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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동향과  유형 연구:

한국, 베트남, 일본 기업의 SR활동을 중심으로

정혜영*․최병헌**
1)

Ⅰ. 서론

베트남은 ‘도이머이’(Doi Moi) 개혁․개방정책 채택이후, 빠른 경

제성장을 하고 있다. 2007년 WTO 가입 후, 세계 경제체제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 외자기업들의 투

자와 진출은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 일본, 중화권  

기업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 기업 간 경쟁도 점

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이미지 향

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국  기업의 경우, 신발제조 기업인 태광실업의 베트남 진출을 시작으

로, 1992년 12월 한국-베트남 수교 이래 양국간 협력관계는 무역과 

투자, 관광과 문화, 인적교류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이한우 

2013: 109).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약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되며, 베트남의 국제교역 촉진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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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베트남의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베

트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이하 SR)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AC닐슨이 2014년 실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조

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CSR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도는 동남아

시아에서 2위, 세계 3위로 높게 나타났으나, 베트남 내 다국적기업들

의 SR 활동에 대한 평가는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베트남의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및 산업발전 수준과는 별개로 CSR에 대

한 베트남 현지인들의 인식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베트남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앞으로 진출하려는 다

국적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인들의 CSR에 대한 인식, CSR 관련 규범

과 정책, 사회문화적 특징 등을 좀 더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베트남 현지에 특화된 SR 활동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들을 포괄하는 CSR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베

트남에서 CSR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 26000, UN Global Compact 등 국제적 규

범이 갈수록 보편적 가치를 획득해가는 시점에서 베트남의 CSR 동

향과 인식, 한국 기업들의 해외 SR 활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

째, 베트남의 CSR 발전과정에서 보여지는 사회문화적 특징은 무엇

인가? 둘째, 베트남 현지인들의 CSR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CSR 

활동은 현지인의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 셋째,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일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

(SR) 동향과 특징은 무엇이며, SR활동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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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특히 베트남 현지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현지인들의 CSR 인식과 기업들의 SR 활동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진행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  배경과 연구방법

1.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CSR의 이론적 배경

CSR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논의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그 CSR 

논의의 핵심 쟁점은 기업의 본질인 영리성을 추구할 것인가,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경영전략의 일환으

로 SR 활동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유

희문 2014: 99-102). 즉 Porter & Kramer(2006)가 언급한 반응적 CSR

과 전략적 CSR 중에서 후자에 초점을 두어, CSR을 기업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다루려는 움직임이 활

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CSR은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의식1)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주주와 

소비자 및 기업활동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로 하여금 재무적 성과를 획득하게 하고 기업의 사회적 성과

(corporate social performance)와 평판(reputation)을 형성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한 CSR 활동 영역은 Carroll이 정의한 기업

1) ‘기업시민론’은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위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
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는 이론으로 CSR의 ‘경영전략론’ 측면의 이론과 대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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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SR에 한 개념  이론의 발 과정

 시 기 학 자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정의의 변천

1950년대 Bowen (1953)
우리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따라야 하
는 기업인으로서의 의무

1960년대
Eells  & Walton 

(1961)
경제적, 법적 의무를 넘어서서 기업은 윤리적 관점에
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다는 주장

1970년대
Sethi (1975)

동태적인 사회시스템 내에서 기업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찾아 능동적으로 사회변화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업의 사회적 반응
을 연구(social responsiveness) 

Carroll (197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루는 4대 구성요소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언급

1980년대

Drucker (198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문제를 경제적 기회, 경
제적 이득, 생산능력, 인간능력, 높은 보수의 직업 그리
고 부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 정의

Wartick & 
Cochran (1985)

기업의 사회적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를 
사회적 책임, 사회적 반응 및 사회적 이슈를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

1990년대 Carroll (1998)
CSR 피라미드 모형을 확립하고, 기업 시민론을 제시
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의 법적 의무, 경제적 의무, 이해관계자 윤리에 대한 의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의무이다(Carroll 1999). <표 1>은 CSR이론 단계의 발

전과정을 시대적 순서에 따라 그 논의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1>의 이론 변화의 흐름은 CSR유형 분석 측면에서 베트남, 한국, 일

본 기업의 SR유형분석의 사례흐름과 단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Porter & Kramer(2011), Saul(2011)의 이론은 일본기업의 활동

사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역동적으로 바뀌고 강화되는 추세인

데, 특히 동남아지역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의 SR활동 사례연구는 동남아지역에서 SR

활동 동향과 CSR 이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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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Porter & 
Kramer(2002)

전략적 공헌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의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고 주장

Kotler & Lee 
(2005)

CSR을 마케팅과 접목시켜 성공적인 기업의 사례를 제
시하고 CSR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시

Porter & 
Kramer(2006)

CSR은 비용의 개념이 아닌 기회, 혁신, 경쟁우위의 원
천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전략
적 CSR 개념 제시

2010년    
이후

Porter & 
Kramer(2011)

공유가치 창출 (CSV)을 제안,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 
고리 발견, 제품과 시장의 창출, 가치사슬 상에서 생산
성에 대한 재 정의, 산업 클러스터와의 협력구축을 
연구

  Saul (2011) 사회적 혁신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강조

출처: 박흥수, 유창조 외(2014), 변선영(2010) 등 바탕으로 재구성

  

2000년대 들어, UN, EU, OECD, GRI, IS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非)정부기구(NGO)들은 CSR에 대한 규범화, 법제화 작업을 꾸준

히 진행하여왔고, GRI G3.0, SA8000, ISO26000 등 기업윤리와 SR 

활동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국제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소비자 권익보호, 환경, 인권, 노동관행, 지역사회 참

여와 사회개발 등 7개 분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1997년 설립

된 GRI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CSR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2015년부터 GRI 가이드라인 네 번째 버

전, 즉 GRI G4를 준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은 국제적인 CSR 지침이나 GRI 가이드라인을 있는 그

대로 따르기보다 중국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지침 마련에 더욱 중

점을 두었다(彭华岗 2011). 이에 2012년 중국사회과학원(CASS)이 

제시한 CASS-CSR 3.0이나 GB/T 36000는 최근 중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 CSR 지침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CSR 유형은 기업이익과 사회공익간 관계를 바탕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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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
방어 (Defensive) 

CSR

반응 (Responsive) 

CSR

략 (Strategic) 

CSR

① 사회공익과 기업 
     이익 에 대한 인식

갈등과 긴장, 
제로섬 게임 관계

긴장과 상호협력 
관계의 병존

상호 공존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②  CSR 활동의 대상
불분명, 사회에 
자선적 책임, 
막연한 의무

분명, 기업 활동의 
직접적 영향 
당사자 관리에 

초점

분명, 이해 관계자 
(stakeholder)에 대한 

의무

③  CSR 활동의 목적

법 규정 준수, 기업 
관련 비우호적 

여론 예방, 호의적 
여론 조성 

기업 활동 
가치사슬에서 
사회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창출, 사회 

공익과 기업 이익 간 
공생 모색 

④  CSR 활동 방법

법적, 경제적 
책임의 일환으로 
각종 자선활동, 
공적 부조 의무 

수행 

  단기계획 수립, 
사회 공익에  

반(反)하는 활동 
자제 및 자발적 

수정

중장기 계획 수립, 
실천과 성과측정 
프로세스 확립, 

결과반영(feedback) 
중시

⑤ 사회적 책임 이슈 
창출에 대한 기업 역할

거의 없음
제한적(소극적) 

역할
적극적 역할

2>와 같이, 방어적(Defensive) CSR, 반응적(Responsive) CSR 및 전

략적(Strategic) CSR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최병헌 

2008: 295-296). 

<표 2> 다섯 가지 결정요인에 따른 CSR의 세 가지 유형  

출처: 최병헌(2008: 396)

방어적 CSR2)의 경우 사회공익과 기업이익은 서로 양립, 제로섬 

게임관계로 기업은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지출함으로써 일방적 공

여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특정 국가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법규

범 준수에 중점을 두며, 최소한의 공익투자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기

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반응적 CSR에서 기업들은 이윤추구 활동

2) CSR 유형에서 최병헌(2008)은 방어적(Defensive) CSR이라는 용어 대신, 예방적
(Preventive) CS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유형 분류의 실제 내용과 특징에서 
두 용어는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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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려한다. 

또한 법규범 준수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나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규

범, 전통과 가치관 등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 전략적 

CSR에서는 기업들은 사회공익과 기업이익간 공존과 협력을 바탕으

로 상호이익의 시너지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Pearce & Doh 2005). 

Porter & Kramer(2006)는 결과적으로 ‘전략적 CSR에서는 사회와 기

업 사이에서 ‘이익의 수렴(A Convergence of Interests)'이 나타날 가

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CSR 활동이 윤리적, 사회적 영역으로 그 범위가 꾸준히 확대

되어 감에 따라, 전략적 CSR을 뛰어넘어, 기업과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로 CSR 개념이 <표 3>의 내용과 

같이 발전하였다.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에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프론티어 역할론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박흥수, 유창조 외 2014: 62-70). 

