 인지하는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는 자선적 CSR을
실행하지 않는 기업 대비, 자선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에서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2 잠재적 구직자가 인지하는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는 전략적 CSR을
실행하지 않는 기업 대비, 전략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에서 더 높을 것이다.

(2) CSR 인지과정의 매개역할
그렇다면 CSR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행동윤리학(behavioral ethics)에서는 도덕적 인식과 해석이라는 인지과정을 중
시한다. 도덕적 의사결정과 행동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인지과
정(cognitive process)을 통해 정당한 도덕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ones, 1991; Rest, 1986; Reynolds, 2006; Treviño, Weaver, and Reynolds, 2006). 이러한
개인의 인지과정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는 도덕적 인식(moral awareness)
에서 시작하여 판단(judgement), 의도(intention), 행동(ethical/unethical behavior)으로 연
결되는 단계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Rest, 1986; Rest, Narvaez, Bebeau, and Thoma,
1999).
도덕발달이론에서도 개인이 인식하는 조직과의 윤리 적합성은 지원자로 하여금 해당 조
직을 더 매력적으로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Kohlberg, 1981). 이
문제에 대해 Rest(1986)는 특정 상황에 도덕적 문제가 존재할 경우 개인이 도덕적 기준이
나 원칙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해석하게 되는데 도덕적 인식은 이러한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즉, 도덕적 인식은 자신의 잠재적 결정이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
해관계, 복지 또는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tterfield, Treviño, and Weaver, 2000).
그러나 개인이 도덕적 결정을 하더라도 당면한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로 확인될 때까지 분
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Reynolds, 2006). 따라서 도덕적 인식에서 중요한 것
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관점도 수반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잠재적 지원자가 CSR 활동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를 도덕적 이슈
로 이해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전략적 CSR의 경
우 개인에게 인식될 때 CSR 활동보다는 기업의 전략적 활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선적 CSR 대비 인지적 해석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지 못할 가능성 있
어 잠재적 구직자들이 인식하는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잠재적 구직자들은 전략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보다 자선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을 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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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잠재적 구직자에게 있어서 자선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 대비, 전략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은 CSR 인식수준과 도덕적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 Jones(1991)는 도덕적 문제를 규정하는 요소로 사회적 기대 또는 행동의 사회적
규범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규범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상황에서 행위자
들이 해야 할 일을 지정하는 일종의 행동규칙으로 작용한다(Bierstedt, 1963). 더불어 상황
적 특성도 조직구성원의 CSR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조
직의 CSR 유형과 수준을 높게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CSR을 수행하는 맥락적 상황
이나 수행 동기까지 살펴봄으로써 CSR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Sen et al.,
2006).
따라서 개인이 선택하는 윤리적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이슈를 인지하고 해석하
는데 달려있다. 기업의 CSR에 대해서도 구성원이 이를 도덕적 이슈로 인지하게 되면 구
성원의 태도 및 행동의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동윤리학 관점에서 볼
때, 각 CSR 유형은 조직구성원들에게 CSR로 인지되고, 도덕적 인식과 결합될 때 조직 친
화적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tterfield, Treviño, and Weaver,
2000)). 그런데 CSR 유형에 따라 CSR 인식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 인식
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략적 CSR의 특성으로 인하여 CSR 수준인식에 비해 도덕
적 인식이 낮아져서 조직 친화적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
다. 자선에 비해 전략이 도덕성이 낮을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호이론
을 토대로 살펴보면 CSR 활동을 조직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일 때, 사람마다 그 강도는
다르기 때문에 인식수준과 도덕적 이슈의 인식 역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CSR을
전략적으로 실행할 때 보다 자선적으로 실행할 때 지원자들은 해당 활동을 보다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기업에 대한 매력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다수의 구직자들이 기업에게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메
시지를 요구하며, 자신은 일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욕구를 결
합시켜 종합적으로 조직과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Gully, Phillips, Castellano,
Han, and Kim, 2013). 결과적으로 개인의 CSR 인지과정은 CSR 유형과 행동의도로서의
