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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거에는 기업이 효율과 이윤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의 글로벌화된 세계와 전체사회(society at

large)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환경적 책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을 필두로 한 많은 민간기업은 CSR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책임활동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으

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는 있으나, 공공조직에 있어서 CSR은 민간분야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진 ‘혼합조직체(hybrid organization)’

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것이므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당기 또는 장래의 조직성

과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용에 포함된 ‘사회공헌’ 지표에 대한 57개

공공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종합성과로 분류하여 각 기관의 총

자산순이익율(ROA), 고객만족도, 경영평가 등급을 이들 성과의 대용치로

활용하였다. 또한 CSR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시차적 요인을 고려하여 당기

와 장래 성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자산규모, 부채비율, 임직원

정원, 기관 연령과 기관 유형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

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당기 또는 장래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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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CSR과 당해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각 기관의 CSR은 비재무적 성과(고객만족도)와 종합성과(경영평가 종합

등급)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무성과(ROA)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아울러 CSR과 장래의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

가 나타났다.

이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CSR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CSR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여주고,

홍보비 절감 효과 등을 통하여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시장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경

쟁의 강도가 낮고, 이들 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요

금의 결정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수행

하여야 할 대규모 정책사업의 상당부분을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것

도 주요한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고객만족도 및 경영실적평가

등과 같이 비재무적 또는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CSR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CSR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활동, CSR, 조직성과, 총자산순이익률,

고객만족도, 경영실적평가

학 번 : 2015-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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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세계화,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

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공업국가의 부상과 더

불어 글로벌 경제권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반면, 시장에서 살아남

기 위한 기업간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있다.

각박한 경쟁 상황하에서의 기업활동은 환경문제는 물론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시켜 왔고, 이는 결과로 인한 영향(consequence)이

나 효과(effectiveness)를 고려하기 보다는 효율(efficiency)이나 이익극대

화만을 추구한 결과로 보여진다. 최근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화가 된 폭

스바겐(Volkswagen)의 차량 배기가스 조작사건1)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

건2)은 기업들의 이러한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여러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규제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부터

의 압력 또한 드세다. 즉, 과거에는 기업이 효율과 이윤 극대화만을 목적

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의 글로벌화된 세계

와 전체사회(society at large)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

적▪환경적 책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

1)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함에도 주행
시험으로 판단이 될 때만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엔진 제
어 장치를 프로그래밍한 사건

2) 가습기 살균제를 분무액에 첨가해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
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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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어 그 범위가 이미 전 세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적 움직임이 일

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NGO 등 모든

조직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11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

구)에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이 제정되었다. ISO 26000은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

회참여와 발전의 7대 핵심항목에 대해 통합적인 국제표준을 제시하였다.

그 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등이 탄생할 만큼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은 그 움직임이 현실화 되었다(김지회, 2009).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2015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2015)에 따르면 2014년 사회공헌실태조사에 응답한 231

개사가 지출한 사회공헌활동비는 2014년 2조 6,708억원으로 2004년 1조

2,284억원에 비해 지난 10년 동안 약 117%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으

로 따지면 매년 8.7%이상 사회공헌 관련 지출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율이 2014년 평균 3.5%(2004년

1.9%)로 응답기업 3곳 중 2곳 이상이 세전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업의 규

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사회적 책임 활동이 경제적 성과, 기업이미지 제

고, 구성원들의 만족 등에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면서 점차 의무적 관점에

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행하려

는 움직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같은 기업 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이 민간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등으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공기업들이 사회

적 책임활동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인권준수, 노동기준준수,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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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4개 영역에 대하여 윤리경영을 하게끔 도모하는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의 한국협회의 회원사 162개 중 39개가 공기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공기업 윤리경영모델을 개발하여 2006년 이후부터 각 공기업의 윤리

경영보고서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다(송주현, 2010).