<표 3> 략  CSR과 공유가치 창출(CSV) 비교

구 분 략  CSR CSV

기업의 목적
주주의 이윤 극대화
➵ CSR은 의무이자 선행도구

사회경제적 가치의 창출
➵ 전략적 투자로 인한 이윤창출

사회활동 
목적

사회적 투자로 인한 경영성과 도출
➵ 예산의 배정

프로젝트 및 사업 발굴
➵ 독립채산으로 운영

가치의 창출
부가가치의 확보 (기업이미지 
제고, 사회적 책임 수행)
➵ 부분적인 개선시도

새로운 가치의 창출 (상생과 그 성
과 공유, 기업 경쟁력 강화)
➵ 사회와 기업의 공동가치 창출

수행 주체
독자적 또는 협력적 파트너 모색
➵ 파트너에게 부분적 역할 할당
➵ 주체기관의 경쟁력 강화

공동사업자(네트워크)의 구성
➵ 프로젝트의 완성도 제고
➵ 모든 구성원의 경쟁력 제고
    (경쟁과 협력 공존)

협력 기관과 
가치 공유

SR 활동 주도 기관의 가치 중심
➵ 유관기관의 협력

기관별 공유가치 발견이 출발점 
➵ 경쟁과 협력의 균형

성과 기간 단기적, 중기적 성과 지향 장기적 성과 지향

출처: 박흥수, 유창조 외(201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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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CSR 활동은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해당기업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인 태도와 구매의도를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안보섭 2005), 

브랜드 인지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

석 외 2012: 324). 브랜드 신뢰도(Brand Trust)에 있어서 CSR 활동은 

대체로 브랜드 및 기업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제품

구매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ain and Nowak 2000).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브랜드 신뢰에 대한 정의는 Chaudhuri and Holbrook 

(2001; 2002)이 제시한 ‘브랜드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고 믿는 고객의 상태’라는 개념이며, 브랜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 

Chaudhuri and Holbrook(2001; 2002) 및 이동진(2010), 김동태 외

(2008) 연구에서 활용된 다섯 개 항목을 활용했다(남주현 2013). 한

편, 구매의도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구입하기 위해 노

력하는 계획(Spear and Singh 2004)이거나, 소비자의 구매의지를 바

탕으로 형성된 심리적 태도로서, 구매욕구와 추천의도, 상품이용 가

능성 등을 포함한 브랜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김효

경, 손수진 2010). CSR 관련 기업 이미지는 브랜드 태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Brown & Dacin 1997), 결국 특정 기업

이나 그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인 태도와 구매의도를 

유발하게 된다(Ross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도를 소비자 

구매행위의 결정요인으로 간주하여 ‘구매의향, 추천 의향, 지속구매 

가능성’을 변수로 설정하고 구매의도를 측정하였다(Day, Ellen and 

Marla Royne Stafford 1997). 

(2) 베트남 CSR 관련 선행연구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CSR 관련 연구는 북미와 유럽, 동북

아시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2010년 이후 다국적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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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베트남 CSR 련 핵심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명 연구제목 연구 내용

바티응아
박래수
(2012)

베트남기업의 
CSR 활동의 

결정요인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CSR표창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기업대상 조사 실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CSR성과가 좋고, 기업의 지속기간이 길
수록 CSR 성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규명
베트남기업의 CSR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기업 가치와 CSR 성과와의 관계를 살피는데 충분치 않은 연구
결과 얻은 단점 존재

신진영
(2012)

CSR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과 기대분석

베트남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CSR영역 (법적 책임과 윤
리적 책임)과 활동기대 영역(환경, 경제, 법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얻음
현지인의 CSR 인식의 중요영역과 기대영역에 대한 차이점 및 
그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 미흡 

박영현
(2013)

베트남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CSR 

사례연구

베트남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다국적 기업
의 환경 분야의 CSR관련 책임 내용 연구

  ° 일본기업 사례: 신일본 석유, 혼다베트남, 소니 베트남, 퍼시픽
사, 바이엘 베트남

  ° 한국기업 사례: 두산(중공업)비나, 포스코 건설, 금호그룹 
베트남 자국기업의 환경보호를 위한 CSR 활동 동향 비교분석의 
부재로 베트남 내 CSR환경 책임분야 기업역할 규명보완 미흡 

서운석, 
정혜영
(2015)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그 영향에 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연구

하노이 지역 거주자의 CSR 인식에 대한 실증연구 진행
한국, 일본, 대만, 중국기업에 대한 CSR 설문조사 결과, 일본 기
업에 대한 강한 인지도와 높은 평가결과를 도출함. 중국기업들
에 대한 낮은 CSR 인지도와 평가 수준을 결과로 분석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의도에 대한 인식현황 설문조사

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되면서 CSR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베트

남 CSR 관련 연구들은 여전히 많지 않다.  2012년 이후 베트남 CSR 

관련 주요 연구성과들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베트남의 CSR 

동향과 인식 연구를 위해, CSR 활동이 기업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 태도를 촉진시킨다(Brown & Dacin 1997; Ross et al. 1992)는 주

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CSR 활동과 구매의도간 관계

(Murphy 1997; Ross et al. 1992)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살펴보았다. 한편 

베트남 내 기업들의 SR활동 유형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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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 Lan
Huong

Bui
(2010)

CSR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의 

CSR인식 연구 

베트남 소비자의 CSR에 대한  개념확립(self-conceptualization)
과 인식 및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조사연구 진행
호치민(HMC)와 하노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대졸자 이상 고
학력자 19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서면조사를 실시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CSR 핵심 이슈는 ‘소비자 이익’과 
‘지역사회발전’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권익이나 협력업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서구 이해관계
자 모델과 분명한 차이를 보임
조사 대상자들의 CSR 개념 확립도 대체로 미흡한 수준이었으
나, 조사 대상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거나 
실제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
다 더 많았다고 밝힘

Tencati
 et al.
(2008)

   °
Tencati
 et al.
(2010)

 글로벌 
유통망에서의 
보호주의와 

이차적 피해에 
대한 중요성 연구: 

베트남 사례  
°

지속가능한 
글로벌

유통망 연구: 
베트남 사례

Tencati et al.(2010)은 베트남 기업 25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
해, 글로벌 유통망(Supply Chain)에서 베트남 기업들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활동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고 한계점을 제시함 
Tencati et al.(2010)은 국제적인 CSR 관행이나 지침이 글로벌  유
통망에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들에게 부담스런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글로벌 유통망에서 다국적기업과 베트남 
기업간  CSR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인
식의 공유가 중요함을 지적함 
Tencati et al.(2008)은 2010년 연구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통해 글
로벌 OEM 파트너로 성장한 베트남 의류제조업체들에게 국제
적인 CSR 관행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경제적 효율성과 이윤추
구를 본질로 삼는 기업의 존재가치를 뒤흔들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다만 2008년은 다국적 기
업과 개발도상국, 베트남 기업간 CSR에 대한 인식격차가 매우 
컸던 시기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Srinivasan,
Vasanthi
(2011)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의 윤리경영 
현황연구 

베트남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
얀마, 네팔, 인도, 부탄, 파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
고 있는 윤리 경영교육과 훈련 및 연구현황을 비교, 분석함
이들 국가 간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가 윤리경영 교육 현
장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고려
하지 않고 서구의 윤리경영과 CSR 관행을 그대로 도입하여 교
육시키려는 것은 실질적인 윤리경영목표 달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12개 국가 간의 윤리경영과 CSR 활동의 공동목표와 과제를 발
굴하고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윤리경영 이슈의 수렴
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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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Thi 
Lan Anh

(黎氏蘭英)
  (2013)

베트남 일반인의
CSR 인식에 대한 

연구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일반인을 대상 설문조사 
CSR 개념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황
베트남 일반인은 CSR 관련 기업 세부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특
히 환경기업에 대한 관심증대로 관련 CSR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장, feedback시스템을 마련을 위한 대안 제시. 베트남 일반인
의 최대 관심분야가 ‘환경보호’ 및 ‘교육지원’ 분야로 결론

 Tran,
Thao Nhi
 (2014)

베트남의 공개된 
CSR보고서 

실행사례 연구; 
영어와 

베트남어로 
제출된 베트남 
대기업 CSR 

보고서의 차이점 
비교 분석

베트남에서의 실제 공개된 연례 CSR 베트남어 보고서와 영문 
보고서 분석이 주요한 연구대상. 보고서 분석결과와 이전 선행
연구를 비교하여 차이점 도출 
 CSR 기업지속가능 보고서와 연례 보고서의 실질적이고도 세
한 정성적 비교분석 실시
기업보고서의 영문과 베트남어의 차이점 분석기준은 GRI 가이
드라인 규정등급에 따라 설정함. ‘청렴도’ (the transparency 
level)는 영문 버전이 베트남어 버전보다 높게 나타남으로 결론 