조직 친화적 태도를 매개하여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를 대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도로 통합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인지과정이 개인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사람마다 특정 상황을 다른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이슈로 인식하는 과정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 경험이 부족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인
식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행동의도로서 조직 친화적 태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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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자선적 CSR이 전략적 CSR에 비해 사회책임 수행이라는 인식
과 도덕적 인식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활성화된 CSR 인
지과정이 CSR 유형과 조직매력도 및 입사제안 수용의도 간 관계를 더 강하게 매개할 것
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담은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가설 3. 잠재적 구직자가 인지한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는 자선적 CSR을 실
행하는 기업 대비, 전략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에서 CSR 인지과정의 매개효과에
의해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자료의 수집 절차(시나리오 접근법)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Rupp, Shao, Thornton, and Skarlicki(2013)의 연
구에서 착안하여 시나리오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3가지 CSR
시나리오를 읽고 각 CSR 유형에 대해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구직자들이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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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CSR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하고, 응답자들은 시나리오에 제
시된 기업의 CSR 유형이 자신의 CSR 인식수준과 도덕적 인식, 조직 친화적 태도 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잠재적 지원자인 대학생들의 경우 조
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CSR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략적 CSR의 경우 자선적 CSR과 달리 기업의 전통적 CSR
활동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기업의 전략적 활동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하
였다.
더불어 시나리오 접근법은 설문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외
생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독립변수를 임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다양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론적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
구하고 시나리오 실험은 동시에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시나
리오의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공된 시나리오는 조작에 대한 구
성개념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측정 항목의
경우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인된 측정도구 중 연구의 목적에 적
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대상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경영학 관련 3
개 수업에 대해 사전 승인을 얻어 직접 방문하였고, 참여자들에게 실험조사의 목적과 설문
방법을 설명한 후 유형별 시나리오를 배포하였다. 총 579(193명)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에서 여과 설문(filter item)을 일관되게 통과하지 못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
외한 555부(185명, 95.9%)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21.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CSR 유형에 따른 조직 친화적 태도의 차이는 t-test
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였다. 더불어 각 측정변수 간 직, 간접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CSR 인식
수준과 도덕적 인식의 이중매개효과는 Hayes가 제공한 SPSS PROCESS Macro version
3.4의 모형6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CSR의 유형별 시나리오를 통한 측정
1) 전략적 CSR 시나리오의 요소
전략적 CSR에 대한 시나리오에서는 기업의 핵심 경쟁전략과 결합한 CSR 활동을 부각
시켰다. 여기서는 전략적 CSR의 주요 특징으로서 첫째, 사회적 문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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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며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고자 하는 점, 둘째, 핵
심사업 즉 가치사슬과 통합된 CSR 활동이라는 점, 셋째, 내부 이해관계자인 조직구성원들
과의 관계는 물론 협력업체와 고객, 정부와 지역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초
점을 둔다는 점을 반영토록 하였다.
2) 자선적 CSR 시나리오의 요소
자선적 CSR에 대한 시나리오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의무
를 중시하였다. 자선적 CSR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CSR 활동과 유형에 관한 연구를 분
석한 결과 크게 공익적인 사회활동, 공익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
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Maignan and Ferrell, 2001; 한은경, 2003). 이를
시나리오에 반영코자 하였다.
이상의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의 특징은 다음의 <표 2>에 요약하였다.
<표 2>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의 특징
전략적 CSR

