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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기업의 사회 책임(CSR:corporatesocialresponsibility)에 한 논

의는 기업의 의무라는 에서 차 공유가치 실 을 통한 기업의 생존

경 략 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을 심으로 해서 사회 책임을 하나의 사활동이나 책무 주로

생각하고 시행하 으나 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차 기업들의 경

략으로 그 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책임제도에 한 연구는 도입을 통한 경 성

과 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이 제도

도입을 하고 조직 구조를 바꾸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사회 책임 제도를 략 인 이유로 도입

하는지 아니면 제도 인 이유로 도입을 결정하는지를 심으로 결정 요

인을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시의 하게 기업들의 제도 도입 실

태를 검해보고 제도 도입을 어떤 에서 바라 야 하는가에 한 실

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업의 사회 책임제도 도입의 결정요인을 략 에서 찾

는 경우의 독립변수는 신 경 략,경쟁의 정도,노사 계로 해서 평

가하 고 제도 인 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네트워크 활성화,공공부

문 여부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통제변수는 기업의 연령,산업,외국인 최 주주여부로 해서 산업이나

외국인 지분 등으로 인해 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 고 종속변수는 사회

책임제도의 도입 극성을 검토코자 했는데 세부 으로 기업들이 사

회 책임 제도를 문서화된 장기계획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와 조직자체

에 담부서를 설치하 는지 여부를 통해 실증 인 분석을 하 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통해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제도 에서

기업들이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하는 가설을 지지하고 나아가서 사회

책임제도가 요해지는 추세에 맞추어 략 에서 제도를 도입



-ii-

하는 기업들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다 회귀분석을 시

행하 다.

분석결과 첫째, 신 략을 쓰는 기업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

임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략을 쓰는 기업의 경우

략 선택을 해서 사회 책임제도 도입을 경 략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의 기업과 규모가 큰 기업인 경우 더 극 으로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규모가 큰 기업과 공

공기 같은 가시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회 책임제도 도입을 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제도 측면에서 사회 책임제도

의 도입을 더 극 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 의 독립 변수인 네트워크의 활성화 여부

략 의 변수인 시장에서 경쟁 정도와 노사 계가 좋고 나쁨은 사회

책임제도 도입의 극 시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 이나 기업 같은

가시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특성은 제도 측면에서 사회 책임제도 도

입을 극 으로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었고 상 으로 경

략 측면에서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담 조직을 설치하는

하는 것은 도입의 결정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단된다.

기업들이 사회 책임이 경 략의 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직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이제 인식의 환을 통해 사회 책임이 경

성과를 높이는 장기 인 투자라는 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

다. 한 정부에서도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주요어 :경 략,사회 책임제도 도입요인, 략 ,제도

학 번 :2015-2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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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목

21세기 경 에 있어 요한 화두 하나는 기업의 사회 책임(CSR,

CorporateSocialResponsibility)이다.MichaelE.Porter& Mark R.

Kramer(2001)는 장기 인 사회경제 목표달성을 해 략 사회공헌

의 요성을 강조하 으며, 략 CSR의 개념을 발 시켜 CSR은 비용

의 개념이 아닌 기회, 신,경쟁우 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하 다.

포터 교수에 의하면 CSR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한다.멍청한,이기 ,착한,스마트한 기업이다.기업

이익도 고 사회 책임도 없는 기업은 멍청한 기업이 된다.기업 이익

은 좋은데 사회 이익이 없는 것은 이기 기업이라 할 수 있다.사회

이익은 높은데 기업 이익이 없는 것은 착한 기업이고 기업 이익과 사

회 이익 모두 높은 기업 즉,스마트한 기업이 존재한다.스마트한 기업

은 '공유가치'를 만드는 곳(CSV,CreatingSharedValue)1)에 집 한다

고 한다.

이 듯 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은 기업이 해야 할 의무로

그치지 않고 기업이 이익제공의 1차 기여자인 소비자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기업의 잠재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는 효과로 돌아오는 가

치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 포럼(WorldEconomicForum)인 다보스 포럼(Davos

1)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와 비 리컨설 업체 FSG의 공동

창업자 마크 R.크 이머가 2006년 1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

략과 사회:경쟁 우 와 CSR 간의 연결”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의미로

2011년에 “공유가치를 창출하라:자본주의를 재창조하는 방법과 신 성장의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에서 본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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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왑(KlausSchwab)교수가 기업의 사회

책임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Schwab,2008),이강호(2012)에서 재인용).

최운열․이호선․홍찬선(2009)은 기업의 사회 책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경 활동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의 지속가능 경 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 책임의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연구들

은 사회 책임 활동에 한 심을 략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Lantos(2002)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 책임을 윤리

책임과 자선 책임 략 책임으로 구분하 다.여기서 윤리 책

임은 기업이 사회 손실을 이기 해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고,자선

책임은 이해 계자들에게 효용을 주지 못하거나 기업의 수익을 희생

시키더라도 사회 문제를 돕기 한 책임 활동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략 책임의 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기업이 단순한 자선이 아

니라 마 수단으로써 자선 인 사회 책임을 이행한다면 기업이미지

가 강화되고 경제 의무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합리 인 활동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혜정․김석수 (2009)재인용).

2002년도 이후 기업스캔들이 곧 기업소멸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corporatesubstantiality)”에 한 문제를 CSR와 결부시키는 움

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략 CSR이 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

지욱․변선 (2011).특히 Enron이나 WorldCom 등이 분식회계,부패에

의한 불투명 거래로 산에 이르게 되면서 CSR을 무시한 기업들에게 경

종을 울렸고,기업은 CSR을 기업존속을 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인

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김지욱․변선 (2011)의 연구에 따르면 략 개념으로서의 CSR는

기업이 CSR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면 이를 기업의 홍보나 기업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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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한 비용정도로 간주하던 이 의 경향을 벗어나 사회공헌이나

신활동을 통해 사회에 좋은 향을 가져오면서 기업에게도 이익을 가

져올 수 있는 략 투자활동을 의미한다고 한다.

본 논문은 사회 책임제도가 기업의 경 략으로 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한국 기업들은 어떤 요인으로 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지를 연구문제로 삼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기업의 사회 책임제도 활동에 한 결정요인

과 재무 ‧비재무 성과요인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본 연구

는 세계 으로 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 책임제도에 한 의 변화

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결정요인으로 향을 주었는지에 으로

심을 두고 략 근과 신제도주의 인 근 방식을 바탕으로 연구

를 수행하는데 그 차이 이 있다 할 것이다.

배경민(2013)이 한국 기업 내 사회 책임 담 부서의 설치하는 요인

에 한 분석을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제도주의 근 방식에서는 기업

의 사회 책임에 한 사회 요구가 늘어나고 이에 한 향으로 사

업장내 사회 책임 담 부서가 설치된다고 설명하 고, 략 근

방식에서는 사회 책임을 통한 시장 략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해

사회 책임 담 부서를 조직 내에 설치한다고 설명하 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사회 책임제도 도

입을 하는 결정요인에 해서 특히,사회 책임에 한 장기 계획 등

이 공개되어 있는지와 조직 내에 사회 책임을 담하는 부서들이 설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제도 도입에 한 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 으로 이 연구를 통해 사회 책임 제도를 극 으로 도입하는

기업들의 황을 검토하고 도입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측면

에서나 경 측면의 다각 인 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하는데 시사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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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방법 논문구성

앞에서 서술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제도의 도입에 한 결정요인에 한 이론 배경에 한 고

찰과 련된 선행연구의 검토를 진행한다.문헌연구는 국내·외 여러 학자

들과 연구기 에서 발표한 선행연구 논문과 단행본,각종언론자료

련 사이트를 통해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요인들을 심으로 독립변수(사회 책임제도

도입의 결정요인)와 종속변수인 사회 책임제도 도입 극성( 장기 계

획 보유 담부서 설치)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6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는 실증 연구 방법을 실시코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패

조사 2013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한 통계분석의 도구는

SPSS22통계패키지를 사용하 고 분석기법으로 기 통계분석,상

계 분석 다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목 과 연

구 방법 논문구성에 해 서술한다.

제 2장에서는 이론 배경으로 사회 책임의 개념과 논의에 해 살

펴보고 검토한 선행연구에 해 서술한다.

제 3장은 실증분석을 한 연구모형 가설의 설정과 연구방법에

해 서술한다.

제 4장은 자료수집 기 통계분석과 이를 토 로 가설검증을 하는

실증분석의 내역을 서술한다.

제 5장은 결론부분으로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의 시사 에 해 기

술하고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에 해서 서술하면서 향후 연구의 발

방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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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이론 배경

1.사회 책임의 개념

이론 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CSR,CorporateSocialResponsibility)

에 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정의들이 있다.우선 가장 일반 인 정의

로는 사회 ․환경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즉 기업의 사회 책임은

기업이 재무 이익과 더불어 사회 ,환경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의미

(USGAO,2005)한다고 한다.

McWilliams& Siegel(2001)은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정의가 분

명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이해 계자들이 각기 다른 목 과 목표를 가지

고 이를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 책임에 해 사회

재화를 창출하기 해 기업의 이익이나 법을 따르는 그 이상의 행

(actions)라고 정의하 다.

한 세계은행에서는 사회 책임은 업,지속가능발 ,사회 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삶을 개선하기 해 모든 이해당사자와 력함으

로써 윤리 으로 행동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 에 공헌하겠다는 기업의

공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의 사회 책임(CSR)은 기업의

경제 ,법 책임을 뛰어넘어 사회 소임까지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1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정의된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여

러 가지 개념을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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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en(1953)

기업이 사회의 일반 인 목표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의사결정을 하며,행동을 수행해

야 하는 의무

McGuire(1963)
사회에 한 경제 ·법률 의무 외 체 사회의

기업의 책임

Carroll(1979)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경제 ·법 ·윤리 ·재량

책임

McFarland

(1982)

개인·조직·사회제도간의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그러

한 인식을 도덕 ·윤리 ·경제 가치의 틀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Porter&

Kramer(2011)

CSR을 넘어 ‘공유가치창출’(CSV)로 이행하여야 하

는데，CSV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동시

에 기업이 소속된 지역 사회의 경제사회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운 행”

[표1] CSR의 정의

(장 철,한 구(2012)에서 재구성)

개념 정의를 통해 보듯이 기업의 사회 책임 논의는 오직 기업 주

주들만의 이윤 극 화뿐만 아니라,기업과 련되는 모든 이해 계자

(multiplestakeholdergroups) 를 들어 고객,종업원,공 자,지역사회,

정부 기 주주들까지도 고려 상으로 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으로 생

각해야 될 것이다(McWilliams& Siegel,2001).