 Long,
 Hoang
 (2015)

기업의 
CSR활동과 
시장지향성

(Market 
Orientation)의  
상관관계 연구 : 

베트남 
기업행동사례 

기업경영자들의 CSR 인식분석을 목표로, 메콩강 델타지역에 있
는 256개 베트남 현지 기업 창업자와 최고경영자 및 상위 관리자
들을  상으로 인터뷰와 서면조사 연구실시. Long(2015)은 연구
모델에서 두 가지 독립변수, CSR활동과 시장지향성(Market 
Orientation)을 제시,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  CSR활동을 
경제적 활동, 준법 활동, 윤리적 활동, 자선적 활동 등 네 가지로 
분류, 시장지향성은 소비자 지향성, 경쟁자 지향성, 기업내 기능
간 협력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접근
분석 결과, ‘CSR 활동과 시장지향성’은 모두 경영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나타냄. 다만 시장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결론 
Long(2015)은 베트남 기업인들에 대한 CSR 인식 확대를 위하
여, CSR 활동과 시장지향성간 선순환 관계를 규명하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Bilowol 
& Doan
 (2015)

베트남 내 
CSR영역의 
다국적기업의 
역할 평가

:스타벅스 사례 
분석을 통한 
SR성과 분석 

베트남에서 다국적기업들은 CSR 개념 도입과 확산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주장
스타벅스(Starbucks)가 북미 지역에서 CSR에 대한 전략적 접근
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들이 베트남에서 어떠했는지를 
분석. 이를 위해 베트남 현지 언론에 보도된 스타벅스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facebook) 및 각종 
SNS에 나타난 사회적 책임 관련 주요 내용들을 분석
베트남에서 스타벅스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예상과 달리, 현지인
과 소통부족, 장기적 전략 부재 및 단기성과 중심의 즉흥적 활동
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고 지적 

Thi Van
Nguyen
(2016)

CSR과 
기업브랜드 

명성의 영향관계 
연구: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베트남 현지인의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브랜드 명성에 미치는 
CSR의 영향력을 연구함. 브랜드 명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CSR 요인 분석하고 브랜드 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
쟁적이면서도 통합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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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가설선정 

본 연구는 베트남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동향 및 

현지인 인식분석, CSR과 브랜드 신뢰 및 구매의도간 상관관계, CSR 

활동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표 4>의 선행연구 중, 

‘정혜영, 서운석(2015)’의 설문 데이터를 베트남 내 다국적기업들의 

SR 활동과 그 영향관계 분석을 위한 현지 소비자 인식분석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 표본은 베트남에서 다국적기업의 제품 지식

과 CSR 관련 지식을 지닌, 베트남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의 대학생

을 주요 대상(70%)으로 삼았고, 다국적기업의 SR 활동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인 30%도 포함되었다. 그 중 30여명은 국가 산

업체 근로자이며, 30여명은 민간기업 근로자, 30여명은 기타 퇴직자 

및 자영업자였다. 현지조사 시기는 2014년 9~10월이었고 표본 수는 

전체 배포분(N) 400부, 미회수 무효분(N) 47부, 미완성기입  무효분

(N) 39부를 제외한 총 유효분(N) 314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CSR과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의도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다

국적기업의 SR 활동이 베트남인들의 기업 인지도를 상승시켜 브랜

드 신뢰도와 구매의도를 증대시킨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베트남 내 다국적기업의 CSR 독립변수가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

의도 각각의 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5>는 베트남 내 CSR 활동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설이다. 가설설정은 설문조사 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적기업들의 SR 활동 인지도 조사를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4개국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FDI)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이들 기업

에 대한 이미지가 베트남인들에게 비교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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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SR 활동이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

시하였으며, SR 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

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표 5> 베트남 내 CSR 활동 설문조사 연구를 한 가설

  연구가설
➊ 대가설 :  베트남 현지인의 CSR 활동 인식과 상업활동의 연관성
     베트남 내 다국적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➊ 다국적기업 
CSR  

① 소가설1: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인의 CSR 평가 비교 측정
    베트남 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기업의 CSR 활동의 인지도 비교 
    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일본 기업’일 것이다.    

➋ 브랜드
신뢰도   

② 소가설2: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인의 브랜드 신뢰도 비교 측정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기업 중에서 가장 강한 브랜드 신뢰도를 나 
   타내는 기업은 ‘일본 기업’일 것이다. (일본 기업의 시장 지배력 및 
   마케팅, 품질 요인)  

➌ 구매의도  
③ 소가설3: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인의 구매의도 비교 측정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기업 중에서 가장 강한 소비자 구매의도를 
    나타내는 기업은 ‘한국 기업’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국적기업, 구체적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기

업의 CSR 활동에 대한 베트남 현지인의 인식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현지인의 CSR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을 제외하고 베트남, 한국, 일본 3개국 기업들에 대한 SR 활동의 

실제 사례와 특징을 검토하였다. 

(2) 분석변수

본 연구의 변수는 베트남 현지인의 ‘CSR 인식과 동향 연구를 위한 

변수’와 베트남 내 ‘기업의 CSR 활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 
두 가지이다. 먼저 현지인의 CSR 인식과 동향 연구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SR 활동이라는 독립변수가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의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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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통제변수로서 Carroll(1979)이 제시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자선적 CSR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인식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대만 기업’을 제외하고, 다국적 기업의 SR활동 유형분

석 부분에 ‘베트남 기업’을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베트남 현지 기업

과 다국적 기업간 SR 활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만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어, SR활동 사례

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지도가 낮고 SR활동 정보 공개도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SR활동 유형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활동목적’과 

‘활동방법’에 따른 네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한국, 베트남, 일본 기업

에 대한 SR활동 유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베트남 사람들의 

CSR 인식과 접목시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록 1>과 같이 인구

통계학적 설문 문항은 총 여섯 개이며 성별, 결혼여부, 연령대, 소득

수준, 학력, 직업 항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수도이자 정치적 도시, 하노이 사람들의 CSR 

인식과 SR활동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긴 지형의 

영향으로 북부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이며, 역사, 지리적으로 중국

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남부경제의 중심인 호치민은 일찍이 동남아

시아 국가들과 활발한 경제교류로 발전된 상업도시이다(Tong Thi 
Ngoc Anh 2003). 따라서 두 도시 주민들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당

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3) 이는 향후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에 대한 CSR 연구가 후속연구 주제로 다루어질 가치가 충분

히 있음을 의미한다. 

3) 역사적, 정치적 영향으로 호치민 지역 사람들의 경제관념은 북부지역 사람들보다 
개방적이다. 반면 하노이는 정치적 통제와 규제 하에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와 기업
활동이 남부보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공산당과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도시 주민들간 사회문화적, 경제적 관념의 차이를 
더욱 촉진시켰다. Tong Thi Ngoc Anh(2003)는 ‘베트남의 도시화와 사회경제적 변
화’ 연구에서 베트남의 경성(京城)도시와 경제(經濟)도시 생성의 원인을 ‘역사적 배
경’에서 찾았다(Tong Thi Ngoc Anh 20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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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의 CSR 동향과 인식 분석 

1. 베트남 사회와 CSR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정책실시 이후, 베트남은 국영기업 중

심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 영역이 크게 증

대되었고, 경제의 양적성장4) 및 산업과 기업의 질적 발전이 신속하

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기업들도 SR 활동을 ‘불가피한 비

용’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베트남 정부

도 CSR에 대한 지침 마련과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정부는 언론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 표창(Vietnam CSR Award, 

Business for the Community Award)5)하고 있으며, 세금감면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공사업 파트너를 선

정할 때에도 다국적기업의 SR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SR 성과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지 

기업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과 대중은 그 

4) 2014년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당초 목표인 170억을 상회한 202억 달러에 달했
으며, 베트남 전체 투자액의 21.7% 차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KOTRA ‘베트남 2014년 경제성과 및 2015년 주요전망’). 
http://www.globalwindow.org (검색일: 2015.03.27)

5) VCCI(Vietnam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즉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베트남 
내 기업의 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발전을 강화하며 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VCCI는 전국 5개 도시에 사무소가 있으며 ‘지속가능경
영 기획부(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두어 CSR 관련 상담과 
평가, 감독을 지휘하고 있다(박래수 2014). 2004년 8월 VCCI 주관 하, Vietnam 
Business Links Initiative(VBLI)가 출범하였으며, 베트남 CSR 발전을 위해 ‘베트남 
아젠다 21’을 발표하였다. 베트남 CSR 시상은 2005년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격년
으로 CSR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 2005년과 2007년에는 의류․가죽 제조기업 만을 
대상으로 수상식을 진행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다른 업종으로까지 시상식이 확대
되었다. http://www.vcci.com.vn (검색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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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에 비해 세부 CSR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기업의 SR 활동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이해 및 그러한 

활동을 계속 유도할 수 있는 베트남 정부와 사회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베트남 내 

기업 활동의 사회적 배경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그림 1>. 첫

째, 베트남의 역사는 과거 이민족 침입에 대한 투쟁의 역사가 주류를 

이루었을 만큼 외침을 자주 받아왔다(정혜영 2015: 206). 이민족의 

잦은 침입과 식민지 경험 속에서 독립국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민

족적 재난에 직면하면 대가없이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부썬투이 

2015: 214)과 ‘민족적 자부심과 독립성 강한 사회의식’이 깊게 형성

되어 있다(김현재 2007: 32). 이는 외국기업의 자국내 부정적 영업행

위에 대한 경계심과 사회 책임에 대한 높은 기대감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아울러 전통문화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형성된 ‘관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은 공산주의 사회를 거치면서, ‘가정 ➛ 지역사회 

➛ 국가’로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발전했다.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지내면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부썬투이 2015: 

184-187). 