자선적 CSR

1

경쟁전략과의 통합

1

공익적 사회활동

2

가치사슬과의 통합

2

공익 단체 기부활동

3

이해관계자 관계와의 통합

3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시나리오 개발단계에서는 CSR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집단으로부터 시나리오 조작
내용 및 표현을 다섯 차례에 걸쳐 검토를 받았다, CSR 전문가집단은 총 6명으로 매니지
먼트 분야의 교수 1명, 경영학 박사과정(수료생) 5명으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조작의 타
당성 검증을 위해 시나리오의 적절성과 이해의 용이성 등이 검토되었다. 최종적으로 개발
된 시나리오는 가상의 기업과 CSR 활동에 대해 함축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각각 3개의
문단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단은 대학생들이 시나리오에 좀 더 쉽게 몰입할 수 있도
록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 문단은 기업이 처한 경쟁 상황과 이
에 대한 대응, CSR 활동을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단에서는 CSR 활
동이 가져온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응답자들이 대학생임을 감안하여 시나리오의 각
문단은 7줄을 넘지 않도록 기술하였으며, 시나리오의 내용 이해를 돕고 유형별 판별력을
높이기 위해 각 문단사이에는 공백을 두었다. 설문지의 마지막에는 시나리오를 읽지 않았
거나 내용 숙지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응답한 결과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과설문을 삽입하였다. 여과설문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각 CSR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
를 설명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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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및 매개변수
독립변수 외에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CSR 인지과정을 구성하는 변수로서 CSR 인식
과 도덕적 인식 등 2개 변수와 최종 조직 친화적 태도로서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
도(이상 종속변수) 등 2개 변수이다. 각 변수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CSR 인식수준
CSR 인식수준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CSR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지에 대해 개인이 얼마나 높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였
다. 측정방법은 Rupp, Shao, Thornton, and Skarlicki(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
방법론에서와 같이 시나리오를 읽은 후 리커트 5점 척도로 된 4개의 설문항목에 응답하도
록 구성하였다. 대표 문항으로는 “이 회사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대
응한다.”등이 있다.
2) 도덕적 인식
도덕적 인식은 특정 상황에 도덕적 문제 혹은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설문항목은 Reynolds(2006)의 연구에 사용된 항목을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정, 활용하였다. 도덕적 인식은 기업이 추구하는 윤리적 이슈로서의
CSR 활동으로부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여 제시된 유형별 CSR 시나리오를 읽은 뒤 반응
을 3개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대표 문항으로는 “이 시나리오에는 중요한 윤리적 이
슈가 설명되어 있다.” 등이 있다.
3) 조직매력도
조직매력도는 해당기업에 대해 입사 전 지원자 입장에서 조직 및 직무에 대해 느끼는
호감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Highhouse, Lievens and Sinar(2003)가 사용한 측정도구 중 입
사지원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질문하기 적합한 4가지 항목을 발췌하여 설문항목을 구
성하였다.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이런 회사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등이 있다.
4) 입사제안 수용의도
입사제안 수용의도는 해당기업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넘어서 실제 행동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된 변수이다. 이는 잠재적 지원자의 입장에서 해당 회사로부터 면접 혹은 입사제
의를 받았을 때 이를 수용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Harris and Fink(1987)가 사
용한 3개 항목을 수정하여 “입사 제안을 받는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다” 등의 설문 항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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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먼저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 별로 유형별 시나리오를 읽고 조작
적 정의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시나리오 판
별율은 81.3%, 미판별율은 18.7%로 양호한 판별율을 보였다. 개별 시나리오를 보면 자선
적 CSR에 대한 판별율이 64.9% 수준이어서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다소 낮았다. 타 유형
에 대한 시나리오 판별율이 89% 이상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의외이다.
설문에서는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 유형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질문했는데 최종
판별과정에서 타 유형의 영향을 받아 편의 추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한계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나리오 판별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각 유형별 CSR 시나리오에
대한 판별율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 시나리오 판별 결과
구분

CSR 유형

응답

그렇다

아니다

판별율

전략적 CSR

166

19

89.7%

자선적 CSR

120

65

64.9%

No CSR

165

20

89.2%

451(81.3%)

104(18.7%)

555(100%)

계

(1) 투입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
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시나리오 실험을 통해 측정된 독립변수를 제외한
모든 투입 변수가 적합도 지표의 권고 수준을 만족하여 측정모형이 자료를 적절하게 반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RMSEA, GFI, AGFI, TLI, CFI 등을 적합도 지수를 사
용하였다. χ2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참고로만 활용하였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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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90 이상의 적합도 지수와 .05보다 작은 RMSEA는 매우 좋은 적합도로 평가할 수 있다.
RMSEA=.047, GFI=.925, AGFI=.904, NFI=.934, RFI=.922, IFI=.962, TLI=.955, CFI=.962 등
의 값을 보여 기준치를 상회하는 좋은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적정수준의 적합성을
확보한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은 0.5 이상이면 집중 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요인의 AVE값이 .60을 상회하고
있고, 개념신뢰도 및 크론바하 알파 역시 .80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측정도구의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개념

CSR
인식수준

도덕적
인식

조직
매력도

입사제안
수용의도

항목

요인
부하량

CSR1

1.000

CSR2

.849

표준
오차

C.R.