역사 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은 산업화와 더불어 나타났는데,유럽의

경우는 산업화 이후 이미 19세기에 노동자들의 소요나 사회 명 상황

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종업원 복지정책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20세기에 이르러서 미국에서 1950년 이후 본격 인 CSR 개념화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CSR 개념을 창시했다고도 여겨지는 Bowen은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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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HowardBowen의 SocialResponsibilitiesoftheBusinessmen에서

사회 책임을 ‘기업의 목표와 사회의 가치 측면에서 이상 인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하고 따르는데 한 기업의 의무’라고 정의하 다.

한 Carroll은 CSR피라미드(PyramidofCSR,1991)를 통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법을 수하며 윤리 이고 한 사회도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sociallysupportive)’고 사회 책임을 정의하며 기업의 사회

책임을 크게 나 어 경제 책임(economicresponsibilities),법 책

임(legalresponsibilities),윤리 책임(ethicalresponsibilities),사회 공헌

책임 (philanthropicresponsibilities)으로 구분하 다.

를 들면 경제 책임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임 을 지 하여 시장경

제체제를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한 세 납부를 함으로 사회 존재로

이행해야 할 책무이다.법 책임은 기업이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법치 국가에서 법률상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규정해 놓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경 활동을 통해 경제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윤리 책임은 법 책임을 넘어 기업 독자 인 윤리

에 의한 기 규제에 의한 책임으로 인권과 노동환경,사회공헌 등과

같은 극 인 공헌활동에 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를 들어 직

원을 성별이나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거나 기업이 속한 사회와 문화권의 기 에 맞추어 기업을 운 하

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2000년 들어서서 Enron,WorldCom 등이 분

식회계와 부패에 의한 불투명 거래로 산하면서 기업스캔들이 기업소멸

로 이어지는 모습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Corporatesustainability)에

한 문제를 CSR에 목시키는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략

CSR이라는 것이 두되기 시작했다.

략 CSR은 기업이 경제 책임 면에서 시장 활동을 통한 지속

수익창출을 하기 해 배되지 않으면서,사회 책임 면에서도 기존의

경 활동을 통해 얻은 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 공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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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CSR
이익창출 책임활동

법 ·윤리 책임활동

Carroll(1991):경제 책임,

법 책임,윤리 책임

PorterandKramer(2006):

반응 CSR

략 CSR
사회공헌 책임활동

사회 신 책임활동

Carroll(1991):자선 책임

PorterandKramer(2006):

략 CSR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배되지 않고 하는 기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업에게 사회 책임에 한 활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략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강호(2012)는 기업의 사회 책임을 기업의 략 에서 살펴보면

서 반응 사회 책임(responsiveCSR)과 략 사회 책임(strategic

CSR)으로 나 수 있다고 했는데 반응 사회 책임은 경제 책임과

법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기업을 여러 가지 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사 에 방하는 것이라고 한다.이러한 방을 해 기업이

평소에 기업 내 사회 책임 헌장 행동 기 등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올바른 행 와 최선의 행동을 인식시키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해서는 사내체제 정비,추진 조직의 구축,연수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이와 함께 매출 이익의 확보와 같은 경제 책

임 역의 활동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해서 요하다고 주장하

다((PorterandKramer,2006),이강호(2012)에서 재인용).

통 CSR과 략 CSR을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통 CSR와 략 CSR

(김진욱,변선 (2011)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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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책임에 한 논의

CSR에 한 최 의 학술 인 논의 던 하워드 보웬(Bowen,1953)이후

50∼60년 CSR개념 정의에 한 연구와 70∼80년 기업의 사회 성

과모형(corporatesocialperformancemodel),90년 의 이해 계자 모형

(stakeholdermodel),그리고 략 사회 책임론(strategiccorporate

socialresponsibility)으로 이어지기 까지 일련의 연구는 사회공헌 활동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심을 두는 시장 심 논의로 개되고

있다.

1990년 이후 CSR은 기업들의 참여와 심이 실화되면서 새로운

동력을 가지게 되었는데,기업들은 무엇보다도 기업성과로서의 수익만이

아니라 수익을 얻는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는 기업규범의 변화에 따르기

해 기업의 생존 략으로 CSR을 다루게 되었고,이는 기업자선 차원에

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모델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의 요성이 커짐에 따라 CSR에 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CSR활동은 략 차원에서 장기 으로 지속성장

을 한 석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러한 시 조류에 따라 학계에서

는 CSR에 한 연구가 회계학뿐만 아니라 경 학 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미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일 부터

CSR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CSR의 실천 여부에

한 평가의 단계로 발 하고 있는 실정이다(송호신,2010).

특히 1990년 를 후로 CSR에 한 논의는 국제기구 련 NGO,

다국 기업 각국의 정부를 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

양한 규제 략이 마련되었다. 컨 민간차원에서 각종 윤리강령 등 자

율 기업행 규약(corporatecodeofconduct:CCC)을 시행하고 있다.

OECD는 1976년에 기업행 의 원칙으로 제정하 던 ‘다국 기업에

한 가이드라인(TheOECD 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을

2000년 6월에 개정하여 지속 발 을 한 사회,환경의 과제를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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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 책임에 한 내용을 포함시켜 용하기 시작하 고,UN은

2000년 7월에 인권,노동,환경,반부패를 핵심으로 하는 10개 원칙을 포

함하는 ‘UN세계 약(UN TheGlobalCompact)’을 채택하 으며,국제노

동기구(ILO)도 CSR에 한 각종 선언을 채택하며,국제표 화기구

(InternationalOrgnizationforStandardization:ISO)도 CSR의 국제표

ISO26000을 제정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는,1995년 김 정부가 “환경 친화 산업구조로의

환 진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의 환경 친화 활동을 진하려

했으며,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윤리 으로 경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노무 정부에서는 기업 윤리가 더욱 강조되면서 “기

업윤리경 수 평가”와 같은 정부 차원의 평가 사업이 수행되기도 하

다.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공정 사회”를 실 하기 한 다양한 사법

개 이 추진되었고 이와 동시에 공직자 윤리도 강화되었다.종합하면,각

정권마다 기업의 사회 책임을 유도 는 강제하기 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백경민,2013).

반혜정,김석수(2009)에 의하면 과거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

은 그 구성요소 하나인 사회공헌활동이라는 명목아래 기업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이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

한 자원(재무․조직․인 )을 동원하는데 유리하고,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의 이미지와 매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 부터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한 우리나라의 경우,CSR을 기업의 사명이나 비 에 포함시키고 있

는 기업들은 많지만 이를 구체 으로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일부

기업들의 CSR 로그램은 기부활동만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사회·환경

의 3개 부문을 심으로 한 활동은 여 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

한 실에 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내부의 커뮤니 이션 로세스의 부

족이 그 주된 문제 인데 한국기업의 특성상 수직 인 의사결정 구조와

엄격한 계질서로 인하여 사회 책임 활동이 사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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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논의를 주도하는 분 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기본 으로 우리

나라 기업들은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서 사회 책임에 한 인식이

낮다는 것이 일반 인 평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산업화 시 를 거치면서 기업 주의 경제 성장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되었고 소유와 경 이 분리되지 않은 재벌기업들은 사회 책임

에 한 인식보다는 경제 책임에 한 인식이 더 컸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의 규모나 범 와 상 없이 매우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

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사회공헌활동을 해 기업이 지

출하는 규모도 차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0년 들어

서면서부터 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에 극 으로 나서기 시작하 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2000년 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

문제가 제기된 연 이면서 사회 책임 활동이 로벌 표 으로 등장한

시기라는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CSR활동이 뒤처져 있는 한

국에서도 로벌 표 이 로벌 무역장벽의 일종으로 인식되면서 한국기

업의 체계 인 사회공헌 활동이 시작되었다.

를 들어 2001년에는 한국에서 최 의 SRI2)펀드가 만들어졌다.기업

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안정 인 경 성과를 증명할 수 있고,사

회책임투자를 비롯한 기업 투자 정보로도 활용되기도 하는 지속가능경

보고의 경우,기업들이 2000년 부터 보고를 시작한 이후 그 수가 해

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 히 한국에서 CSR 활동과 공시는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

다.국내 기업 가운데 2014년까지 발간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건수

는 291건( 융보험업과 공기업 등 정부기 제외)에 불과하다. 한

2013년 기 으로 100 기업 49곳이 발간하여,보고서 발간비율이

2)SociallyResponsibleInvestmentfund:기업의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윤리경 등 다양한 사회 성과가 높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네이버 시사상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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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6 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이균 ·양은진,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으로는 기업의 공헌활동에 한 인식이 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기업 내부에 공헌활동이 시스템 으로 갖추어져

있는 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국 기업인경제 연합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사회공헌활동

추진 사내제도 도입(정비와 도입비율) 황을 살펴보면 ‘2014년 주요 기

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추진 련 사내체제 도

입비율에서 응답기업의 60% 이상이 담부서 설치,사회공헌 산제도,

경 명문화 등 부분 항목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요 기

업들은 사회공헌 추진을 한 각종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안정

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참고).

특히 가장 높은 도입율을 보인 것은 담부서 설치 는 담당자 지정

(98.0%)으로, 담부서는 기업 내부에 략 사회공헌을 기획하고 실행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이는 사회공헌활동 사내제도 도입비율이

2006년을 기 으로 비약 으로 증가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

로 보여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표3참고).

동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추진을 한 내부 시스템

정비에 한 노력을 지속 으로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10명 8명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자선사업이

아닌 경 략을 포함한 기업 경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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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사회공헌활동 추진 사내제도 도입비율(2013년)

(출처 :2014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국 기업인 경제연합회)

[표3]사회공헌활동 련 사내제도 도입비율 추이

(출처 :2014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국 기업인 경제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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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 책임에 한 심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 역시 공기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시도를 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나눔 경 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세부 으

로는 2005년 정부산하기 에 한 경 실 평가항목에 사회공헌분야가

추가되었고,2006년부터는 사회공헌활동 실 이 공기업의 경 실 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있는 롯데그룹 오 일가의 이 투구 식 경 권 분

쟁과 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국내 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부

패 사건 등이 주요 이슈화되면서 사회 책임에 한 심이 더욱 높아

지고 있다.19 국회에서는 련 법안3)이 발의되기도 하면서 차 기업

의 사회 책임제도 활동에 한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제 2 사회 책임의 선행연구

앞서 기술한 이론 배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 책임제도

에 한 경험 연구가 이루어 졌다.특히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2000

년 이후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의 결정요인을 둘러싼 논의는 어들

고, 차 사회 책임 활동의 재무 성과,기업가치 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균 ,양은진,2015).