둘째, 전통적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뿌리 깊은 사회도덕 관념인 ‘인

의(仁義)와 충효(忠孝)’가 중시되었으며, ‘관계’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및 신뢰를 통한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실천방법으로 베트남 사회는 ‘정(情)’을 중요하게 여

겼으며, ‘정(情)’을 소통하는 방법으로서 ‘나눔’의 문화가 발전했다. 

이러한 정(情)은 서로 인사할 때, 품삯을 받지 않고 도와줄 때, 관심

을 표명할 때 나타났으며, 조국과 고향의 자연에 대한 특별한 애착으

로 이어졌다. 따라서 오늘날 베트남 사회에서도 ‘인맥관계(moi 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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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봉투(Phong bi)’, ‘정(Tinh)’ 등이 사회관계 형성의 핵심 연결고

리가 되고 있다(부썬투이 2015: 189-191; Le Thi Lan Anh 2013).  

<그림 1> 베트남 사회의 특징과 CSR

     

셋째,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경제성장은 베트남 사회의 빈부격차

와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갈등을 예방하

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

적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권익

보호, 환경보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SR 활동들은 

베트남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CSR 장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영향력6) 강화는 베트남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사회 활동 배경요소가 되었다. 

넷째, 외국기업의 베트남 사회 ‘융합도’ 즉 기업의 사회적 역할수

6) 베트남에서 국가 권력이 인민의 사적영역을 장악하고 통제하는가에 대한 최호림의 
‘국가-사회관계’ 연구는 ‘전체주의적 접근’(totalitarian approach)의 시각에서 ‘국가
가 일체의 사회조직과 그 대안을 선점함으로 인해, 당의 명령으로부터 독립적인 활
동조직의 여지가 없다는 관점’ 및 ‘대중조직의 자율성은 공산당 감독 하에서만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사회관계의 거시적 관점’ 등 두 가지가 베트남 사회에 공존
하다고 지적하였다(최호림 2003: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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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이다. 이는 베트남 사회가 전통적으로 

지닌 ‘공동체(共同體)성’의 사회정체성(正體性)과 관련이 있다. 일도 

같이하고, 먹는 것도 같이하고, 노는 것도 같이하는 ‘평균주의와 균

등주의’ 습성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이 중시되었으며(부

썬투이 2015: 184), 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함께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관념의 영향이 깊게 존재한다. 2014년 

5월 중국과 베트남 남중국해 분쟁의 반중시위에서도 베트남 사회가 

지니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대의식을 읽을 수 있었는데, 즉, 중국과 

베트남의 해양충돌은 기업행동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국가 간의 

정치․외교적 문제였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분노는 중국 기업에 대

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베트남 정부는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을 우려

하여 공권력으로 시위를 진압하였지만, 이는 다국적기업과 지역사회

간 정서적 유대관계에 따라 현지인의 개별기업에 대한 저항도가 구

분되는 행동양식을 읽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2. 베트남의 CSR 동향과 인식: 다국  기업 CSR 활동에 한 

실증분석

베트남 현지인의 CSR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정리하자면, 설문조사 대상자 성비는 남성(27.7%)보다는 여

성(72.3%)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조사 대상자 연령은 20대가 79.1%

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4.5%, 40대, 50대, 60대는 모두 1.9%를 차

지하였으며, 70대가 0.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에서는 고

등학교 이상(85.5%)이 비율이 매우 높았고, 혼인관계에서 미혼이 

77.5%, 기혼이 20.6%, 이혼이나 사별이 1.3%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 

대상자의 과반은 20대 미혼 여성 대학생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

의 67%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겼고,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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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는 17.4%였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의 약 82%가 CSR이 베트남 

사회에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CSR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다국적기업의 SR 

활동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1) 베트남 현지인의 CSR 기대와 다국적기업의 SR 활동 평가

다국적기업의 SR 활동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지도

와 필요성은 각각 66.7%, 82.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국적기

업의 SR 활동에 대하여서는 ‘베트남 기업의 활동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54.5%)이 절반을 넘었다.

<표 6> 베트남 지인의 CSR 기  역

역구분 빈도 (총314) 백분율(100%)

경제적 책임 31 10.0
법적 책임 90 28.9
윤리적 책임 125 40.2
자선적 책임 60 19.3
기타 5 1.6
합계 314 100

  

<표 6>과 같이, 베트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SR 활동 

분야는 윤리적 책임이 40.2%, 법적 책임이 28.9%으로 나타났다. 베

트남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SR 활동을 이행할 때 ‘법과 사회윤리’에 

대한 영역을 가장 중요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은 

‘교육(장학기금 및 학교 설립) 지원’, ‘지역사회 공공기반 및 시설지

원 분야’, ‘환경보전 투자’에서 다국적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결과들(黎氏蘭英 

2013, 박영현 2013, 신진영 2012)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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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업들의 SR 활동 방법에서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가

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현금과 현물 기부,’ ‘기업 직원 및 임직원 

참여’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중국 기업의 

SR 활동 평가 <표 7>에서는 일본기업에 대한 평가가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서운석 & 정혜영 2015: 209-216).  

<표 7> 베트남 내 다국 기업들의 SR 활동 역별 평가 

  다국 기업 SR 활동 책임 역     기 업    빈도(%)

경제적 책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베트남경제 성장 기여도 측정 )

1위: 일본기업 
2위: 중국기업
3위: 한국기업

143(46%)
61(19.6%)
58(18.6%)

법적 책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베트남 투명경영, 세금납부 충실이행도 측정) 

1위: 일본기업 
2위: 한국기업
3위: 중국기업

186(59.8%)
73(23.5%)
16(5.1%)

윤리적 책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환경보호, 질 좋은 상품생산 이행도 측정)

1위: 일본기업 
2위: 한국기업
3위: 중국기업

184(59.2%)
65(20.9%)
14(4.5%)

자선적 책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불우이웃 돕기 등 자선활동 이행도 측정)

1위: 일본기업 
2위: 한국기업
3위: 중국기업

163(52.4%)
66(21.2%)
21(6.8%)

(2) 다국적기업의 SR 활동이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베트남 내 다국적 기업의 SR 활동이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부항목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검정하였다<부록 1>. 또한 다국적 기업의 SR활동이 

베트남 사람들의 기업 인지도를 상승시켜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의

도를 증대시킨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다국적기업의 

SR 활동과 브랜드 신뢰도간 상관관계에서는 기업의 ‘법적, 윤리적 

책임’과 ‘브랜드 신뢰도’간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베트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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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영역의 사회적 책임을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사회적 비난의 대상

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8> 다국 기업의 SR 활동이 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향

 H1-1 베트남 내 다국적기업의 ‘SR활동 영역’과 ‘브랜드 신뢰도’간 영향관계. 