또 한편으로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각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0년말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개편하

면서 2011년도 평가시부터 중소형 준정부 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위탁

집행형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해 사회공헌지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Next Society Foundation에서

발표한 CSR Index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대한 평균

점수가 51.9점(전체 평균 58.7점)으로 전체 14개 업종 중 최하위를 기록

하여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의 CSR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공공기관의 태생적인 운영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기업

에서는 CSR을 통한 브랜드 충성도를 높임으로써 단기보다는 장기적 측

면의 재무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독점 또는

과점적 시장구조에 놓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인요소가 크지 않고 형식

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을 펼치는데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

심이 든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CSR 활동 수준이 당기 또는 장래의 조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조직성과를 제고함은 물론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CSR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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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론체계를 정리하고 그

결과로부터 가설을 설정한 다음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법률상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이 중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

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에서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그렇지 못한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

로 재분류된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정의되는데, 국가

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그렇지 않은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

부기관으로 재분류된다.

이들 기관간의 경쟁 유발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984년 이래 매년 경영실적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2011년

부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전체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해 ‘사회

공헌’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

년간 ‘사회공헌’ 지표에 대하여 평가받은 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들

기관의 ‘사회공헌’ 지표에 대한 평가 성적과 조직성과를 기초로 본 연구

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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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대상에 대하여 기술

한다. 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논의와

CSR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정리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통하여 CSR

과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3장은 실증 연구의 설계 및 방

법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모형,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가설을 제시

한다. 4장은 실증 분석으로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다중회귀분석 결과

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마지막 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

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정책적 제언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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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의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19세

기 이후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과 사회가 조직적으로 연계되

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 아래 기업의 자선적 행위에서 자발적

인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단초적 모습이다. 이후 1930년대 경기불황시기에는 소극적 논의에서 머

물다가 1950년대 다시 기업의 사회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CSR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들어오면

서 CSR 관련 연구는 실천적 측면으로 진행되어 학술적․실무적으로 체

계화되고 이론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한 논쟁을 거쳤으며 현재 CSR은 현대 기업의 필수적인 전

략으로 인식되고 있다(한은경, 2003; 김성수,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1953년 Bowen이 처음 학문적 정

의를 내린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정의가 제

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지 못하

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한 용어들조차 기업책임, 기업시민정

신, 기업지속가능성, 기업윤리 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김성

진·김종근, 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학문적 정의를 내린

Bowen(1953)은 그의 저서인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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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회의 목표 또는 가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이나 원

칙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기업인의 의

무’라고 하였다(강태희·차희원, 2010, 재인용).

Bowen의 정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슈가 확산되기 시작된

후 1960년대 들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McGuire(1963)는 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를 경제적, 법적 의무뿐 아니라 이같은 의무

를 넘어서는 사회 전반적인 것에 책임을 떠안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고,

Eilbirt와 Parket(1973)은  인종차별과 공해, 수송 및 도시문제 같은 광범

위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였다.(김기현, 2013, 재인용)

Carroll(1979)은 CSR을 다층적 개념인,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

임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경제적 책임은 사회의 일원인 기업이 사회

에 재화를 생산 공급하고 용역을 제공할 책임이며, 법적 책임은 기업이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률을 준수하

며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다. 다음으로 윤리적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

되지는 않으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에 요구되는 활동을 의미하며, 마

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은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이나

기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책임을 말한다.(Wood, 1991; 강태희·차희원,

2010, 재인용). Carroll(1979)은 네 가지 유형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피

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하위단계가 완수되지 않고는 상위단계로

넘어갈 수 없음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Carroll의 사회적 책임의 네

단계 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해석의 기

반이 되어 왔다.

또한 Wood & Jones(1995)도 Carroll의 네가지 영역에 대해 “CSR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대중적인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Schwartz & Carroll(2003) 역시 “Carroll의 CSR 개념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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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네가지 영역과 CSR 피라미드는 CSR 관련 패러다임을 이끌어

온 개념”이라고 언급하면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하였다(김성진·김종

근, 2010, 재인용).