우선 김선화,이계원(2013)이 CSR의 동기요인과 련하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검토하 는데 특히 세 가지 즉,기업의 내부 역량(부채

비율, 흐름, 고비 등),지배구조(경 자,이사회 구성,외국인 기

투자자 등),이해 계자 에서의 환경 요인(산업특성,NGO와 고객

의 향,규제와 조세정책,나아가 종업원 복지 지역사회의 향 등)

3)기업의 사회 책임(CSR) 련한 표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는

데,기업의 CSR공시,자본시장의 ESG(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

고려와 공시,정부 공공조달과 국가계약 시 CSR의 고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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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심으로 연구하 다.결과 으로 내부 역량으로는 부채비율,

흐름,생산성 수익성, 고비,교육훈련비 등이 지배구조 에서는

지배주주,경 자,이사회구성,외국인투자자,기 투자자 등이 CSR활동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 요인으로는 산업특성,가시

향,경쟁자의 향,NGO의 향,고객의 향,채권자의 향,규제의

향,조세정책의 향,지역사회의 향,종업원 복지 직무 환경개선

등이 CSR을 진시키는 유인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의 결정요인에 한 국내 연구 에서 고성천,

박래수(2011)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 1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

주가 직 기업을 경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오 경 인의 경우

CSR을 기업의 평 구축,장기 인 매출 증 나 비용 감 효과 등을 고

려한 무형자산 투자로 인식하여 장기 인 에 CSR을 수행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기훈,이의 (2011)은 CRS도입에 한 동기(Motivations)를 내

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정리했는데 내부요인으로는 내부 로세스 리

통제,기업 내부 개선사항 악, 로세스 제품 신 강화 등이 있

고 외부요인으로는 고객의 요구, 재 미래 법규 표 수,외부환

경에 한 부정 인 사회 환경 향 방 기업 이미지 지역

사회 계 개선 등이 있다고 했다.

이충신(2012)의 략 에서의 연구에서는 호텔기업의 사회 책

임활동은 자체에서도 가치를 창출하는 략 인 에서 인식되고 있으

며 기업이 내외 으로 사회 책임활동을 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마 략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면 다른 경쟁기업에 비해 우 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ampbell(2007)은 연구에서 사회 책임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경제 환경과 제도가 주요한 변수라고 했다.기업 외부의 경제 조건,

기업 경쟁 정도,정부 규제여부와 감독능력,산업 내부의 조직화된 자체

규제 능력,비 리단체,사회운동단체,기 투자가,언론의 활동,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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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책임에 한 규범의 제도화 정도,경 자단체나 직능단체가 사회

책임을 시하는 정도,기업과 노조 피고용자 같은 이해 계자와의

화의 제도화 등이다(이균 ,양은진,2015에서 재인용).

한 제도주의 의 경험 연구로는 34개국의 520개 융사에 한

경험연구를 들 수 있는데 기업 경쟁정도와 법 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산업내부의 사 규제가 있는 것이 CSR활동에 (+)의 향을,주주권리

가 강한 나라일수록 (-)의 향을 미친다고 했다((Chinetal.,2010)이균

,양은진(2015)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장 철,안치용(2012년)의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퍼지기 시

작한 ‘BusinessCaseforCSR’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이는 장기

이고 략 에서 CSR을 개하고,기업의 략 운 을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 가치에 연계시켜서 CSR가 기업의 운 · 계 ·기업·

문화 정체성에 어떻게 근본 인 변화를 래하는지 보여 으로써,

궁극 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향을 밝히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BusinessCaseforCSR’은 CSR에 한 실용노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Drucker가 강조한 ‘CSR의 사업기회

(BusinessOpportunity)화’나 Porter의 ‘공유가치 창출 ’과 같은 선상에

서 이야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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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수 

전략적 
요인

혁신전략

노사관계

경쟁정도

제도적 
요인

공공/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규모

종속변수

제도 도입의 

적극성

통제변수

산업

외국인 지분

(최대주주여부)

기업연령

제 3장 연구모형 연구방법

제 1 연구모형 가설설정

1.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회 책임제도 도입의 결정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하 변수로는 기업의 신 경 략과 노사 계,기업의 경쟁정도 공

공과 민간여부,네트워크 활성화 정도와 기업의 규모로 설정하고 종속변

수는 사회 책임제도의 도입의 극성으로 사회 책임제도에 한 공

개된 제도( 장기 계획 등)보유여부와 담조직 설치여부를 통해 기업

의 특성 어떠한 요인들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결정요인이 되는지를 연

구하 다.

[그림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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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설정

기업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도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

에 한 선행연구(손동원,1994)를 검토해 보면 크게 합리성 이론과 제도

이론이라는 두 가지 연구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특정 기업 제도의 확산과정에서 개별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

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해 환경의 압력을 받는 여부와 그 환경의

압력을 각 기업이 어떻게 략 응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Oliver,1991),손동원 (1994)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합리 선택의 략 선택이론과 제도 압력의

제도 동형화 이론을 심으로 진행코자 한다.

기업의 행동을 기업의 략 선택(StrategicChoice)이라고 보는 입장

에서는 기업이 략을 도입하는 행동은 그 기업의 추구하는 략 방향

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Chandler,1962;Child,1982),손동원 (1994)

에서 재인용).

이규용,손동원(2001)에 의하면 한 기업이 략 결정을 할 때 결정은

일반 으로 크게 두 가지 동기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주장된다고 한

다.이는 조직은 성장과 생존을 해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의존

계를 형성하고 교류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조직의 행 는 응

(adaption)의 의미를 가지며 응 동기에 의해 두 가지 논리로 나뉠 수

있다.하나는 합리성 추구의 동기이며,다른 하나는 정당성 추구의 동기

라고 한다.

일반 으로 기업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성 추구동기이다.다른 하나의 기

업 행 동기는 한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 ,정치 환경 속에

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회규범에 순응 는 응하는 것으로 정당

성 추구동기라고 한다.

우선 합리성 동기를 살펴보면 기업은 합리 행 자로서 자신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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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화를 추구하는 행 를 선택하는데 행 결정을 할 때 합리성에 근거

해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목 이다.효율성 추구행 를 할

때 조직행 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경제 재화,비용 수익과

련된 요인인 기술 환경이다.조직은 결과 으로 체계 인 계산을 통

해 응방안을 선택하게 된다(이규용,손동원(2001)).

제도 도입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유규창,김향아(2006)에 따르면 제도

도입으로 효과가 크다면 도입하는 것이 합리 인 선택이라고 한다. 략

근 방식으로 보면 조직은 수익 증 를 도모하기 해 사회 책임

을 수행하게 되고,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략 선택이론 에서는 기업이 특정한 제도 압력이나 기

술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자주 인 단에 의해 기업의 략을

선택하고자 한다고 한다.

제도 도입을 략 선택이라는 에서 살펴보면 문철수(2004)는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유익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 외에 조직의 활

성화,인 자원 개발이라는 경 차원에서의 부수효과도 함께 추구하

고 있는 ' 략 사회공헌활동(strategicphilanthropy)'이 기업 PR캠페인

의 심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이를 통해서 사회 책임 담부서 설치

는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경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경 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정당성 동기를 살펴볼 수 있다.정당성 은 의 합리성

과는 달리 조직은 행 를 결정할 때 문화,규범, 습 등의 제도

환경에 의해 향을 받고 사회 실체로서 인식하고 존속하려는 목 이

매우 요하다.조직은 행 결정 이 에 결정된 선택의 효율성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조직의 행 는 조직이 속해있는 환경 내에서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나 차, 행 등을 조직 내로 흡수

하는 행 즉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된다.이 듯 정당성을 갖

게 되면 환경으로부터 조직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을 획득할 수 있고

궁극 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쉽게 할 수 있다. 한 같은 제도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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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기업들은 그 환경의 동질성에 응하거나 순응하는 동질 인 유형

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이규용,손동원(2001)).

이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여러 가지 제도 인 압박

(institutionalpressure)에 의해 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기업은

속한 사회 내 정통성을 유지하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한 수단으로

조직 행 를 결정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험

부담을 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유규창,김향아(2006)).

2.1. 략 선택 에서의 결정요인

1) 신 략

기업이 사회 책임 제도를 극 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합리 인 이

유로 우선 사회 책임제도 도입을 통해 궁극 으로 가치창출을 이루기

한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

가치창출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John

Kay(1993)는 기업의 경쟁력을 신 능력,내 외 핵심 계,명성과

략자산의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고 MarcVilanova등 (2009)은 경쟁력

을 재무 측정기 을 포함하는 성과와 제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고객의 기

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보다 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생산을

의미하는 생산,제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경 로세스를 포함하는 신

마지막으로 이해 계자 계에 있어 신뢰와 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

업 랜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등 5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기도 하 다(장

철,안치용(2012)에서 재인용).

즉,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련된 사회 측면에 공헌활동을 하는 것과

신제품의 출시와 같은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신활동을 하는

략 CSR는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한 합리 선택에 의한 결정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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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CSR활동에 해당하는 사회공헌 책임활동이나 사회 신 책임활

동은 이해 계자들과의 장기 인 계를 통해 신뢰와 사회 평 을 형

성시킴으로서 제한된 시장거래에서 기업 성과를 확 시킬 수 있다

((BarneyandHansen.1994),유규창,김향아(2006)에서 재인용).

CSR을 통해 신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를 보면 새로운 작업방식，

신상품,새로운 시장 공간 등을 창출하는데 사회 ·환경 동인을 통해

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Grayson& Hodges,2004;Little,2006,

장 철,안치용,2012에서 재인용).