     분산분석 결과: 브랜드 신뢰도는 법적, 윤리적 책임 항목에 유의한 결과를 얻음
(* 표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인 항목)

경    로 유의확률

경제적 책임 → 브랜드 신뢰도 .089 -
법적 책임* → 브랜드 신뢰도 .000 채택

윤리적 책임* → 브랜드 신뢰도 .001 채택

자선적 책임 → 브랜드 신뢰도 .479 -

<표 9> 다국 기업의 SR 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H1-2. 베트남 내 다국적기업의 SR 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카이제곱 검정결과: 독립변수의 모든 항목이 구매의도(종속변수 1.2.3)와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표시는 검정 결과가 모두 .000 유의한 결과를 보인 항목) 
       (단, 독립변수의 상세항목은 <부록>문서 참조)

독립변수     종속변수 1 종속변수 2 종속변수 3

1.CSR활동 우수국가* 
2.경제적 책임* 
3.법적 책임* 
4.윤리적 책임* 
5.자선적 책임*

현재
구매의도

미래 지속구매 
가능성

타인에게 
구매를 추천할

의향   

   

   다국적기업의 SR 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립변수의 

모든 항목이 구매의도에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표 9>,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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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서 SR 활동과 소비자 구매의도는 서로 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SR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일본기업(54.7%)에 대한 

구매의도는 독립변수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속적인 종속관계를 보였

다. 이는 베트남에서 SR 활동에 대한 평가가 ‘경영성과’와 접한 관련

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종합하자면, ‘다국적기업의 SR 활동에 대한 현지인의 평가,’ ‘다국

적기업에 대한 현지인의 브랜드 신뢰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현지인

의 구매의도’ 분석에 의하면, 베트남 현지의 조사 대상자들은 SR 활

동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강한 구매의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비슷한 품질과 가격의 

제품이라면, 조사 대상자들은 결국 SR 활동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일본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제4장에

서는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일본 기업들의 구체적인 SR활동 사

례들을 검토하고, 그 유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

남 사람들이 일본 기업들의 SR활동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이

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Ⅳ. 베트남 내 기업들의 사회  책임 활동 분석

  

1. 베트남 기업들의 사회  책임 활동

베트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경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의 기본단위였던 베트남 국영기업은 사회적 

책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단위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도

입이후, 국영기업은 사회적 책임보다는 경제발전의 임무를 더욱 강

화하면서 사회적 책임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었다. 한편,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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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후 등장한 사영기업이 서구자본주의 국가에서 이행하는 의미

의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다국적기업이 전략적으

로 SR 활동을 전개하여 베트남 소비자를 자극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투자과정 중에 소개된 CSR 개

념은 Honda, Unilever, Microsoft, HP, Vina Capital, Nike, Western 

Union, Qualcomm 등의 다국적기업을 통하여 베트남 사회에 알려지

게 되었다(박래수 2014). 베트남 국영기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구호(救護)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경영전략으로

서 CSR 도입은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베트남 기업의 SR 활동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영기업과 민영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무상증

여와 기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호사업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표 10>). 

2000년대 초반까지도, 베트남 기업들은 CSR에 대한 가치와 영향

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베트남 기업 경영자들은 ‘CSR을 대형기

업 영역의 활동’이라고 여겼고 ‘세계를 발전시키는 력서리한 경영으

로 간주하여 개발도상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

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사회적 행동들이 베트남 사회문제로 대두되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는 베트남 사회의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

다. 베트남 ‘티 바이(Thi Vai)’강의 심각한 오염문제는 ‘베단(Vedan)’

이라는 대만계 조미료 생산회사로 인해 발생하였다. 또한 미원

(Miwon), 하오양(Hao Yang), 비엣 찌(Viet Tri) 제지회사, 현대 비나

씬(Hyundai Vinashin)의 인체 유해물질 식료품 제조, 유통기한이 지

난 식료품 유통, 발암물질(3-MCPD)을 함유한 조미료(soy sauce) 생

산, 멜라닌 우유, 합법적 추가노동 임금체불, 노동자 보험문제, 근로

환경과 안전문제, 농약물이 잔재한 농산품 유통 등 베트남 사회문제

를 일으켰던 사건들7)(Thi Lan Huong Bui 2010; Thi-Van Nguyen 

7) Pham Vu Thuy Chi. “CSR Activities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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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베트남 기업들의 사회  책임(SR) 활동 사례 

주요기업(업종)
SR활동   

 분야

SR활동 주요 내용

(베트남 정부 로젝트 “가난한 사회계층을 해” 

2000년∼2011년 참가기업＊내용포함)

Viettinbank 
(베트남 공업은행＊)

지역사회
봉사/기부

 빈곤계층 2000억 동 기부
 An Giang성 110억 동 집짓기 행사(2013년)

Det Kim Dong Xuan    
(베트남 섬유공사＊)

사회봉사/ 
자선기부

 빈곤계층 200억 동 기부/ 
 소외계층 의류지원 등 자선사업

Minh Long       
(도자기, 그릇제조사＊)

사회봉사/ 
자선기부

 빈곤계층 60억 동 기부

Mobifone          
(전화, 이동통신회사＊) 사회봉사  빈곤계층 14억 동 기부

PVFc 기업       
(금융업/ 건설업)

사회봉사/ 
자선기부 
의료/교육
/ 문화사업

 “Dam Phu My”기금 (2013년)/ 장학금 16억 동 
  기부/아동지원 사업
 PVFc 금융계열사의 적극적 공헌활동 
 공공의료 지원 헌혈사업                       
 베트남 역사 바로알기, 문화유산 지키기 캠페인
 불우이웃 및 암환자 돕기 등

Agri-bank 
(농촌농업개발은행＊)

사회자선 
기부

 어린이 보호기금 10억 동 기부

Vietnam National Oil 
and Gas Group (PVN) 
(베트남 석유․가스공사)

교육/환경
/사회봉사

 BSR9) awarded “Sustainable Green Brand” 수상 
 장학금 전달 및 장학사업/ 불우이웃 돕기
 ‘나무심기’ 환경사업 등 

Vietnam
Electricity(EVN)  
(베트남 전력 공사)

교육/
자선기부
/환경개선

 장학사업/벽오지 전기공급 사업
 불우이웃 돕기 자선행사 등

2016: 162)이다. 2016년 4월 발생한 대만 철강회사 포모사(Formosa)

의 하띤(Ha tinh)성 해수오염8)으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자 하

노이에서는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http://www.env.go.jp/earth/coop/eco-csrjapan/en/vietnam.html (검색일: 2015.11.27)
8) http://dantri.com.vn/xa-hoi/toan-canh-vu-ca-chet-hang-loat-tai-bien-mien-trung-201604 

28081426098.htm (검색일: 2016.05.01.) 2016년 4월 하띤성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 
대한 반발로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016년 5월 1일, 대만의 철강회사 포모사가 
베트남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
도하였다.

9)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BSR),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사회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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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 group 
(유통업/부동산 개발)

환경/ 
사회사업

 The Kind Heart Foundation 재단설립, 
   각종 자선성 사회공헌활동 진행  
 환경보호사업

FPT기업 
(통신기반 기술 및  소프
트웨어, 전자제품 유통)

자선기부/ 
교육/지역
사회봉사/ 
의료보건

 책 기부활동, 헌혈, 어린이 병원 지원행사 행사
 매년 3월 13일: 사회공헌의 날 행사 
 FPT’s Community Day 지정하여 

   사회공헌사업 진행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교육 사업/장학사업

Thai Tuan 
(섬유, 실크 제조사)

교육/
자선기부

 “꿈 키우기”행사
 여학생에게 ‘아오자이’ 기부 및 스승의 날 행사

Dutch Lady  (네델란드 
합작 유제품 제조사) 교육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Bao Viet(보험회사)

지역
사회봉사
/자선기부
/교육

 2012년부터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빈곤가정 돕기 
 베트남 애국선열을 기리는 행사
 청소년 교육장학 사업/학교건설/ 

   빈곤가정 겨울용품  보내기활동 등

Vina milk(유제품 제조) 교육/
자선기부

 어린이 우유보내기 행사
 불우아동을 위한 자선사업         
 어린이 재능개발육성 사업

Viettel
(통신기술 및 
  통신서비스업체)

해외
자선활동
/지역
사회봉사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2015년 (IBA)
 Stevie(R) Awards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상 수상
 아이티 빈곤국에서 사회공익사업 활동 지원: 

  약 1천300여 개 학교에 인터넷 기반시설 공급 

출처: 黎氏蘭英(2013) 및 각 기업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

일련의 사건들은 베트남 경영자들로 하여금 CSR을 ‘경영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만 여기는 사고에서 벗어나 ‘CSR 이행은 중장기 이

익을 위한 투자’로 생각을 전환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에서 기업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전략적 CSR활동은 여전히 부족

한 상황이다. 2013년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부속부서인 VBCSD(Vietnam Business 

윤리를 준수하는 활동을 돕기 위해 1992년 조직된 비영리 비즈니스 협회로 본부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유럽과 중국, 홍콩에도 각각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250개 회원사와 글로벌 1,000개 기업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게 BSR
관련 자문과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www.bsr.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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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Sustainability Report 

Awareness’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기업 경영자의 76.1%는 지속가능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CSR 활

동이 기업 선전효과와 대중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 경영자들은 사회책임 활동에 대

한 보고서가 매출증대(43%), 기업 이익구조 개선(40.1%)에 도움을 

준다고 여기고 있으나, 지속가능보고서를 전략적으로 다루려는 베트

남 경영자들은 전체 응답의 2.1%에 불과하였다(VBCSD 2013). 아울

러 베트남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SR 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기업 

150곳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VBCSD의 조사 결과, 절반 이상

의 기업들이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Tran, Thao Nhi 2014: 28).