.026

33.154

.901

***

.917

.878

.025

34.697

CSR4

.938

.027

34.977

1.000

도덕인식2

.899

도덕인식3

.999

조직매력1

1.000

조직매력2

.948

AVE

개념
신뢰도

크론바하
알파

.769

.930

.949

.762

.906

.912

.708

.906

.881

.721

.886

.844

.901
***

CSR3
도덕인식1

표준화
요인부하량

***

.920
.898

.033

26.880***

.843

.033

***

30.292

.902

.052

18.374

***

.739

***

조직매력3

1.127

.050

22.571

.876

조직매력4

1.131

.054

20.908***

.820

입사의도1

1.000

입사의도2

.870

.046

18.860**

.772

입사의도3

1.051

.053

19.927***

.818

χ2=568.868, d.f=254, RMSEA=.047, GFI=.925, AGFI=.904, NFI=.934, RFI=.922, IFI=.962, TLI=.955, CFI=.962
**p<0.01, ***p<0.001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CSR 유형과 투입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매
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는 3개 유형의 회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각 개별 기업에 대
해서 설문하여 측정한 결과를 각각 반영하였다. CSR을 시행치 않는 기업 시나리오에서는
인지과정 변수인 CSR 인식수준과 도덕적 인식이 없으므로 1) 전략적 CSR 대비 No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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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자선적 CSR 대비 No CSR 시나리오, 3) 전략적 CSR 대비 자선적 CSR 시나
리오 등 쌍대비교 형식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
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략적 CSR의 기업은 No CSR 기업에 비하여 조직매력도
와 입사제안 수용의도가 높게 나타난 데 반해 자선적 CSR의 기업은 No CSR 기업과 유
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략적 CSR 기업이 자선적 CSR 기업에 비해 조
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매개변수에서는 그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략적 CSR 기업에서 CSR 인식수준은 높게(r=.253, p<0.01)
나타난 반면에 도덕적 인식과는 부정적인 관계(r=-.276, p<0.01)를 보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구분

요인

1. CSR 유형
(전략=2, No=1)
전략적
2.
조직매력도
CSR
효과 3. 입사제안 수용의도
4. 성별(남=1, 여=2)
1. CSR 유형
(자선=2, No=1)
자선적
CSR 2. 조직매력도
효과

자선적
CSR
대비
전략적
CSR
효과

1

2

3

.366**

**

.203

.571

1

.000

.005

-.007

1

1
.095

1
**

.057

.670

.000

-.052

3. 도덕적 인식

6

1

**

4. 성별(남=1, 여=2)

2. CSR 인식수준

5

1

3. 입사제안 수용의도
1. CSR 유형
(전략=2, 자선=1)

4

1
-.015

1

1
**

.253

1

**

**

.318

-.276

1

4. 조직매력도

.259**

.502**

.204**

5. 입사제안 수용의도

.144

**

.360**

.218**

6. 성별(남=1, 여=2)

.000

-.019

.006

1
.585**
-.004

1
.022

1

M

SD

1.5

.50

3.38

.74

3.43

.73

1.56

.50

1.5

.50

3.18

.74

3.33

.74

1.57

.50

1.5

.50

3.99

.62

3.64

.71

3.45

.77

3.48

.74

1.57

.50

n=370, *p<.05, **p<0.01

3. 연구모형분석
(1) 가설1의 검증
연구가설 1에서는 CSR을 실행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CSR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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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CSR을 실행하지 않는 시나리오 대비 자선적 CSR과 전략적 CSR의 차
이를 각각 확인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자선적 CSR의 경우에는 No CSR 기업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전략적 CSR의 경우는 No CSR 기업에 비해 조직매력도와 입사제
안 수용의도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설 1.1은 기각되었고 가설
1.2는 지지 되었다.
<표 6> t-test 결과
구 분

조직매력도

입사제안
수용의도

n

M

SD

자선적 CSR

185

3.25

.792

No CSR

185

3.11

.676

전략적 CSR

185

3.65

.699

No CSR

185

3.11

.677

자선적 CSR

185

3.37

.754

No CSR

185

3.29

.722

전략적 CSR

185

3.58

.714

No CSR

185

3.29

.723

t

p

1.835

.067

7.541***

.000

1.103

.271

3.979***

.000

*p<0.05, **p<0.01, ***p<0.001

추가적으로 3가지 CSR 유형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통해 집
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7>의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조직매력
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 모두에서 전략적 CSR은 No CSR 및 자선적 CSR의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전략적 CSR의 실행이 조직 친화적 태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One-way ANOVA 결과
구 분