결국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신활동을 요시 여기고 신

략을 쓰는 기업인 경우 사회 책임 제도를 통해 궁극 으로 가치창출을

기 할 것이므로 더욱 극 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신 략을 쓰는 기업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임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

2)노사 계

신동주,유연우(2011)에 따르면 국내연구 결과 기업의 사회 책임

과 노사 계의 선행연구인 박성부(1999)의 연구 ‘ 호텔의 노사 계에

한 실증 연구’에서는 호텔 노사 계의 향 특성 변수로서 호텔기

업의 사회 책임에 한 의식,리더십 유형을 경 자 특성 변수로 교육

훈련과 임 수 ,승진정책을 리체계 변수로 그 특성에 따른 노사 간

의 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경 자의 사회 책임이 종업

원의 노사 력 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 다.

즉,기업이 노사 계를 통한 경쟁력 향상 지속성장을 한 략방안

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을 보다 극 으로 활용하여 조직신뢰를

높이고 노사 계에도 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결국 기업의 조직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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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기 한 하나의 략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그러므로 노사의 계에 따라 사회 책임제도 도입 결정요인이

결정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노사 계가 좋은 기업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임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

3)경쟁정도

략 선택 에서 살펴보면 반혜정,김석수(2009)등의 연구에서는

사회 책임 활동은 경쟁우 확보를 한 보다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시사한 바 있다.

여 ,최순재,권오진(2015)은 경쟁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경쟁우 를 하고,증가하는 주주와 이해 계자들의 심과 감시 요구

를 만족시키며,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한 경쟁 략의

일환으로 CSR활동을 극 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경쟁시장

에서는 산업 내 경쟁정도가 CSR활동에 양(+)의 향을 미치지만,나머

지 시장에서는 경쟁정도가 CSR활동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한 김선화,이계원(2013)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이 경쟁자가 많은 환

경에 향을 받는다고 하 으므로 기업이 시장에서 느끼는 경쟁정도가

사회 책임제도 도입에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

을 도출하 다.

가설 3:시장에서 경쟁이 심한 기업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

임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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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제도 에 따른 결정요인

디마지오와 웰(DiMaggio & Powell, 1983)은 조직의 동형화

(isomorphism)를 일으키는 기제(mechanisms)가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다.첫째,강압 (coercive)기제이다.기업은 특정 제도를 도입할 때

상 조직이 설정한 규칙이나 조직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 기

에 부응하기 해 노력하는데 법과 법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따르므로

조직구조와 문제해결 방법이 비슷해지는 결과가 생긴다.둘째,모방

(mimetic)기제이다.기업은 이미 리 통용되고 있는 표 화된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고 선도 조직을 모델로 설정하고 여기에 일치시키려하는

경향이 있다.셋째,규범 (normative)기제이다.기업은 문가 집단에

의해 형성된 사회 규범에 따라 특정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문 직종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경민(2013)은 조직들이 사회 환경 내에 속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

에 사회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제도 인 압력(institutionalpressures)을

받게 되고,이러한 압력의 향 때문에 서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고 주장한다.이러한 제도 압력은 크게 강제 (regulatory),규범

(normative),인지 (cognitive)압력으로 구분이 되며 이러한 제도 압

력에 잘 순응하는 조직들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사회 정당성을 부여

받게 된다고 한다.

김회성,박기태,이명진(2009)는 기업의 경제 성과,업계 경쟁,국가

규제,사 단체의 압력,언론 노출,무역 회 등의 회 소속 여부 등

이 기업의 사회 책임에 향을 주는 제도 변수들이라고 종합하 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경 단체도 규범 압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1)네트워크 활성화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기업의 자선의 경우,자선담당부서 직원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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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network)에 의해서도 진된다고 한다.기업의 사회공헌 담 부

서 직원들은 공식 ,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신들이 지원하는 비 리조

직들에 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이다.특히 비 리조직 지원 시 각 기

업들이 가지게 되는 지원 상에 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정보교류를 통

해 많은 부분을 해소된다.이러한 만남을 통해 상 기업의 자선활동

략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활용해 자기 기업의 향후 정책에 반 되어

나타난다.특히 유규창,김향아(2006)에 의하면 기업이 재 각종 경 자

단체나 회 등에 가입하여 있을 경우,경 자들이 각종 정보를 쉽고 빠

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로그램을 실시할 확률이 크다고 했

는데 연결망 내의 사회 압력에 동조하여 응집성을 강화시키는 규범

동형화 상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이 경 자 단체나

회로부터 인사/노무 련정보를 구하거나 자문을 구한 이 있는지를 통

해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4: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기업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

2)공공/민간

박라인(2010)은 신제도주의 조직론의 시각에 따르면 기업들 사이에서

GRI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고서 발간이 확 되는 것은 지구 정당성

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다.이 과정에서

가장 먼 생각해볼 수 있는 제도 압력의 는 기업 외부에 치하고

있는 다른 행 자들에 의해 조직구조나 행 규범들이 강요될 때이다.보

통 규범을 생산하거나 기업에게 행 를 강요하는 행 자로는 국가가 포

함된다고 한다. 한 이 연구에 따르면,가시성(visibility)이 높은 조직

들이 제도 인 요구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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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 속하는 조직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높은 가시성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기업에 비해 언론의 주목을 상 으로 많이 받

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이혜정,김민,송병국(2014)에 의하면 정부는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독려하기 한 체제를 구축하고 법 구속력이 없는 윤리강령 등

을 만들면서 CSR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CSR을 진한다고 했는데 정

부가 주주로 존재하는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정책 의지에 반응하는

향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그러므로 사회 책임의 극성이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업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단하여 아래와 같은 가

설을 도출하 다.

가설 5: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더 극 으로 사회 책임제

도를 도입 할 것이다

3)기업의 규모

신제도주의 조직론의 시각에 따르면 기업이 사회 책임 활동을 하는

것은 시장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정당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사회 책임을 수행하라는 강한

사회 압력에 응하여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으로서 기업의 사회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제도 인 의 표 인 이론은 DiMaggio&

Powell(1983)의 제도이론으로서 기업이 특정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효율

성을 높이기 해서라기보다 기업이 속한 사회 내에서 정통성을 유지하

고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기 해 환경이 요구하는 규칙이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기 함이라는 주장이다.

제도 인 압력을 많이 받는 조직의 특성 하나는 기업의 규모이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기업이 사회에서 갖는 상징성이나 공 에 노출되

는 정도에 있어서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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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모가 큰 기업의 활동은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이 규모가 커져서 산업에서의 향력이 커지고 사회 인 활동을

많이 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하게 되면 그만큼 이해당사자들로

부터의 기 가 커지게 되고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기 는 제도 인 압

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개인,언론,공공 집단 등으로부터의 더 많은 주

목을 받으며,따라서 작은 기업보다 더 높은 제도 기 을 요구 받게

되어 법이나 규범 등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한,큰 기업일

수록 상 리자들 간의 교류나 회의,기업 교육 등이 더 활발해지면서

사회 책임 제도에 한 필요성의 인식이나 정보 교환이 더 많이 일어

날 수 있으며,따라서 규범 동형화에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규

범 동형화뿐 아니라 모방 동형화에 있어서도,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제도의 모방에 있어서의 선구자 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

도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기업은 규모에 따라 압력에

민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이를 가시 환경요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 도출을 도출하 다.

가설 6: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임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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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료와 연구방법

1.연구자료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패 조사 2013년의

자료를 활용한다.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수요와 고용구

조 기업의 인 자원개발체계,노사 계 실태 등을 체계 으로 악하

여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사업

체단 실태 조사를 격년으로 패 화하여 실시하고 있다.특히 조사연도

를 2013년으로 해서 최신의 사회 책임 황에 한 데이터 분석을 하

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업체 패 조사는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의 사기업과 공기업을 동시에 상으로 하고 있으므

로 공공과 민간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합하다고 할 수 있

다.

2.연구방법

2.1변수의 정의 측정

2.1.1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기업이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하는데 결정이 되는 요인

들로 하여 하 변수로는 신 략,노사 계,기업의 경쟁정도와 공공/민

간부문,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마지막으로 기업의 규모를 설정하 다.공

공부문에 한 변수는 이균 ,양은진(2015)이 사용한 정부규제변수를 정

부라는 주주를 직 내부이해 계자로 가져서 직 으로 정부규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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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으로 분류하 고 선행연구에는 김선화,이계

원(2013)이 검토한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 요인 환경 요인을 경쟁

자의 향,가시 향으로의 기업규모,정부규제 종업원 복지 등으

로 측정 것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 측정하 다.

(1) 신 략

귀 사업장은 “다음 신유형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신이 경쟁 략의 핵심이다부터 다른 기업에서 개발된 신들을 도입한

다라는 답변까지 신 략을 쓸 때 경쟁 략으로 사용하는가를 4개로 구

분하여 하여 측정하 다.

(2)노사 계

“사업장의 반 인 노사 계는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좋다부터

매우 나쁘다까지 5개의 설문답변에 따라 노사 계의 좋고 나쁨을 5개로

구분하 다.

(3)경쟁정도

사업장의 주된 {제품은 /상품이나 서비스는}국내 시장에서 경쟁의 정

도를 설문에 따라 ‘경쟁이 매우 심하다’부터 ‘경쟁이 매우 약하다’라는 5

개의 설문답변에 따라 경쟁정도를 5개로 구분하 다.

(4)공공/민간부문

정부의 규제라는 환경 요인을 반 하기 해 정부가 소유주이자 직

규제의 향을 받는 공공부문을 1로 민간부문을 0으로 하여 조직을

구분하여 측정하 다.

(5)네트워크 활성화

김회성,박기태,이명진(2009)은 경 단체 역시 규범 압력의 원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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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단체 가입으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규범 압력으로 작용하여 동기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 자 단

체나 회로부터 인사/노무 련정보를 구하거나 자문을 구한 이 있는

지를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조작 으로 정의하 다.

(6)기업의 규모

기업의 규모는 환경 요인의 가시 향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를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것을 따라 종업원수(로그)를 규모

로 하여 측정하 다.

2.1.2종속변수

사회 책임제도의 도입은 결국 기업이 사회 책임활동을 실행하는지

를 살펴보는 것인데 사회 책임활동 가장 가시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기 한 조직의 내 변화는 기본 방침

산편성 사회공헌 추진을 한 사내 원회 담부서 담자의 설

치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김회성,박기태,이명진 (2009)).

이 연구에서는 ➀사회 책임제도의 장기 비 이나 계획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와 ➁ 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조사한 항목에 해 각

각 없다와 있다를 0과 1로 하고 두 개의 변수의 수치(Value)를 합산코자

한다.합산한 값이 0일 경우 극 이지 않다와 1인 경우 보통이다 그리

고 2인 경우 극 이다라고 측정하여 기업이 사회 책임제도에 해

얼마나 극 으로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가를 분석코자 한다.