McFarland(1982)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개인․조직․사회․제도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기반으로 도덕적․윤리적․경제

적 가치의 틀 안에서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이후 CSR의 중요성은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고 이에

많은 학자들이 더욱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Bulchholz(1991)는

“기업은 이익발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산출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갖고 기업으로 인해 발생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넓은 차원에서 인간가치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기업은 주주

들로만 이루어진 것 보다는, 좀 더 확대된 후원조직이 있어야 하며, 단일

시장의 거래를 넘어서는 더 큰 영향력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는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전통적인 경제적 기능만을 강조한 것을 넘어

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시대적 트렌드를 담는 정의로 이해할

수 있다. Pstkus&Woodruff(1992)는 CSR을 ‘사회에 대한 해로움을 최소

화하는 대신 장기적인 기여를 최대화 하려는 기업의 몰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Sethi(1993)는 ‘기업이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원칙을

준수하여 사회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기업행위’ 라고 CSR을 제시하였으며, Elbert&Griffin(1995)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집단의 기대에 반응하며, 사회와 상호호혜적 방법으로 활동

과 정책을 사회적 환경에 연관시키는 기업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Robert&Nicholson(1996)은 ‘기업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법적 의무나 회사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송주현,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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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양한 정의들이 있으나, 이들

의 공통점은 기업이 이윤동기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책임영역을 기업의

활동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자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

구 분 내 용

Bowen
(1953)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
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

McGuire(1963)
경제적, 법적 의무뿐 아니라 이같은 의무를 넘어서는
사회 전반적인 것에 책임을 떠안는 것

Eilbirt&
Parket(1973)

인종차별과 공해, 수송 및 도시문제 같은 광범위한 사
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Carroll
(1979)

사회가 기업에 바라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
적 책임, 자선적 책임

McFarland(1982)
개인․조직․사회․제도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을 기반으로 이를 윤리적․도덕적․경제적 기준의 틀
에서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

Bulchholz(1991)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이상으로 사
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간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

Petkus &
Woodruff(1992)

사회의 해악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장기적 성장을 위
해 기여를 최대화 하려는 기업의 몰입

Sethi(1993)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며, 사
회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 기대를 조화롭게 이루는 기
업의 행위

Elbert &
Griffin(1995)

이해관계자 집단의 기대에 반응하며, 사회와 상호호혜
적으로 기업의 활동과 정책을 사회환경에 연결하려는
기업의 능력

Robert &
Nicholson(1996)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과 별개
로 사회적 선행을 실천하는 것

자료 :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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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반세기동안 CSR에 대한 정의는 지속적으

로 변화하고 확장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학자

들의 입장은 기업이 사회전체의 번영을 위해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당연

하게 받아들이는 입장과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다.

과거 Friedman(1970)이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익증대이다’

라고『New York Times』에 논평한 기고문은 발표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CSR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논쟁이 되고 있다. 즉,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은 투자인가, 비용인가?

이 논쟁의 핵심은 정부나 시장기능에 대한 간섭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므로서 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한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사업에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이해관계자 경영은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설명은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김기현, 2013).

첫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부정하는 부정론으로 기업의 주주입장

에서 그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관점

이다. 둘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긍정론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해관계자 관점이다. 셋째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주주

들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관점과 이해관계자

관점을 결합한 사회적투자론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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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전주의 경제학 관점(주주자본주의 관점)

신고전주의 관점에서 기업의 책임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시장경제관에서

시작한다. 이는 기업은 경제적 계약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본단위

이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기업의 가장 큰

책임은 이윤극대화를 하는 것이고, 경영자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하여 주주의 부(wealth) 축적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Friedman(1970)은 “기업은 기업이익을 내는 본업

에 충실해야 하며, 다른 사회적 문제들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다른 비용을

증가시켜, 주주들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업의 책임을

경제적 성과로 한정하여 말하고 있다. 또한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고, 기업

이 만들어내는 수익은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며, 만약 기업에게

경제적 성과 이외에 다른 책임을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 더 내면 된다고 본다. 기업은 주주들의 일임을 받는 중개인이고

주주들의 수익을 담보하는 경영을 해야 하며, 기업의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그 기능을 한정시키고 있다. 그 이상의 요청은 국가나 다른 주체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견해이다(이상민, 2008).