한편 VCCI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기업의 65%가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시,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도움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하노이에서는 베트남 기업들을 위한 지속가능보고

서 작성 워크숍10)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2015년 현재 베트남 기업들

의 CSR 활동은 바오비엣(Bao Viet Holdings 보험회사), 비나 크(베

트남 유제품 회사) 같은 국영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중에서는 ‘Deloitte’, ‘Holcim’의 활동이 눈에 띤다(Tran 

and Thao Nhi 2014: 37-40). 베트남 기업들은 주로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사업, 교육사업, 구호사업 중심으로 SR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사회이슈가 될 만한 역사관련 문화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다수 베트남 기업의 SR 활동은 대체로 예방적 CSR이나 방

10) 워크숍은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VCCI),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SECO),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SDC)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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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CSR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여전히 

CSR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11)이 

존재하므로, 정부 및 관련 단체와 긴 한 협력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표 10>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VN30 인덱

스리스트’ 주요 기업들의 SR 활동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 한국 기업들의 사회  책임(SR) 활동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

였다. 그동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인을 위한 의료봉

사와 장학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적이었다(구가인 2007: 

62-63).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사실, 한

국 기업들의 SR 활동은 베트남 시장 진출 초기에 현지의 우호적 반

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극적인 한국 

기업의 SR 활동으로 말미암아 ‘한국=베트남 전쟁 참전국’이라는 부

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베트남 경제성장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

환까지 이끌게 되었고,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한국산 제

품의 수요증가로 이어졌다.

11) 일례로 효성그룹 사회공헌 담당자는 “베트남에서 의료 봉사를 하려면 베트남 인민
위원회, 의료 관련 부처, 적십자사 등 승인받아야 할 기관이 너무 많다”며 까다로운 
허가절차에 대해 언급하였고, “약품, 설비 반입 및 사용에도 엄격한 제한이 따른
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2007년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효성그룹은 2011년
부터 의료 봉사단 '미소원정대'를 구성, 소외지역 주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현지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블루챌린저'도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13/2012121300088.html (검색일: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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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사회  책임(SR) 활동 사례 

기업명
SR활동 

분야
SR활동 주요내용

두산
중공업

의료/
환경보호

 베트남 중부지역에 진출/광남종합병원 건설 사업에 250만 달러 
지원, 이어 최근까지 주변지역 주민 1만 명을 상대로 내과, 외과, 
치과 진료 등 다양한 의료봉사
 식수가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100만 달러 상당의 해수 담수화 설비
를 기증,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

삼성전자
교육/
의료

 비정부기구(NGO) 한베문화교류센터와 제휴, 한국인과 결혼하
는 현지 여성들 대상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치는 활동을 
전개
 남부 호찌민 지역의 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진단기술
을 전수, 동 시설의 환자에 대한 무료 진단사업 진행, 낙후 지역까지 
확대 실시 계획
 유네스코와 손잡고  교육용 콘텐츠 제작에 100만 달러 지원,  교육 
자료와 접목할 수 있는 무형자산 제공
 하노이공대와 우정대, 하노이 국립대 등에도 장학금을 지급.

태광
교육/
지역사회
봉사

 현지에 대형 직업훈련학교 설립을 추진. 불우이웃들에게  매달 ‘사
랑의 집’ 2채씩을 지어 주고 있음

  (베트남 진출 1세대 기업인 태광의 사회 공헌에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 주석은 이 업체의 공장을 두 차례나 직접 방문해 감사의 뜻을 
표 하였음)

CJ 교육/
체육진흥

 베트남 다문화 가정 자녀 4만 5천여 명을 돕고, ‘동반성장’ 차원에
서 제빵훈련원도 운영
 제빵훈련원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1천640명의 전문 인력 배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공헌한다는 방침 마련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베트남 태권도 선수들을 후원,  유망 
선수들을 2019년까지 장기 후원
 2013년 닌투언(Ninh Thuan)지역 농작물재배 기술 전수

LG 전자 교육
 하노이국립대와 하이퐁 해양대, 국립경제대 등에 장학금 지급

   주변 불우이웃들에게 TV와 세탁기 등을 지원

롯데
의료보건
/지역
사회봉사

 HIV/AIDS 의료지원, 태풍이재민 돕기, 집짓기 행사 등

롯데리아 체육진흥
 롯데리아의 어린이 축구단 육성 지원
 롯데리아 점포가 위치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무료 식사제공

포스코
지역사회 
봉사

 공장주변 지역사회 봉사 집짓기 등



베트남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동향과  유형 연구  173

신한은행 교육
 ‘사랑의 학교’학생 장학사업, 유치원 건립 사업 
 매월 ‘그린데이’를 정해 지역사회 환경정화 운동
 빈곤청년을 위한 ‘한-베 청년경제기술교류센터’건립 및 교육

기업은행
사회봉사
/교육

 불우이웃 돕기 주택건설, 하노이 직업훈련원 건설, 푸토 유치원 
교실건립 등

하나은행
교육/
자연보호

 한-베 가정 베트남어 교육지원, 체육진흥, 열대림 보호사업

금호그룹
교육/
지역사회
봉사

 2007년   200만 달러를 출연, 베트남 내 최대 규모의 장학문화재단
을 설립 후, 매년 장학금을 지원
 벤째 (Ben Tre)사랑의 집짓기 행사

대구은행 교육
 베트남 호찌민시 릉테빈 중학교에 다용도 종합교육실을 마련

   교육 컴퓨터, 에어컨, 선풍기 등을 기증

한화생명
의료/
지역
사회봉사

 호아빈성의 유치원, 보건소 건립, 건강보건증 구매 전달
 초록우산과 현지 NGO 민관협력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
 미토지역  구명조끼용 학생가방지원, 아동병원지원, 임직원봉사
헌혈 

효성
의료봉사
/연구

 의료 봉사단 ‘미소원정대’
 적정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봉사단 ‘블루챌린저’

출처: http://www.yonhapnews.co.kr 및 2014년 ‘베트남의 한국기업 CSR 시상내역’을 참
고 재구성 (검색일 2015.02.18) 

 

한국 기업들의 SR활동 사례들을 살펴보면(<표 11>), 두산중공업은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였고,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 100만 달러 규모의 해수담수화 설비를 제공하

여 베트남 정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태광실업은 직업훈련학

교를 설립하여 빈곤층의 노동기술 향상 및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CJ도 

제빵 기술훈련소를 설립하여, 베트남 현지인들의 기술 습득을 통한 창

업, 취업기회 확대를 사회적 책임활동의 핵심과제로 다루어왔다. 1998

년 1호점으로 출발한 롯데리아는 2014년 200호점 돌파 행사에서 지역

인민위원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과 대학생 마케터 육성사업에 사

업기금을 기부하고, 소외계층에 무료식사 햄버거 제공행사를 함께 진

행하여 지역사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기업들의 SR활동은 대부

분 회사나 공장 인근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보건 활동, 집짓기 활동,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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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되었다. 이는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직접적 영

향을 받는 주변지역 현지인들을 우호적 지지자로 만들거나, 적어도 공

해, 소음, 오염물질 배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표출

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응적 CSR로 분

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이나 사

회공익과 기업이익간 공유가치(CSV) 발굴보다는 기부와 공여, 자선

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한편 2014년말까지 베트남 코트라(Kotra),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공동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SR 활동 

시상식을 네 차례나 열었다(KOTRA 투자뉴스 2013). 그런데 이러한 

한국 정부의 개입이 베트남에서 기업들의 SR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 정부의 SR 활동 독려와 공개 시상식이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현지인들에겐 

자칫 ‘그럴듯하게 연출된 기업 이미지’만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

에 한국정부는 기업 이미지 홍보보다는 한국기업이 발굴한 공유가

치(CSV)의 내용확산에 비중을 두어 사업내용의 내실화 협력에 기여

할 단계에 있다. 최근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의 SR 활동 

홍보는 베트남 현지인들로 하여금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 결과12)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12) AC 닐슨(Nielsen)은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북미의 60개국의 
소비자 3만 명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글로벌 소비자 보고서’
를 발간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73%가 “해당 브랜드가 사회․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나 구입 전에 패키지를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동남
아 국가 중 필리핀이 82%로 가장 높았고, 태국 69%, 인도네시아 63%, 말레이시아 
56%, 싱가포르 48% 로 나타났으며, 세계 평균은 52%였다. 또한 “사회․환경 활동
에 적극적인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더욱 구입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도 
베트남은 73%로, 동남아시아에서 2위, 세계 3위로 나타났다.(세계 평균은 55%) 
베트남은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인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최근 6개월에 구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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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베트남 내 일본기업의 사회  책임(SR) 활동 사례

기업
SR활동 

분야
SR활동 황

Aeon
(중형 
쇼핑몰 
 운영)

환경/
교육

 아시아 나무심기 캠페인 일환, 베트남에 35,000그루 나무를 심음
 Aeon Eco 프로젝트: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를 위한 기업경영노력
 Aeon 1% 클럽: 휴에(Hue) 교육시설, 학교 건축/ PET병 모으기 행
사로 아동 의료보건 지원/베트남 대학생초청 환경과 경제 토론 대
회/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학생교류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사
업/ ECO리더 교육 사업

NEC
(일본전기
주식회사)

환경/
교육/
의료

 The Make-a-Difference Drive (NEC MDD) 활동
 환경안전사업의 일환으로 교통 시스템 및 통신망 건설 사업
 지역의료 보건사업
 물, 전력, 가스와 관련한 에너지 환경사업

3. 일본 기업들의 사회  책임(SR) 활동

베트남 내 일본 기업들의 SR 활동은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사업과 접한 관련

을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초기부터 일본 

정부의 환경개선사업과 사회인프라 개발협력사업에 일본 기업들을 참

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이는 일본의 국가 이미지와 기업 이미지를 절묘

하게 결합한 것인데, 동남아 국가들과 외교적 동맹강화 및 경제협력 촉

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장기적이고 치 한 접근이 결과적으로 일본 기

업들의 SR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일본 

기업들의 SR 활동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

한 교육사업과 환경보전사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12>).