(1)사회 책임제도 도입의 극성

사회 책임제도에 하여 공개된 비 이 있는 경우를 알기 해 설문

문항 “귀 기업은 사회 책임(CSR:CorporateSocialResponsibility)

과 련하여 사회 으로 공개된 장기 비 과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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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라는 문항을 바탕으로 있는 경우는 1,있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측

정하 다. 한 담부서 설치여부에 해서는 설문 문항 “귀 기업은

사회 책임(CSR:CorporateSocialResponsibility)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바탕으로 담조직 여부를 담조직 있음=1,없

음=0으로 측정하 다.

이 두 문항을 제도 도입의 극성이라는 하나의 종속변수로 지수화 하

여 0에서부터 2로 합산된 숫자를 통해 사회 책임제도 도입을 얼마나

극 으로 시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하 다.

2.1.3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사회 책임 활동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등장하는 요소들

인 산업,외국인지분율,조직의 연령을 통제하 다.

(1)산업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산업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이 향을 받는다고 했

고 이를 통제하기 해 산업을 9차 표 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산업을

1로 하고 비제조업을 0으로 해서 분류하여 더미변수화 하 다.

(2)외국인지분율

김선화,이계원(2013)에 따르면 선행연구에서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기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 졌다고 했고 외국인 투자

자지분율과 CSR과 양(+)의 련성을 가져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CSR활

동에 보다 극 이며,특히 지분율이 5% 이상인 외국인 주요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CSR활동에 한 통제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이에 최 주주가 외국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는 1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하여 통제변수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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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유형 구분 내 용

종속변수

사회 책임제도

도입 극성

(➀+➁ =0∼2)

·0. 극 이지

않다.

·1.보통이다.

·2. 극 이다.

➀ 제도 공시여부 :

“귀 기업은 사회 책임(CSR :

CorporateSocialResponsibility)과

련하여 사회 으로 공개된 장기 비

과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제

도 공시여부를 공시=1,미공시=0으로

측정

➁ 담부서 설치여부:

“귀 기업은 사회 책임(CSR :

CorporateSocialResponsibility)을 담

당하는 조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바탕으로 담조직 여부를 담조직 있

음=1,없음=0으로 측정

독립변수 신 략
귀 사업장은 다음 신유형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3)조직 연령

조직의 연령이란 조직이 설립된 이후부터의 시간 경과를 의미한다.

조사년도(2013)에서 사업장 설립년도를 가감하는 식을 이용하여 사업

장의 조직 연령을 측정하 다.즉 조직연령은 2013(조사년도)-설립연도

이다.

지 까지 살펴본 독립변수,종속변수,통제변수에 한 조작 정의

측정방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변수의 정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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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은 경쟁 략의 핵심이다.제

품․서비스개발과 공정․ 로세스 신

을 해서 항상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다른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신을 모

방한다.

② 신이 핵심 인 활동은 아니고 필

요한 경우에만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개발의 상당부분은 다른 기업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도입하기 해서 이루

어진다.

③ 연구개발 투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

로 기존 제품 ․ 서비스와 공정 ․

로세스를 수정한다.생산공학을 활용해

서 공정을 개선한다.

④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다른 기

업에서 개발된 신들을 도입한다.

경쟁정도

“귀 사업장의 주된 {제품은 /상품이나

서비스는}국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

가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① 경쟁이 매우 심하다.

② 경쟁이 심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경쟁이 약한 편이다.

⑤ 경쟁이 매우 약하다.

노사 계
귀 사업장의 반 인 노사 계는 어떠

합니까?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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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공공/민간부문 공공=1,민간=0

네트워크

활성화

경 자 단체나 회로부터 인사/노무

련정보를 구하거나 자문을 구한 이

있는가를 없음 =0,있음 =1로 측정

기업 규모 종업원수(사업체패 방식)로그

통제변수

조직연령 조사연도-설립연도

산업
9차 표 산업 개정에 따른 제조업=1,

그 외 =0

외국인

외국법인

(최 주주여부)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1,

외국인 지분이 없는 기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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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제 1 자료수집 통계분석

1.1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사업체단 실태조사를 패 화하여 격

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3년도 사업체 패 자료를 사용하 다.

노동연구원에서는 사업장을 조사단 로 하 으며,표본사업장은 일반

사업장과 공공 사업장을 구분하여 층화임의추출법을 용하여 추출하

다.사업장 규모(사업장 내 상용근로자 수에 기 하여 결정)가 커짐에 따

라 표본 추출률이 커진다.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규모 사업장은

수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업체 패 은 2007년부터 3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해 기업의 사

회 책임과 련한 문항을 추가하 다.연구의 상연도인 2013년에는

총 응답사업체 수는 1,775개이며 민간부문 1,656개와 공공부문 119개 사

업장을 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1.2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인 SPSS22를 이용하여 분석한다.표본 사

업체의 특성을 정리하기 해서 기 통계(descriptivestatistics)를 실시

하여 빈도 분석을 하 으며,변수 간의 계 유의성을 살펴보기 해 상

계분석(Person Correlation Analysis)과 다 회귀분석(Multiple

RregressionAnalysis)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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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빈도 퍼센트
퍼센트

1. 신이 핵심경쟁 략 803 45.2 45.2

2.필요시 연구개발 수행 393 22.1 67.4

3.기존방식 활용 351 19.8 87.2

4.다른 기업의 신 도입 228 12.8 100.0

체 1775 100.0 　

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1775 1.00 4.00 2.002 1.079

제 2 가설검증

2.1가설검증

2.1.1변수별 기 통계 분석

1)독립변수

(1) 신 략

[표5-1]독립변수 기 통계 분포도

조직이 경쟁을 하여 신을 경쟁 략으로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신 략 사용 비율은 기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신이 핵심경쟁 략인

경우를 1,다른 기업에서 신을 도입하는 경우를 4로 한 경우에 평균이

2.00이 으며 표 편차는 1.07이 다. 한 비율별 분포에서는 신이 핵

심경쟁 략인 경우는 45.2%로 가장 높았고 필요시에만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경우는 22.1%,기존 방식을 활용하는 기업은 19.8%,다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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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1775 1.00 5.00 3.721 .635

　분류 빈도 퍼센트 퍼센트

1.매우 나쁘다 1 .1 .1

2.나쁜 편이다 18 1.0 1.1

3.보통이다 614 34.6 35.7

4.좋은 편이다 983 55.4 91.0

5.매우 좋다 159 9.0 100.0

체 1775 100.0 　

신을 도입하는 경우는 12.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 다.

과반수에 달하는 기업들이 신을 경쟁 략의 핵심이라고 응답한 것을

통해 기업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고객의 에서 이를 상품화하고 가치창출에 힘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생산 공학을 통해 공정을 개선하거나 기존의 신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비용 감이나 효율성 략을 선택하는 기업들의 비율도 약

43%에 달했다.

결과 으로는 신을 경쟁 략으로 택하는 략 선택을 하는 기업이

많지만 평균 으로는 신과 비용 감을 히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노사 계

[표5-2]독립변수 기 통계 분포도

사업장의 반 인 노사 계에 하여 매우 나쁜 경우는 1에서부터 매

우 좋은 편인 경우는 5로 해서 측정한 결과 치에 한 기 통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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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빈도 퍼센트 퍼센트

1.경쟁이 매우 심하다 485 27.3 27.3

2.경쟁이 심한 편이다 737 41.5 68.8

3.보통이다 445 25.1 93.9

4.경쟁이 약한 편이다 72 4.1 98.0

5.경쟁이 매우 약하다 36 2.0 100.0

체 1775 100.0 　

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1775 1.00 5.00 2.119 .924

별 분포에서 보면 평균은 3.72이 으며 표 편차는 0.63이 다.비율별로

는 매우 나쁘다가 0.1%로 가장 낮았고 나쁜 편이다가 1%,보통이다가

34.6%이 다.좋은 편이다가 5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매우

좋다의 경우는 9% 다.

노사 계의 경우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가 약 64%이상을 차지함으

로써 많은 기업들이 지속 인 성장과 상생을 해서 노사 계에 힘쓴다

는 것을 상할 수 있었다.특히 평균이 3.72로 노사 계가 보통이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9월 국 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노사 계 경쟁력

황과 과제”에 따른 노사 계 황과도 맥락이 같은데 개별기업 심의

노사 력 문화 확 정부의 효율 응에 의해 차 노사분규가 감

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노사 계가 차 향상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다.

(3)경쟁정도

[표5-3]독립변수 기 통계 분포도

사업장의 주된 제품은 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의



-38-

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1775 0.00 1.00 .067 .250

분류　 빈도 퍼센트 퍼센트

0.민간 1656 93.3 93.3

1.공공 119 6.7 100.0
체

1775 100.0 　

정도를 나타내는 기 통계 비율별 분포에서는 경쟁이 매우 심한 경우

를 1,경쟁이 매우 약한 정도를 5로 해서 기 통계를 검토한 결과 평균

은 2.11이 으며 표 편차는 0.92이 다.