조직매력도

입사제안
수용의도

n

M

SD

a) 자선적 CSR

185

3.25

.792

b) 전략적 CSR

185

3.65

.699

c) No CSR

185

3.11

.677

a) 자선적 CSR

185

3.58

.754

b) 전략적 CSR

185

3.67

.714

c) No CSR

185

3.29

.723

F

Scheffe

27.602***

b>a***
b>c***

8.131

b>a***
b>c***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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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의 적합성 검증 및 경로계수
연구가설 2와 3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한 공분산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연구모형을 CSR 유형이 매개변수와 결과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한 경쟁모형으로서 CSR 유형이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결과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의 적합도 지수는 <표 8>과 같다.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χ²/df의 경우 3 이하,
GFI, NFI, TLI, CFI는 0.90 이상, RMSEA는 0.05 이하일 경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우
종필, 2012; Hu and Bentler, 1999). 연구모형의 경우 조건에 부합했고, 경쟁모형은 일부
항목의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을 최적의 모형
으로 선택하였다.
<표 8>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구 분

χ²

df

χ²/df

RMSEA

GFI

AGFI

NFI

TLI

CFI

연구모형
(부분매개 모형)

174.640

80

2.18

.057

.944

.915

.939

.955

.966

경쟁모형
(완전매개 모형)

278.972

84

3.32

.079

.903

.879

.903

.912

.930

연구모형에 따른 경로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전략적 CSR이 자선적 CSR에 비해 CSR 인식수준에는 긍정적 영향(β=.280; p<.001)을, 도
덕적 인식에는 부정적 영향(β=.28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잠재
적 구직자에게 있어서 자선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 대비, 전략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
은 CSR 인식수준과 도덕적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 가설2는 부분적으로 지
지되었다.
추가적으로 자선적 CSR 대비 전략적 CSR에서 최종 결과변수인 조직매력도(β=.159;
p<.01)와 입사제안 수용의도(β=.173; p<.01)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CSR 인식수준은 최종 결과변수인 조직매력도(β=.520; p<.001)와 입사제안 수용
의도(β=.324; p<.001)에 모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도덕적 인식은
조직매력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입사제안 수용의도에만 긍정적 영향(β=.324;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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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자선적 CSR 대비 전략적 CSR의 효과

경 로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1

전략적CSR

→

CSR인식수준

.280

.067

5.056***

2

전략적CSR

→

도덕적 인식

-.453

.060

-7.752***

3

CSR인식수준

→

도덕적 인식

.469

.056

7.167***

4

전략적CSR

→

조직매력도

.159

.073

2.751**

5

전략적CSR

→

입사제안 수용의도

.173

.080

2.603**

6

CSR인식수준

→

조직매력도

.520

.074

7.264***

7

CSR인식수준

→

입사제안 수용의도

.324

.072

4.479***

8

도덕적 인식

→

조직매력도

.087

.078

1.136

9

도덕적 인식

→

입사제안 수용의도

.182

.085

2.529*

*p<0.05 **p<0.01, ***p<0.0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는 전략적 CSR도 자선적 CSR 못지않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
로 지원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을 이끌어 낼 만큼 긍정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가 자선적 CSR과 비교한 분석
에서 얻어진 것임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조직에 대한 개인의 CSR
인식수준이 높더라도 조직이 CSR을 수행하는 맥락적 상황이나 수행 동기까지 살펴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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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CSR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Sen et al., 2006)는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CSR 자체의 긍정적 효과에 못지않게 위험성이 따르므로 윤리적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그림 2]에 도시하였다.