던 적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에서도 68%를 기록,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필리핀 
7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 태국은 66%, 인도네시아 61%, 말레이시아 49%, 
싱가포르 48%, 세계 평균은 52%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5). 따라서 베트남의 
CSR에 기대수준은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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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ta
(자동차 
생산)

환경/
교육

 Go Green 환경교육 지원프로그램, ‘함께하는 Go Green student 
club’ 조직하여 사회이벤트 행사를 열고 있음 
 “Green Living Festival” 행사 개최 

Honda 
(오토바이
 생산)

환경/
교육/
자선

 베트남 환경보호사업을 위한 나무심기 활동
 교육사업 및 학교건립, “Honda YES Award”장학금 지원 
 “I love Vietnam” 캠페인, 텔레비전 홍보를 통한 대중을 위한 교통
안전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사업
 각종 자선사업 참여,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Yokohama 
Tyre
(오토바이, 
소형타이어)

환경/
교육/
자선

 지역사회 나무심기/ 지역사회 환경정화 운동 
 여성 근로자인권 신장 노력/근로자 재난안전 대피훈련

   /근로자 교통안전 헬멧쓰기 운동
 재해피해 복구사업/불우이웃 돕기

Panasonic
(전자기기 
 생산, 판매)

환경/
교육
/문화

 “Eco Ideas” 환경 캠페인 일환으로 베트남 문화유산 보존 및 조림 
 사업/  에코릴레이 교육 및 홍보 활동
 Dien Bien 벽오지 태양광 랜턴보급
 “Panasonic for a green Vietnam” 조림사업
 아동참여 영화제작 교육 행사

Canon
(카메라 
생산, 판매)

환경  eco-bags 교환의 환경캠페인

DENSO
(자동차 
 부품 생산)

환경/
자선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사업 및 베트남 
    환경보호  활동
 노인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활동
 노동자 권익을 위한 기술훈련 장려기제 마련

RICOH
(사무기기)

환경/
교육

 “The Spirit of Three Loves” 이웃, 국가와 자연환경, 나의 임무를 
 사랑하자는 철학아래 사회공헌사업 실천
 조림, 산림보호사업    교육사업

CHODAI
(국가기초
인프라
시설정비)

환경
 열차 내 바이오 화장실 설비로 공공위생/수질 환경보호/환경안전
 벽오지 지역의 위생환경 개선사업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분야 기술개발 실천과 지역사회적용으
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 

Acecook
(인스턴트 
식품제조)

사회
봉사/
자선

 어려운 가정을 위한 이웃돕기행사
 “인류가치를 위해 일본과 베트남의 동행”
 라면 등의 회사 상품을 빈곤가정의 구호물품으로 제공하는 행사

출처: http://www.env.go.jp/earth/coop/eco-csrjapan/en/vietnam.html “CSR Activities in 
Vietnam”, www.gogreen.com.vn 및 각 기업 베트남 홈페이지 참조 작성 

     (검색일: 2015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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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형할인마트인 Aeon은 ‘아시아 나무심기 사업,’ 즉 환경

보전 사업 일환으로 베트남에서 35,000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베트

남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각종 환경캠페인을 전개하고 있

다. NEC도 친환경 전력생산과 공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요타(Toyota)는 ‘Go Green’이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Denso)도 현지공장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공정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

부품과 사무기기 제조업체, 리코(Ricoh)는 조림과 산림보호를 사회

적 책임활동의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한편 교육사업에서 혼다

(Honda)는 빈곤지역 학교설립과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

안전교육을 통해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요코

하마 타이어(Yokohama Tire)는 환경교육과 더불어 헬멧과 보호장비 

착용 등 근로자 안전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베트남 공장의 산업재해

를 크게 줄였다. 

전반적으로 일본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진

출 초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기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CSR을 전개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책임활동의 단기적 성과나 ’최소 비용, 최대 효과‘보다는 국

가적 차원에서 베트남을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CSR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베트남에서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SOC 건설사

업이나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이미지

를 부각시키고, 일본 및 글로벌 NGO들과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이슈

를 발굴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전지구(全地球)적으로 통일된 사회사업의 주

제 안에서, 자체적인 활동 캠페인 테마를 설정하고, 그 테마와 이슈

(issue)에 집중하는 SR 활동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트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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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 정부 및 NGO들

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CSR의 지정된 테마사업을 ‘전략적’이

고, ‘장기적’이며, ‘유기적인 네트워크(일본의 환경보전사업 내용을 

교육사업의 내용으로 활용 하는 등)’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많

은 일본 기업들이 이미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오랜 

시간동안 SR 활동을 전개했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Audrey Chia 

2015: 11-12),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 모색과 현지에 특화된 사업모델 

발굴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현안과제 해결

을 위한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 형성도 다른 나라 기업들보

다 앞서고 있다. 이는 CSR을 여전히 비용으로 인식하는 베트남 기업

들이나, 시장진출 초기에 우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움

직였던 한국 기업들과는 분명히 대비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4. 베트남, 한국, 일본 기업의 SR 활동 유형

<표 2>에서 언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유형에 관한 이론연

구를 바탕으로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의 SR 활동 유형

을 분석하면, 베트남 현지 CSR 핵심 이슈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CSR 활동 목적과 CSR 활동 방법이다. CSR 활동 목적에

서 ‘사회 공익과 기업이익간 관계인식’ 및 ‘CSR을 통한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CSR 활동 방법에서는 ‘CSR 활동의 대상’ 및 ‘CSR 실천 

방법’을 분석하였다. <그림 2>는 앞서 살펴본 SR 활동 사례를 바탕

으로, 베트남 기업,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의 SR 활동을 유형 분류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재구성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3>은 

<그림 2>를 바탕으로 각국 기업들의 SR 활동이 종합적으로 어떤 유

형에 가까운지를 분석한 것이다.

첫째, 베트남 기업들의 SR 활동은 전반적으로 ‘방어적 CSR’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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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기업들은 ‘반응적 CSR’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기업들은 ‘반응적 CSR’과 ‘전략

적 CSR’이 혼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공익과 

기업이익간 관계인식’에서 베트남 기업들은 가능한 적은 사회적 책

임 활동으로 기업 자체의 성장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은 공익추구를 베트남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장진입비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본 기업들은 기업이익과 베트남 사회공익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관점의 공유가치 창출(CSV)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림 2> 한국, 베트남, 일본 기업의 SR 활동 비교

출처: 필자 정리

 

둘째, ‘CSR 기대 효과’에서 베트남 기업들은 SR 활동을 대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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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는 법규범 준수, 또는 기부, 공적부조를 통한 기업 인지도 상승으

로 간주한 반면,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베트남을 미래시장이자 노동

력 공급원으로 다루면서, CSR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베트남과 파트너십을 강화

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CSR 활동의 대상’에서 베트남 기업들은 주로 사회빈곤층을 

대상으로 아동 교육시설 확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 기업들은 현지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빈곤지역을 중심

으로 의료보건 활동, 식수공급, 교육설비 확충 및 교육활동 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일본 기업의 경우, 사업장 인근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역의 낙후 지역에 대한 통신망 구축, 상수도 공급, 오물처

리 설비 등 사회인프라 건설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나무심기’와 

‘산림보호’의 환경이슈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림 3> 한국, 베트남, 일본 기업의 SR 활동 유형 분석

  

출처: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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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CSR 실천 방법’에서 베트남 기업들은 자연재해나 사

고발생으로 공여나 자선활동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체로 소극적이고 비(非)정기적인 SR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았

다. 한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은 지역현안 과제발굴과 문제해결 위

주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공여나 자선활동도 계획적

이고 조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글로

벌 NGO 및 일본 정부와 긴 히 협력하면서 베트남 현지 SR 활동 

지역과 시기를 선택한 반면, 한국 기업들은 그러한 협력구조가 상대

적으로 취약하며 그 활동 범위도 지역사회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SR활동의 홍보 유발효과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젠 한국 기업

들의 SR활동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사회

공익과 기업이익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개혁개방(Doi moi) 정책이후 CSR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GRI, ISO 26000 등 국제적 규범이 갈수

록 보편적 가치를 획득해가는 시점에 베트남의 CSR 동향과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 SR 활동에 

대한 연구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첫

째, 베트남의 CSR 발전과정에서의 그 사회문화적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베트남 현지인들의 CSR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CSR 활동은 

현지인의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셋째,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일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SR)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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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징은 무엇이며, SR 활동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우선, 첫 번째 질문의 연구결과, 베트남에서 기업의 SR 활동은 다

른 이슈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의 사회적 특징 네 가지를 ‘상부상조(相扶相助)정신과 민

족성’, ‘유교사회의 나눔 문화’,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공산정부의 

기업영향력’, ‘공동체(共同體)성이 강한 지역사회의 기대수준’ 관점

에서 베트남 CSR 환경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 의한 분석결과, 다국적기업의 SR 활동에 대한 베

트남 사람들의 전반적 인지도와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

히 다국적기업의 SR 활동에 대하여 베트남 기업보다 높은 기대수준

을 보였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중국(대만포함) 기업의 SR 활동 

평가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좋게 나왔다. 