경쟁이 심한 편이다가 2라고 할 때 평균값이 2.11로 나타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비율별 분포로 보면 경쟁이 매우 심한 경우는 27.3% 고 경쟁이 심한

편이다는 41.5%로 체 1,775개 사 에서 737개사가 경쟁이 심한 편이

다.경쟁이 보통인 경우는 25.1%,경쟁이 약한 편이다는 4.1%,경쟁이

매우 약하다는 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경쟁이 보통이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율의 합은 체의 약 31%에 불과하여 부분

의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경쟁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4)공공/민간

[표5-4]독립변수 기 통계 분포도

공공/민간의 비율의 경우 민간기업을 0,공공기업을 1로 했을 때 체

응답한 1775개사 에 민간기업은 1,656개,공공기업은 119개의 기업으로

나타났고 비율로는 민간이 93.3%,공공기업은 6.7% 으며 표 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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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1775 0.00 1.00 .471 .499

　분류 빈도 퍼센트 퍼센트

0.없다 939 52.9 52.9

1.있다 836 47.1 100.0

체 1775 100.0 　

0.25 다.사업체 패 에서 2005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05년에 민간

약 1,600개와 공공부문4)약 100개에서 2013년에는 민간 1,656개와 119개

로 비율별로 변화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5)네트워크 활성화

[표5-5]독립변수 기 통계 분포도

조직의 네트워크 활성화 여부를 알기 해 해당 사업장이 경 자 단

체5)나 회로부터 인사/노무 련정보를 구하거나 자문을 구한 이 있

는지를 있는 경우는 1,없는 경우는 0으로 한 기 통계를 살펴 본 결과,

평균은 0.47이 고 표 편차는 0.49 다.비율별 분포로 보면 자문을 구

한 이 없는 경우가 52.9%로 더 높았고 있는 경우는 체 1,775개

4)공공부문 표본은 2006년도 에 기획재정부(구 기획 산처)에서 선정한 314

개 체 공공기 가운데 비조사 표본 6개( 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가스공

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산업인력공단,공무원연 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

단)를 제외한 308개 공공기 과 그 밖에 51개의 지방 공기업을 상으로 수추

출함

5) 표 으로 한국경 자총연합회(www.kef.or.kr)가 있는데 1970년 7월 15일,

노사간 력체제의 확립과 기업경 의 합리화,나아가 합리 인 노사 계의 방

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 을 도모코자 설립된 경제단체로 기

업( 기업, 견ㆍ 소기업,외투기업) 공공기 ,단체, 회,연구소,병원 등

의 가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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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411 0.00 2.00 1.335 0.849

분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0. 극 이지 않다 102 5.7 24.8 24.8

1.보통이다 69 3.9 16.8 41.6

2. 극 이다 240 13.5 58.4 100.0

모름( 상아님) 1364 76.8 　 　

체 1775 100.0 　 　

　 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기업규모 1775 1.39 9.36 4.999 1.253

836개에 해당하는 47.1%로 나타났다.기업들이 인사/노무 등의 정보 공

유 자문을 구하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정도가 체 응답 기업으로

보았을 때는 평균 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6)규모

[표5-6]독립변수 기 통계 분포도

조직규모에 해 기술통계를 한 결과,2013년도 기 사업장 평균 근

로자 수의 Log값은 4.99 으며 표 편차는 1.25 다.최소 사업장의 근로

자수 Log값은 1.39,최 사업장의 근로자수 Log값은 9.36으로 나타났다.

2)종속변수

(1)제도 도입의 극성

[표6-1]종속변수 기 통계 분포도



-41-

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429 0.00 1.00 .708 .454

　분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0.아니요 125 7.0 29.1 29.1

1. 304 17.1 70.9 100.0

체 429 24.2 100.0 　

모름( 상아님) 1346 75.8 　 　

　 체 1775 100.0 　 　

기업이 사회 책임제도를 어느 정도 극 으로 도입하고 있는지를

기 통계 비율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은 1.33(표 편차 0.84)로

과반수의 기업들이 사회 책임 제도를 극 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생

각할 수 있었다.

특히 모른다고 답하거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고 응답

한 기업 수는 411개로 이 에서 공개된 장기 비 과 추진계획을 가지

고 있으면서 담조직도 설치한 기업은 총 240개로 58.4%를 나타냈다.

극성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사업체 패 의 설문조사 항목인 공개된

장기 비 추진 계획과 담부서 설치 여부의 수치를 합산한 값으

로 각 항목에 한 기 통계를 추가 으로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1)공개된 제도( 장기 비 추진 계획)보유 여부

[표6-2]종속변수 기 통계 분포도

사회 책임(CSR:CorporateSocialResponsibility)과 련하여 사회

으로 공개된 장기 비 과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문항

을 바탕으로 사회 책임제도의 명문화를 알아보기 해 =1,아니요=0

으로 해서 기 통계 비율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은 0.70이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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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454 0.00 1.00 .616 .486

　분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0.아니오 174 9.8 38.3 38.3

1. 280 15.8 61.7 100.0

모름( 상아님) 1321 74.4 　 　

체　 1775 100.0 　 　

표 편차는 0.45 다.

한,모른다고 답하거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고 응답

한 기업 수 429개로 이 에서 공개된 장기 비 과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 수는 304개로 70.9%로 높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

은 125개사로 29.1%를 차지하 다.이를 통해 응답한 기업들의 경우

부분이 사회 책임제도에 해서 공개 으로 비 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서 조사한 국기업인경제 연합회 2013년도

자료 응답기업 186개 사 에서 83.2%에 달하는 비율의 기업들이 경

방침에 사회공헌 명문화를 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

(1-2) 담부서 설치여부

[표6-3]종속변수 기 통계 분포도

기업은 사회 책임(CSR :CorporateSocialResponsibility)을 담당하

는 조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바탕으로 담조직 여부를 알아보기

해 담조직이 있는 경우는 1,없는 경우는 0으로 해서 기 통계

비율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은 0.61이 으며,표 편차는 0.48이 다.

한,모른다고 답하거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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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빈도 퍼센트 퍼센트

0.제조업외 1035 58.3 58.3

1.제조업 740 41.7 100.0

체 1775 100.0 　

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1775 0.00 1.00 .416 .493

한 기업 수 454개로 이 ,사회 책임 담조직을 가진 기업의 수는

280개로 61.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담조직을 가지지 않은 기업

의 수는 174개로 38.3%의 비율을 나타냈다.

통계 결과는 앞서 조사한 국기업인경제 연합회 2013년도 자료의 사

회공헌활동 추진 련 사내제도 도입비율 상에서 보여 담부서 설치

담당자의 지정은 98%로 사회공헌 산제도(91.6%)와 경 방침에 사

회공헌 명문화(83.2%)보다 높은 수치를 보 던 것과는 낮은 비율로 약간

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사회 책임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해 응답기업의 과반수이상이 극 으로 조직 구조를 변경하고 담부

서를 설치하 다고 생각할 수 있다.

3)통제변수

(1)산업

[표7-1]통제변수 기 통계 분포도

제조업 1,제조업외 산업은 0으로 해서 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평균

은 0.41이 고 표 편차는 0.49 다. 체 1,775개의 응답사 에서 740개

인 41.7%가 제조업이 고 나머지 58.3%가 비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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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조업운수업
도소매
업

교육
서비스

문
과학기술

건설업
보건
복지

기타
서비스

체

빈도 740 163 117 113 104 102 102 334 1775

퍼센트 41.7 9.2 6.6 6.4 5.9 5.7 5.7 18.8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비해당 1155 65.1 98.0

1.해당 23 1.3 2.0

체 1178 66.4 100.0

기타(모름) 597 33.6 　

체　 1775 100.0 　

 

한 산업코드 9차 개정에 의한 산업별 분류의 상세 분포의 경우 제

조업은 41.7%,운수업 9.2%,도소매업 6.6%,교육서비스업 등이 차례로

분포되어 있었다.

(2)외국인 지분(외국인 외국법인의 최 주주)

[표7-2]통제변수 기 통계 분포도

기업의 최 주주가 외국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23개로

1.3%에 해당하 으며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하 다.

최 주주란 본인 그 특수 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와 그 자의 특수 계인을 뜻하는 것으로 응답 기업 에서 낮은 비율

의 기업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최 주주인 경우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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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1775 0.00 4.85 3.085 .653

(3)기업연령

[표7-3]통제변수 기 통계 분포도

조직연령을 구하기 해 조사연도인 2013년도에서 사업장의 설립연도

를 빼서 계산하 으며 기술통계를 한 결과,2013년도 기 사업장 평균

연령의 최 값은 4.85 으며 표 편차는 0.6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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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략

노사

계

경쟁

정도

공공/

민간

네트

워크

기업

규모

제도도입

극성

신 략 1 　 　 　 　 　 　

노사 계 -.125** 1 　 　 　 　 　

경쟁정도 .078** -.046 1 　 　 　 　

공공/민간 -.005 -.014 .250** 1 　 　 　

네트워크 -.078** .104** .020 .077** 1 　 　

기업규모 -.141** .016 -.046 .179** .200** 1 　

제도도입

극성
-.285** .138** -.010 .195** .173** .287** 1

2.1.2변수 간 상 계 분석

상 계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해

사용된다.즉,한 변수가 다른 변수와의 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련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이용하는 분석기법

이다.본 연구에서는 피어슨 상 분석(pearsoncorrelationanalysis)을 실

시하 다.피어슨 상 계수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

변수들 간의 상 계수의 값을 보고 상 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상

계수가 1.0∼0.7이면 매우 강한 련성이 있고,0.69∼0.4이면 상당한

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0.39∼0.2의 경우 약간의 련성이 있다

고 할 수 있고 0.19에서 0이면 련성이 거의 없다6)고 볼 수 있다.

1)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상 계

[표8-1]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 계수

 **:p<.01

6)SPSS 로그램을 활용한 따라하는 통계분석 (크라운출 사,강주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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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략

노사

계

경쟁

정도

공공

민간구분

네트

워크

기업

규모

제도도입

극성

신

략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유의한 련성의 상 계(|σ|≥0.2)를 보이

는 계로는 신 략과 제도도입 극성(σ=-.285,p<0.01)이 유의한 부

(-)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을 주요 경쟁 략으로 사

용하는 기업이 신을 차용하는 기업보다 사회 책임제도 도입 극성

이 유의한 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기업규모와 제도도입 극

성(σ=+.287,p<0.01)도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노사 계와 공공/민간 여부 네트워크 활성화의 경우 유의한 련성

을 나타냈으나 상 계가 0.2이하로 매우 약하다고 분석된다.

경쟁정도에 따른 사회 책임제도 도입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는 유의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 계에서 보면 신을 경쟁 략으로 하

는 기업인 경우에 이것이 제도도입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합리

근에서 부합하고 있고,기업 규모가 제도도입 여부와 련이 있을 것

이라는 제도 근법에서의 이론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결과 으로

제도 에서의 선행연구의 결과가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2)통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상 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변수

인 산업(제조업과 비제조업),외국인 지분(외국인 외국법인의 최 주

주)그리고 기업의 연령을 통제하 을 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편상 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8-2]통제·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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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계
-.153* 1 　 　 　 　 　

경쟁

정도
.090 .011 1 　 　 　 　

공공

민간

구분

.008 -.016 .297*** 1 　 　 　

네트

워크
-.109 .074 -.078 .008 1 　 　

기업

규모
-.143* .013 -.111 .213*** .144* 1 　

제도

도입

극성

-.285*** .091 -.023 .204** .162** .3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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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수를 제조업여부 외국인 최 주주여부,조직연령으로 해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유의한 련성의 상

계를 보이는 계로는 우선 신 략과 제도도입 극성(σ= -.285,

p<0.001)에서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나타냈고 기업규모와 제도도입

극성(σ= +.351,p<0.001) 공공/민간과 제도도입 극성(σ= +.204,

p<0.01)은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여주었다.