(3) CSR 인지과정 변수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은 CSR 인지과정으로서 두 개의 변수를 도입하여 이중매개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이들 변수의 매개효과를 SPSS PROCESS Macro Version3.4를 활용하여 구체
적으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접근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정규본포(t분포) 조건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의 Baron and Kenny(1986)나 Sobel(1982)
이 제안한 방법은 이중매개와 같은 복잡한 매개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Preacher and Hayes(2008, 2004)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을 적용
한 방식이 이중매개효과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래핑에서 재추출한 표본의 수는 5,000개이며, 해당 값은 95% 신뢰구간 하한에서 상
한 값까지 ‘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1단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아도, 간접효과인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서 시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경
우이다(Shrout and Bloger, 2002). 본 연구는 두 케이스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립변수인 CSR 유형과 종속변수인 조직
매력도(.020[.005, .043]) 및 입사제안 수용의도(.025[.005, .051]) 간 관계에서 CSR 인지과정
변수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
식 모형에서는 도덕적 인식과 조직매력도 간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부트
스트래핑을 적용한 이중매개효과 측정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잠재적 구
직자가 인지한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의 경우 자선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 대
비, 전략적 CSR을 실행하는 기업에서 CSR 인지과정의 매개효과에 의해 더 낮게 나타날
것으로 설정한 가설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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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PROCESS Model6를 이용한 이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Y = 조직매력도

Y = 입사제안 수용의도

총효과: .110[.017, .210]

총효과: .039[.063, .142]

개별매개효과
1) X→M1→Y: .162[.093, .244] (유의)
2) X→M2→Y: -.073[-.133, -.019] (유의치 않음)
3) X→M1→M2→Y: .020[.005, .043] (유의)

개별매개효과
1) X→M1→Y: .105[.046, .177] (유의)
2) X→M2→Y: -.091[-.168, -.020] (유의치 않음)
3) X→M1→M2→Y: .025[.005, .051] (유의)

주: 1) X=CSR 유형, M1=CSR 인식수준, M2=도덕적 인식, N=370. **p<0.01, ***p<0.001
2) Bootstrap, N=5,000, 매개효과계수[Boot하한값(95%신뢰구간하한선, Boot상한값(95%신뢰구간 상한선)

이러한 결과는 자선적 CSR 못지않게 전략적 CSR 역시 조직 친화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CSR 인지과정 변수들의 매개역할
을 통해 CSR활동이 지원자들에게 보다 선명하게 인지되고 이해될 때 전략적 CSR의 효과
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즉 실질적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CSR로서 전
략적 CSR이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1
차 매개변수인 CSR 인식수준의 개별매개효과(조직매력도=.162[.093, .244]; 입사제안 수용
의도=.105[.046, .177])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2차 매개변수인 도덕적 각성의 개별매개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략적 CSR이 자선적 CSR에 비해 윤리적, 도덕적
이슈로 인식되기 어렵지만, CSR 인식수준을 통해 도덕적 이슈로 인식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시사한다.