다국적기업의 SR 활동과 브랜드 신뢰도간 상관관계에서는 기업의 

‘법적, 윤리적 책임’과 ‘브랜드 신뢰도’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이

는 베트남에서 다국적기업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영역의 사회적 책임을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사회

적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SR 활동과 구매의도가 서로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베트남 현지 조사 대상자들은 SR활동이 우수하다고 생

각하는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강한 구매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에서 CSR의 중요성이 점점 커

지고 있는 상황 하, 일본 기업들의 SR활동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우호적 인식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본 연구의 핵심적 의의를 지닌

다. 즉 일본 기업들의 SR활동은 ‘반응적 CSR'과 ‘전략적 CSR'이 혼

재되어 있지만, 일부 활동에서는 전략적 CSR을 넘어 ‘공유가치 창출

(CSV)’로 분류할 만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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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들은 SR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투자보

다는 비용’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은 교육, 의료

보건, 집짓기 활동 등을 통해 시장개척, 우호적 여론 형성 및 ‘베트남 

경제성장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까지 이끌었다. 다만 독자적인 

CSR 이슈 발굴과 선도,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

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

서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CSR을 전개했던 경험이 있어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과 현지에 특화된 사업모델 발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우호적 인식’을 이끌어 내는데 크게 성

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현지 이해관계자

들과 파트너십 형성에서도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앞서고 있다. 이는 

CSR을 여전히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들이나, 시장진

출 초기에 우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

국 기업들과 분명히 대비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후속연구 필요성을 살펴보면, 우선 설문조

사 지역을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노이는 대

만 기업들보다는 중국 기업들의 SR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지역이지만, 투자기업 수가 많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화교기

업에 대한 SR활동 연구는 호치민이 더 유리하다. 아울러 일본 기업

들에 대한 SR활동을 지속적으로 비교, 관찰하기 위해서도 호치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조사 대상자들을 대학생 

위주의 청년층에서 30~40대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CSR에 대한 베트남의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도출할 

수 있고,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CSR 유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기업이 발간하는 CSR 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

에 대한 면 한 검토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CSR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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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 기준으로 급부상한 GRI G3.1과 G4, ISO 26000에서 제시하

는 평가 항목, 성과측정 기준들을 베트남에서 발간되는 각종 CSR 

보고서에 적용하여 국제 기준과 차이를 도출한다면, 베트남의 CSR 

동향에 대해 좀 더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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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를 한 변수 측정의 항목과 도구
측정항목 변수 측정의 도구

Ⅰ
다국적기업 CSR에 대한

인지도 기본조사
(명목척도)

 ① 다국적 기업의 CSR인지도 측정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기타국가의 CSR활동 인지도 측정
 ② 다국적 기업의 CSR 필요성 측정 
   - 다국적기업의  CSR 활동 기대수준을 베트남기업의 기대

수준과 비교 측정
 ③ 다국적 기업의 CSR 희망활동 분야 측정
   - 경제적, 법적, 사회적, 자선적 책임분야 비교

Ⅰ-1

한국, 일본, 중국, 
대만기업의 CSR 

비교조사

(국가 간 비교선택 문항)

 ① 4개국 기업의 CSR활동 인지도 비교측정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기타국가의 기업으로 분류 측정
 ② CSR 활동 참여희망 분야 비교측정
   - 문화/예술지원 - 체육진흥 지원  - 교육지원
   - 지역사회 공공기반 시설지원 - 환경보호활동 지원
 ③ 다국적기업의 CSR활동 참여방식 비교측정
   - 현금/현물 기부  - 기업자체 프로그램 개발 활동 (컴퓨터, 

청소년, 장애인 프로그램 등)  - 정부/지방정부 활동과 연계
한 지원 형식  - 기업 직원 및 임직원의 직접참여

   - 회사의 전문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봉사활동의 전문화 
 ④ 경제적 책임의CSR활동 4개국 비교:
   - 베트남 경제의 빠른 성장에 가장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기업 비교:
 ⑤ 사회적 책임의 CSR활동 4개국 비교
   - 베트남 환경을 보호하고 좋은 상품을 제조하여 베트남 사

회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기업 비교.

 ⑥ 법적 책임의 CSR활동 4개국 비교:
   - 부정, 부패 없는 경영과 충실한 세금 납부 등을 가장 잘하

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기업 비교
 ⑦ 자선적 책임의 CSR활동 4개국 비교:
   - 베트남의 어려운 계층을 돕는 자선활동에 가장 활발한 활

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기업비교

Ⅱ
브랜드 신뢰도
(명목척도 및 
비교선택 문항)

  (동종 상품일 경우/브랜드 신뢰에 대한 3국 비교)
 ① 기업의 CSR 활동과 브랜드 신뢰도 상관성비교 
 ② 동종 상품일 경우 3국의 브랜드 신뢰도 측정
 ③ 동종 상품일 경우 3국의 소비자 신뢰도 측정

Ⅲ
구매의도

(국가 간 비교선택 문항)

 ① 구매선호도 측정
 ② 향후 지속구매 가능성 측정
 ③ 구매추천 가능성 측정

Ⅳ   인구 통계학적 변수
   - 성별         - 결혼여부
   - 연령대     - 소득수준
   - 학력         - 직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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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베트남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동향과 유형 연구 :

한국, 베트남,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정혜영․최병헌

베트남에서의 CSR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제

적 CSR 규범들이 갈수록 보편적 가치를 획득함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

이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CSR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베트남 정부와 현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

를 통해 베트남에서도 기업들의 SR 활동과 브랜드 신뢰도 및 소비자 

구매의도가 서로 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베트남 기업과 한

국 기업, 일본 기업에 대한 SR 활동 사례연구에서, 베트남 기업들은 

SR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투자보다는 비용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은 교육, 의료보건, 집짓기 활동 

등 다양한 SR 활동을 통해 베트남 경제성장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독자적인 CSR 이슈 발굴과 중장기적 전략 수립

은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오랜 SR 활동 경험을 통해 현지에 특화된 사업모델 발굴, 지역사회 

현안과제 해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 형성과 인지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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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했다. 일본 기업의 SR 활동은 ‘반응적 CSR'

과 ‘전략적 CSR'이 혼재되어 있지만, 일부 활동에서는 전략적 CSR

을 넘어 ‘공유가치 창출(CSV)’의 특징이 나타났다. 

주제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베트남 CSR, 베트남 기업, CSR 유

형, 사회적 책임(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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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lity(CSR) 
Trend and Type of Vietnam:

Korean, Vietnamese, Japanese Firms’ SR Activities

JUNG Hye Yeong
(Konkuk University)

CHOI Byung Hu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 the interest and expectation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ntinuously grow up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CSR 

are more and more popular in Vietnam, and many MNCs 

(Multinational Companies) confront a big turning point in doing 

businesses in Vietnam. This study reviewed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for the reason why CSR has emerged as a critical issue 

in Vietnam, and accessed which SR activities are considered as the 

more important ones than others in Vietnam. In addition this study 

did a field survey for Vietnamese young people in order to access 

the CSR recognition. Through the survey, this study analyzed the 

corelation between SR activities and brand trust, and the corelation 

between SR activities and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re exist meaningful relations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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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case studies for the SR activities of Vietnamese, Korean, 

Japanese firms, the SR activities of Vietnamese firms were more close 

to the defensive CSR but Korean SR activities generally were 

between the responsive CSR and the strategic CSR. However 

Japanese firms more oriented for the strategic CSR rather than the 

responsive CSR. Furthermore some of Japanese SR activities turned 

out to come close to CSV (Creating Shared Value) model with the 

help of systemetic collaboration among Japanese government, 

Japanese firms and global NGOs.                   

 

Key Wo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Vietnames CSR, 

Vietnamese Firm, CSR Type, Social Responsibility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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