독립변수인 신 략 사용여부와 기업의 규모는 종속변수인 제도도입

극성과의 유의한 상 계가 통제변수에 련 없이 비슷한 련성을

보 으나 독립변수 공공/민간여부의 경우에는 통제 에 상 계가

.195에서 .204로 변경되면서 상 계가 높아지며 련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상 계는 매우 약하나 유의한

련성을 보여주었던 노사 계와 네트워크 활성화의 경우,노사 계가

통제변수를 고려하게 되면 통계 유의성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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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다 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체 으로 변수들 간 상 계 분석을 통하여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상 계 분석은 변수간의 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인과 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인과 계를 알아보기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회귀분석은 한 변수

가 다른 변수에 해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분석방법으

로 이를 통해 향력의 정도를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통계 으로 분석하는 다 회귀

분석(multipleregression)을 사용하고자 한다.

1)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진단

다 공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 계에서 생되는 문제로서

독립변수 간의 상 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다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독립변수 간에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 경우 종속변수를 설명하

는 개별 독립변수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며 회귀계수를 비교

하는 것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즉 독립변수들 간에 선형 계로 인해

각각이 미치는 향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다 회귀분

석에서는 독립변수 간에 다 공선성을 진단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수 간의 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해 우선 독립변수 간 기 상 행

렬의 상 계수를 통해서 략 으로 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으로

독립변수 간의 상 계수가 .80을 넘지 않으면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고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를 나타낸 것으로 상 계수가 .80

을 넘지 않으므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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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쟁

략
노사 계

상품의

경쟁정도

공공민간

구분

네트워크

활성화
기업규모

신

경쟁 략
1

　 　 　 　 　

노사 계
-.125**

1
　 　 　 　

경쟁정도
.078** -.046

1
　 　 　

공공민간

구분

-.005 -.014 .250**
1

　 　

네트워크

활성화

-.078** .104** .020 .077**
1

　

기업규모
-.141** .016 -.046 .179** .200**

1

[표9-1]독립변수간 다 공산성 검토결과(상 계수)

**:p<.001

한,다 공선성을 진단하는 다른 방법은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

팽창계수(VIF:varianceinflationfactor)를 확인하는 것이다.일반 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 공선성 문제를 의심해야 하며,공차한계는 VIF

의 역수로서 0.1보다 작으면 다 공선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통한 다 공선성 여부 진단 결과도 역시

모든 변수들의 값이 공차한계는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인

VIF의 값도 10보다 작았으므로 다 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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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제도 도입의
극성

신경쟁 략 .948 1.055

노사 계 .965 1.036

경쟁정도 .825 1.213

공공민간구분 .787 1.271

네트워크 활성화 .980 1.021

기업규모 .917 1.091

[표9-2]독립변수간 다 공산성 검토결과(공차 V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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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베타 t p

(상수) -1.072 　 -1.662 .098

독립변수

신 략 -.221*** -.233 -3.938 .000

노사 계 .062 .048 .846 .398

경쟁정도 -.011 -.011 -.180 .857

공공/민간 .651* .150 2.467 .014

네트워크 .167 .092 1.618 .107

기업규모 .329*** .268 4.523 .000

통제변수

제조업여부 .274** .156 2.611 .010

외국인지분 .353 .074 1.318 .189

기업연령 .013 .008 .145 .884

R2 .245

수정된 R2 .218

F 8.918

2)다 회귀분석 결과

[표10]다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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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를 알 수 있는데 24.5%의 유의한 설명력(R2=+.245,p<0.001)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우선 통제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산업 즉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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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β=+.274,p<0.01)가 유의한 계를 보 다. 통 으로 제조업은

비 이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하며 조사연도인 2013년도에서 제조업의 비

은 41%로 산업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

다.이는 기본 으로 소비자와 직 으로 연결되어 매되는 제품을 생

산하는 제조 기업일수록 자신들의 랜드 이미지를 높여서 제품의 가치

를 높이려는 성향이 클 것이라 단된다. 한 표 4에서 CRS도입에

한 동기에서 나타났듯이 외부요인으로 도입에 한 동기가 고객의 요구

나 기업이미지 개선이라는 에서도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

다.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략 선택이론의 변수인 신 략(β

=-.221,p<0.001)은 유의한 부(-)의 계를 보여 신 략을 쓰는 기업

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 이라는 가설1

을 지지하 다.즉 신 략을 경쟁 략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른 회사

의 신을 차용하는 기업에 비해 사회 책임제도의 극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이는 신 인 조직 략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지속 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고객의 에서 이를 상품화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더 민감한 것이고 이에 반응하기 해 사회 책임 제도

를 극 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노사 계가 좋은 기업이 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임 제

도를 도입 할 것이라는 가설2와 시장에서 경쟁이 심한 기업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라는 가설 3의 경우는 모두

회귀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가

설을 지지하지 못하 다.이는 기업들이 노사 계를 통한 경쟁력 향상

지속성장의 략방안으로 사회 책임제도를 극 으로 고려하지 않

는다고 단되며 시장에서 경쟁이 심한 기업인 경우 략 선택의 하나

로 사회 책임제도 도입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부문의 기업이나

기업 같이 독 성향이 강한 기업이 선택을 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4-

한 선행연구에서 보는 경쟁시장에서 경쟁 정도가 증가할수록 CSR

활동이 증가한단 가설을 지지하기 보다는 독과 시장에서는 독과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경쟁시장보다 기업이 더 큰 정치 비용에 직면하는데,

CSR활동을 극 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으므

로 (Dhaliwaletal.2011)독 화될수록 정부의 감시 제제를 회피하기

해 CSR 활동을 수행할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여 ,최순재,권오진,(2015)에서 재인용).

제도 이론의 변수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기업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임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라는 가설 4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

한 결과값을 가지지 못하면서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 다.그러나 공공부

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더 극 으로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 할 것이

다라는 가설 5의 경우(β=+.651,p<0.05)로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나타냈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임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라는 가설 6의 경우도 기업규모 독립변수가 (β= +.329,

p<0.001)로 종속변수인 사회 책임제도 도입에 유의한 정(+)의 계를

보이면서 가설을 지지한다고 단되었다.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는 것으로 규모가 크거나 공공부문에 속하는 기업들,즉 가시성이 큰

기업인 경우 사회 반에 요한 향력을 미치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압력을 상 으로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 책임 제도를 극 으로 도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속하거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사회

책임 제도 도입을 문서를 통해 제도화 하거나 조직을 설치하는 시스템

인 면에서도 극 으로 시행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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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기업 견기업이상

최빈값 138,794 26,332,000

최소값 16 502,627

최 값 499,635 173,418,583

표본개수 1,048개 299개

추가 으로 연구의 결과가 기업의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경우에도

용되는지를 분석하기 해서 기업을 소기업과 견기업 이상으로 분

류하여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2016년도 소기업청7)에서 발간한 견기업 범 해설에 따르면 견기

업 범 기 은 규모(외형 단기 )와 독립성기 (계열 계에 따른

단기 )이 있는데 용이한 분석을 해 규모면에서 견기업의 기 인 자

산총액 5천억원 이상 되는 기업을 기 으로 견기업 이상과 소기업으

로 분류하 다.

데이터 상에서 소기업과 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분류하기 해 연

말 자산총액을 조사한 기업 1,347개 에서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견기업 이상의 기업은 299개가 조사에 응하 고 견기업에 해

당하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는 1,048개의 기업이 해당되었다.

[표11]자산총액 기 의 기업 분류
(단 :백만원)

자산규모 기 으로 구분된 기업 규모를 기 으로 소기업이하의 기업

과 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사회 책임 제도를 극 으로 도입하는

결정요인에 해 아래와 같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7) 소기업청(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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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다 회귀분석 결과(기업규모 재분류)

구분 소기업이하 견기업이상

변수 B t B t

(상수) -1.132 - 1.037 -0.429 - 0.579

독립변

수

신 략 -0.169* - 2.140 -0.119 - 1.483

노사 계 0.074 0.658 0.088 1.055

경쟁정도 -0.086 - 0.777 -0.026 - 0.428

공공/민간 1.081* 2.341 0.326 1.215

네트워크 0.084 0.542 0.336* 2.544

기업규모 0.311* 2.212 0.231** 3.169

통제변

수

제조업여부 0.387 2.312 0.125 0.992

외국인지분 0.202 0.502 0.148 0.404

기업연령 -0.017 - 0.122 0.017 0.154

R2 0.204 0.266

수정된 R2 0.144 0.199

F 3.420 3.949

**:p<.01,*:p<.05

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를 알 수 있는데 견기업 이상의 경우 26.6%의 유의한 설명력(R2 =

+.266,p<0.001)로 나타났고 소기업 이하의 경우 20.4%의 유의한 설명

력(R2=+.204,p<0.001)이 있다고 나타났다.

우선 략 선택이론의 변수인 신 략,노사 계,경쟁정도는 소

기업이나 견기업이상의 기업 모두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못하

다.그러나 제도 이론의 변수에서 소기업에서도 유의한 설명력(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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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p<0.05)이 나타났고 견기업이상에서도 유의한 설명력(β=+.231,

p<0.01)을 보여주면서,기업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유의미한 설명

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다른 변수에서는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소기업에

서는 공공과 민간의 여부가 유의미한 설명력(β=1.081,p<0.05)을 나타내

면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더 극 으로 사회 책임 제도를 도

입 할 것이다라는 가설 5를 지지하 다.

견기업 이상에서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기업일수록 더 극 으로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라는 가설 4에 해 통계 으로 유의

한 결과값(β=+.336,p<0.05)을 나타내며 가설을 지지하 다.