Ⅴ. 결 론
1. 연구의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잠재적 지원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CSR 유형과 조직
친화적 태도 간 관계를 검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CSR 인지과정으로서 CSR 인식수준과
도덕적 인식의 이중매개효과를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시나리오 접근을 통해
조직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CSR 활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
록 배려하였다. 이는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 실험의 장점까지도 고
려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선적 CSR을 실행하는 조직에 비해 전략적 CSR을 실행하
는 조직에서도 긍정적인 조직 친화적 태도가 형성되고, CSR 인지과정도 활성화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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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설2에서 도덕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때, CSR이 인식되고 해
석되는 과정에서 편의 추정이나 동기 왜곡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결
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즉 CSR 인지과정이 매개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경우
전략적 CSR에서 동기의 순수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원들의 CSR 인식이 조직의 기대와는 달리 CSR 냉소주
의와 반 생산적 활동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이수정･윤정구, 2011).
이러한 발견은 CSR의 전략화 과정이나 자선적 CSR 추진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경우 예기치 못한 냉소적 반응에 직면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러한 부작
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 CSR 인지과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CSR 유형 인식과 조직 친화적 태도 간 관계
에 있어서 도덕적 이슈로 이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CSR 활
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수준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각된 CSR 유형과 무관하게 시나리오를 읽고 CSR 인식수준이 높
아진 경우, 응답자들의 도덕적 인식은 일관되게, 조직 친화적 태도의 경우 긍정적으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잠재적 지원자가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원자의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도는 동시에 높아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외부 이해관계자인 소비자와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된 연구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내부 이해관계자(잠재적)에 미치는 영
향을 시나리오 실험을 통해 탐색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기업
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할 뿐만 아니
라, CSR의 효과성에 대해서 조직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둘째, 전략적 CSR의 인식과 해석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략적 CSR에 대해서는 주로 기업차원에서의 전략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전략적 CSR을 조직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
일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Porter and Kramer(2006)의 정의를 바탕으로
CSR의 유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로 분류하여 그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략적 CSR의 개념적 복잡성 때문에 시나리오 접근법을 채택하여 조
직의 잠재적 지원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CSR 유형에 대한 차별적 반응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CSR이 본질적으로 윤리성과 도덕성을 내포한 개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행
동윤리학의 이론적 메커니즘을 연구모형에 적용하여 CSR 인지과정의 매개효과를 실증적
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여전히 부족한 CSR 인식관련 잠재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초석
이 될 수 있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서 가치를 가진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CSR 실무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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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단기적 이윤의 극대화를 달성하
기를 기대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자선활동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 전략
적인 CSR활동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략적 CSR도 자선적 CSR 못지않게 잠재적 지원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용의
도를 자극할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은 전략적 CSR을 실행하
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민해야 한다. 개인의 CSR 인식수준이 높더라도 조직이 CSR을 수행하는 맥락적 상황이
나 수행 동기를 오해하게 되면 CSR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략적
CSR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 못지않게 위험성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조직의 전
략적 CSR 활동이 지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CSR 관련 부서는 HR부서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캠퍼스
리쿠르팅을 포함한 모집 및 선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CSR 관련 정보가 구체적인 직무정보 만큼 투명하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전달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실험설계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CSR 이론의 개념과 유형의 특징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활용하였으나 보다 정교한 실험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개념화 및 조
작화 과정을 거쳐 정제된 실험 시나리오의 특성상 대학생들이 CSR을 제시된 시나리오 보
다 높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각 CSR의 실행 수준을
고려한 2*2 요인설계(factorial design)로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CSR 시나리오의 타당성 검증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고 조작적 정의를 묻는 질
문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시나리오 판별율은 81.3%, 미판별율
은 18.7%로 양호한 판별율을 보였으나, 자선적 CSR에 대한 판별율의 경우 64.9%로 다소
낮았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검증 방식을 보다 정
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생들의 경우 각 CSR 유형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사전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CSR 유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보완
한 상태에서 시나리오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질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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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실험설문에서는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 유형을 비교하는 방식
으로 질문했는데 최종 판별과정에서 타 유형의 영향을 받아 편의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향후 시나리오 판별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적 질
문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각 시나리오 유형을 판별한 후 그 결과를 t-test로 검증하는 방
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험표본의 선택편향(selection bias) 가능성이다. 본 실험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가상의 지원자로 설정하고 실험에 참여시켰지만, 대부분 기업윤리와 CSR, 경영학원론 등
경영학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로 CSR에 대해 호의적인 편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전공을 대상으로 실험표본을 선정하고, 더 나아가 실제 조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실제 조직의 실정에 적합하
면서 다양한 조절변수 및 매개변수로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종속변수 선정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조직매력도와 입사제안 수
용의도를 선정하였다. 이중 입사제안 수용의도는 행동의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변수로 선정되었는데, 반면에 결과가 왜곡될 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
다. 이는 노동시장의 맥락적 문제에 기인한다. 최근 청년층 취업준비생들은 높은 실업률과
희소한 면접기회로 인해 조직 및 직무와의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면접에
응하거나 직무경험과 조직경험을 배양할 목적으로 입사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실제로 일하고 싶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면접 상황에 충분
히 적응하기 위해 면접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입사제안 수용의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실제로 면접과정을 거쳐 입사했는지 여부 등을 현실의 세계에서 측정하
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CSR 구성요소의 문제이다. CSR 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CSR을
4가지 하위 구성요소(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로 규명하거나(박상록･박현숙,
2013; 차종석, 2013) 또는 단일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배준영, 하종욱, 2014). 즉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을 조작적 정의와
차별적 특징을 기준으로 CSR 활동을 구성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이 현업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CSR 활동 자체를 전략적 CSR과 자선적
CSR의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개별효과와 총효과 등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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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gnitive Interpretation of Strategic and
Philanthropic CSRs on Organizational Attractiveness and
Job-Offer Acceptance Intention: A Scenario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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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activities have been shown critical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firm in a
number of studies. However, only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how CSR is perceived
and interpreted by organizational members, which are internal stakeholders, compared
to the macro level studies. In particular, strategic CSR has never been studied empirically on the effectiveness of its cognitive interpretation by organizational member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based on signal theory, social identity theory and behavioral ethics, philanthropic and strategic CSRs would increase organizational attractiveness and strengthen job-offer acceptance intention through the cognitive interpretation processes of the CSR activitie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185 college students who were
prospective job applicants of the firm. Given that college students have little job
experience, we adopted scenario approach which is expected to help students vividly
perceive and interpret CSR activities of the firm. Developed are three types of
scenarios: strategic CSR, philanthropic CSR, and no CSR scenarios. After reading
each scenario, stu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cognitive
interpretation of perceived CSR activities and moral awareness, and then, the
attractive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intention to accept job-offer subsequent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SR perceptions and moral awareness between CSR types. In addition, the cognitive processes were significantly more active in the organizational type of strategic CSR
than philanthropic CSR. Those cognitive process variables exerted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attractiveness and job-offer acceptance intention.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manageri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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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SR 시나리오
1. 전략적 CSR 시나리오 : 식품 제조 및 판매 기업 ‘BNK’

‘BNK’는 1992년 설립된 식품 제조 및 판매 회사다. 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보통의 회사들이 이미지 관리나 기부에 치중한다면, 이 회사는 당면한 전략적 문제
를 해결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사회공헌 활동으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공급자와의 관계도 개선한다.
최근 국내산 식품 원재료의 원가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
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품질은 낮은데 가격은
높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농가들은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BNK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농가에 IC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온실과 과수
원을 지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했다. 또 자금 지원과 기술 전달에 그치지 않고, 농민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도 개발, 배포하였다. 더불어 경영진의 방침에 따라 품
질관리 담당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현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 농가의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 이
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BNK는 가격과 품질관리 면에서 이점을 회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
가의 안정적 수익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
2. 자선적 CSR 시나리오 : 에너지 제조 및 판매기업 ‘에너젠’

‘에너젠’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과 태양광 에너지 기초 소재를 생산, 판매한다. 에너젠은 사회공
헌 활동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한다. 첫째, 에너지 기업으로서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둘째,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활동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
사를 장려한다.
먼저 에너젠은 소비자들이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경 파괴와 피해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파동과 라돈침대 사태 등 잇따른 뉴스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사회책임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
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고아원과 양로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과 단체에 방문한다. 모든 임직
원들은 매년 바자회를 열어 성금을 모아 지역 내에서 투병 중인 아이들을 돕는다. 또 연말연시가 되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위해 ‘연탄 나르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에너젠은 소비자들에게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었다.
3. CSR 활동을 하지 않는 시나리오 : 베어링 제조 기업 ‘베어링스’

‘베어링스’는 철강 생산 공정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베어링을 생산하는 전문 회사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국내 최고의 베어링 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또 국내를 넘어 해외
주요 다국적 기업에 베어링을 공급할 정도로 검증된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현지 공장
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경영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업 본연의 활동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로 본다. 이러한 판단
에 따라 주식회사로서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회적 책
임 활동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매년 평균 7%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익잉여
금의 경우 대부분 주주배당에 사용한다. 특히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도 실
시하고 있다. 또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유보율을 유지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신
용도를 유지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년 수익의 일정 비율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설비 및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플랜트와 조선 등 다양한 분야의 설비까지
베어링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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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설문항목
변 수

설문항목

∙위의 시나리오에 설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하여 귀하는.
1) 이 회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CSR
인식수준

2) 이 회사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대응한다.
3) 이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업 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로 생각한다.
4) 이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위의 시나리오를 읽고 귀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도덕적
인식

1) 이 시나리오에는 중요한 윤리적 이슈가 설명되어 있다.
2) 이 시나리오에 담긴 이슈는 확실히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이다.
3) 이 시나리오에 묘사된 상황은 도덕적 이슈로 설명될 수 있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회사처럼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하여.
1) 나는 이 회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직매력도

2) 나에게 있어 이 회사는 입사하고 싶은 직장이다.
3) 나에게 있어 이 회사는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
4) 나는 이 회사에서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회사에서 귀하에게 입사를 제안한다면.

입사제안
수용의도

1) 면접 요청이 온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다.
2) 입사 제안을 받는다면 우선 수용할 것이다.
3)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입사를 결정할 것이다.

62

윤리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3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