이는 같은 제도 이론을 차용하더라도 자산규모가 큰 견기업이상의

기업의 경우 가시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하는 것

도 있지만 특히 기업들 간의 연결망을 통해 정보교류를 하고 연결망 내

의 사회 압력에 동조하여 응집성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가

설이 지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기업의 경우 규모면에서 가시성이 높지 않으나 정부를

주요 주주로 두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기업에게 행 를 강요하거나 규

범을 생산하는 행 자의 법 구속력이 없는 윤리 강령 등을 따르는 제

도 압력 요인에 따른 사회 책임 제도의 도입 극성이 반 되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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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결론 으로 사회 책임제도가 기업의 략 인 목표에 의해 결정이

도입되는 시 변화에 비해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은 과거에

제도 이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행했던 사회 책임제도 도입에

한 결정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 책임을 기업경 략의 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물론 기업들이 과거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었던 기업의 사나 공헌 활동 하나라고만 여겨지던 사회 책임

에 한 인식도 많이 변화해서 기업들의 사회 책임제도 도입에 한

비율이 지난 10여 년간 비약 으로 증가한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책임 제도를 주요 경 략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지

속가능한 발 을 염두에 두고 장기 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이강호(2012)의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략 사회

책임에 한 공개된 논의를 통하여 종업원의 구심력을 양성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사회 책임을 극 수행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

이 되기 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업들이 이해 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 하고 상생하기 해

윤리 이고 법 인 책임 계를 잘 유지하면서 통합 이고 균형 제도

도입을 생각해야 한다.제도 압력에 의해 도입하는 제도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회 책임 제도를 장기 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

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발 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기업이 제도를 극 으로 도입하는데 한 가지 에 치우

쳐서 생각하기 보다는 다각 이고 장기 인 시각에서 제도 도입을 고려

하고 기업과 사회 모두에 이익을 주는 역으로 확장시켜 경 략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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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연구결과 요약 시사

본 연구는 기업이 사회 책임제도 도입을 하는 결정요인에 하여 알

아보기 하여 사회 책임에 한 개념 정의 주요 내용과 선행연

구를 통한 문헌 고찰을 통해 기업의 사회 책임제도 도입의 극성

(공개된 장기 비 계획, 담부서 설치)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기존 사회 책임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 상 기업

주 정부 주의 도입으로 주도되는 부수 인 경 활동으로 인식되던

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 을 해 필수불가결한 경 략

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을 바탕으로 략 과 제도 에서의

결정요인이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본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업의 략 에서 신을 경쟁 략으로 사용하는 기업일수

록 사회 책임 제도를 극 으로 도입하고 있다.따라서 산업여부와

상 없이 신 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경 략으로 사회

책임 제도도입에 해 높이 평가한다고 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회 책임

제도를 단순히 경 활동 외 부수 으로 하고 있는 공익활동이나 사활

동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 과 내·외부 이해 계자들과의 상생

을 해 경 략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책임제도 도입의 극성은 기업이 명문화된 사회 책임

제도에 한 비 이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조직 내부

에서 문가 양성을 한 담조직 설치까지 극 으로 투자하는 것을

반 한다는 에서 기업의 신성이 사회 책임 제도를 도입하는 결정

요소의 하나라는 은 로벌 경 략 트 드에도 동참하는 방향이라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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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제도 인 에서 기업의 규모는 여 히 사회 책임제도

도입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으로는 여

히 기업 주의 사회 책임제도 도입이라는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으

나 사회 책임제도 도입을 한 담부서 설치를 통해 조직을 변화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는 큰 투자라는 을 고려할 때는 수 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여부가 사회 책임제도 도입의 극성에 향

을 미치는 결정요소라는 은 한편으로는 여 히 우리나라는 정부주도,

기업 주의 정책이 향력이 크다는 을 생각하게 된다.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기업 선진국과 달리 자체 민간자본에 의한 성장을 거쳐 온

것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자본을 심으로 한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인한 태생 인 기업들의 한계로 인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를 통해 시사 을 갖는다면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문

제 을 지 했듯이 우리 기업이 사회 책임을 최우선 경 으로 도입하

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사

회 책임을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확보를 해서 기업이 극 이용

해야만 하는 미래의 경 이념이자 략으로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우리나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

다.

한 기업들은 사회 책임이 경 략의 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인식의 환을 통해 사회 책임이 경

성과를 높이는 장기 인 투자라는 을 인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업이나 공기업을 주로 사회 책임 담부서라는 문 조

직이 차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아직도 문성을 갖춘 사회

책임 공헌의 부서들이 기업의 략 자선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

는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균 ·양은진(2015)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CSR 활동이 이윤동기와

충돌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즉 결국 사회 책임 활동은 기업



-61-

의 이윤 극 화 동기와도 같으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 활동에

한 사회 제약도 변한다는 것은 인지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의 사회 책임지향에 한 문용갑,김월화(2004)

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사회 분 기가 고조되었

고 국민의 기 가 높은 만큼 사회 책임을 잘 수행하는 기업에 해 국

민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장기 으로는 기업의 생존은 물론 이

윤을 확장시키지만,사회 책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해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의 확 로 인해 조직의 생존에 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된다고 한다.따라서 기업들은 경제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경제 책임 외에도 법 책임이나 사회 책임 같은 기본 책임을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통 인 경제 발 논리에 의하여 경 실 이 좋은 기업을 지

지하기 보다는 법 책임이나 윤리 책임과 같은 기본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을 지지한다는 을 인지하고 사회 책임에 한 경 략을 세

우는데 염두해야 할 것이다.

김종근(2013)에 의하면 국내의 CSR 활동 실행을 한 해요인을

문 인 인력,부서,정보등의 부족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한다.

즉 기본 으로 CSR활동의 이해가 부족한 것인데 기업에서 CSR활동

을 하는 동기와 목 의식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본 인 체계 정립

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담부서나 담인력,사회책임 활동을 한

고정 산 등 기본 인 체계조차 정립이 되지 않고 자선활동 같은 기업

활동 외의 부차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한다.

특히 국내는 도입 기 국가가 심이 되어 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

진하 고 기 사활동 주의 단순 활동에 을 맞추어 이루어지기

도 했다.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반이나 배임,경 권 승계 등

윤리 부분에서 부족한 이 많기에 가장 요한 CSR은 법 책임과

윤리 책임을 다하면서 CSR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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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김민,송병국(2014)에 따르면 재 유럽연합은 CSR과 련해

‘내실화’를 거쳐 ‘제도화’의 단계로 가고 있고 CSR 정책학습은 ‘리’를

거쳐 ‘략’의 단계로 나가고 있다.물론 한국의 기업들에게 유럽기업과

같은 제도화되어 있는 CSR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그러나 기업의 입

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진입을 해서는 국제 으로 요구되는 CSR표 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사회 책임이나 활동의 역을 넘어서 핵심 비지니스 략에

통합해서 기업과 사회의 근본 인 상생과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략

활동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 으로도 홍보하고 반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2 연구의 한계 향후과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도 사업체패 조사를 바

탕으로 한 것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과 련된 설문은 300인 이상 규모

의 사업체를 상으로 하고 있다.이에 아래와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2013년도 조사만을 바탕으로 했기에 2007년도부터 실시한 사회

책임제도 련 설문에 한 기업들의 시계열 의 변화를 분석하

는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략 과 제도 에서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결과

으로 경 성과에서 효용성을 창출했는지에 한 연결 분석이 부족해서

경 략으로의 사회 책임제도에 한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

다.특히 년도 경 성과에 따른 사회 책임제도 도입 여부 결정 등

향을 수 있는 변수들을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반 했다면 분석에

한 정 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제도도입에 해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 변수에

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경 략의 요소로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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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분석하기 해 좀 더 다각 이고 정 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략

의 독립변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 책임제도가 경 략의 요소로 도입된 것을

단할 수 있는 시계열 분석 경 성과 분석이 보완되고 략 선

택 에서의 독립변수가 다양화된다면 더 의미 있는 정책 함의를 도

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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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Determinantsofadopting

CorporateSocialResponsibility

:Ananalysisoftheworkplacepanelsurvey

Kim,JiSu

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Recently,discussion on corporate socialresponsibility(CRS) have

expandedfrom enterprise’sresponsibilitiestomanagementstrategies

forsharevaluerealizationandcorporatesubstantiality.

Inthepast,mainlylargecorporationsinKoreaview CRSasoneof

thesocialactivitiesandresponsibilitieswhileconductingitbutslowly

theview ofCRS haschangedtocorporatemanagementstrategies

withthechangesofglobalbusinessenvironment.

Although,studies have focused on mainly CRS’s performance

resultsand weare lacking ofstudiesconcerning why companies

changetheirstrategiesandorganizations.

ThepurposeofthestudyistoanalyzemainfactorsofadoptingCRS

tocompaniesforstrategicreasonsandinstitutionalreasonssowecan

timelyhavecluesonperspectivesofintroducingCRStocorporate.

Firstly,Independentvariablesforstrategicperspectiveareinno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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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strategy,degree ofcompetition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Ininstitutionalperspective,sizeofcompany,activenessof

networksandpublicsectorwereappliedasindependentvariables.

Controlvariablesaretheageofcompany,industriesandforeign

sharepercentage(especiallymajorshare).

Lastly,dependentvariables are whethera corporate has openly

documentedmidtolongterm CRSplansandalsohascorporatesocial

responsibility departments to measure its willingness to introduce

C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to verify

tendencyofincreaseonCRSintroductionasamanagementstrategic

andalsotosupportprecedingresearchesofinstitutionalview.

First,the study results show thatcompanies which have their

innovativemanagementstrategiesintroduceCRSmoreactively.

Weassumethatcompaniesusing innovativestrategiesintroduce

CRSasoneoftheirstrategicchoices.

Second,publicsectorandlargecorporationsmoreactivelyintroduce

CRSsystem totheirorganizations.Thisresultcouldsupportprevious

studiessuchashavinghighlevelofvisibilityisoneofthefactorfor

applyingCRSininstitutionalreasons.

Lastly,factorsofindependentvariablesininstitutionalperspective

likeactivenessofnetworksandinstrategicalview suchasdegreeof

competition in marketand labor-managementrelations have little

influenceonintroducingCRS.

Throughanalysis,thisstudywasabletoconfirm thatstillformsof

companiessuchaspublicandlargearethestrongdecisionfactorsof

actively introducing CRS in Korea.Moreover,comparatively other

strategicalview factorsareweakdeterminantsofadopting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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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corporate CRS view has been globally changed to

importantmanagementstrategiesandtherearelotsofstudiesfor

managementperformanceincreaseresultedfrom CRS.

CorporatestillmightnotrecognizeCSR asoneoftheimportant

strategy in business for long term investment of improving

companies’performance,sotheyhavetothinkaboutchangeoftheir

perspectiveonCSR.Alsogovernmentneedstomakethepolicyfor

inducingcorporateparticipation.

keywords:Managementstrategy,Determinantsofadopting

Corporatesocialresponsibility,Strategicperspective,

Institutional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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