이러한 주주중심의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점은 몇

가지로 제시된다(양은영, 2009).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극대화

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본연의 경제활동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인데, CSR 같은 활동은 본래 역할의 범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목적을 희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CSR 수행에 따른 비용, 인력배치, 경영자의 관심 분산 등 기업의

주요 목적인 경제적 생산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 이러



- 12 -

한 활동으로 기업의 혁신 역시 저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기업의 비용증대를 문제로 본다. 신고전경제학은 시장의 자율성

을 선호하며, 시장개입에 적대적 입장이다. 이는 사회문제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위가 분명치 않으며, 이에 따른 기업

의 능력 역시 판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

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이런 비용으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종업원

이 해고될 수 있으며, 투자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명확

하지 않은 CSR은 오히려 기업과 사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줄 수 있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권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는 경제적 기

능을 담당하는 기업의 권력은 이미 큰 상태인데, 사회적 책임까지 범위

가 확대된다면, 권력은 더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는 합당한 권력은 기업집단의 규모만 거대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입장

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적 지향점과 일치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수행은 회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CSR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경제적 성과와 연결되어 있는 지

점에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2) 이해관계자 관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긍정하고 옹호하는 입장은 이해관계자 이론

(stakeholder theory)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성장을 하고, 기업의 규모도 같이 커지게 되면서

권력과 영향력 역시 증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들이



- 13 -

시작되었다. 1970년대 이후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CSR에 대한 부정

적 반대론과 상치된 입장인 사회경제학적 시각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CSR의 이해관계자 관점이다(김병철, 2008).

Freeman(1984)의 이해관계자 이론은 이해관계자를 ‘조직의 목표에 도

달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거나 혹은 받는 사람이나 집단’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관리자, 주주 뿐 아니란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종업원, 등’을 포함한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야 하고,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해서, 어느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의 권익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Evans &

Freeman, 1988). 또한 Donaldson과 Preston(1995)은 기업이 사회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해관계자 관점을

지지한다 (김기현. 2013 재인용).

이 관점은 CSR이 단지 주주들간의 관계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

들과의 관계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 스스로가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데 협동해야 하듯이,

기업도 사회환경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는 근대적 기업의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문제점들이 내포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은영, 2009).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고,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영찬․이

승석, 2008).

결국 이해관계자 관점은 CSR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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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사회적 의무임과 동시에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도 필수요소라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박동석, 2009).

3) 사회적 투자론 관점

앞의 CSR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기업의 의미와 역할을 재고하게 만

든다. 먼저 신고전주의 경제학 관점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분리하게 만들며, 이해관계자 관점은 지나치게 원론적인 말

만 나열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수렴론은 부정론과 긍정론이 너무 극단적

인 시각이라는 점에서 이 둘을 절충한다는 시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바라본다(양은영, 2009). 수렴론은 사회적 투자론(social investment

theory)으로 말할 수 있다. 사회적 투자론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이윤추구

나 이타주의와 같은 이분법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함께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의 이해

관계자와 주주이익,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주도 이해관계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이해관계는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지만, 신고전주의 관점의 단기적 이윤추구와

구별되는 장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CSR은 장기적으로 더 많

은 이윤을 주주에게도 줄 수 있다. 사회적 투자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타주의 시각이나 이익추구 관점과 같은 일방적 관점에서만 바

라볼 수 없으며,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 수행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

다. (김기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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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20세기에 들어 시장가격기구의 조정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등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시장하면서 시장실패의 보완책으로 정부가 시장개입 수단

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곤란한 공공재 공급 및 사회간접분야

개발을 위하여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공기업은 일반적인 사기업과 달리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설립

되어, 경제발전을 위하여 또한 최근에는 소득재분배, 복지정책, 고용정책

등의 경제계획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한편 일반 민간기업과 마찬가

지로 기본적으로 이윤추구 활동도 수행한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정부와

같이 공공성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업처럼 수익성만을 추구하

는 것도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유미

년, 2012). 다시 말해 공공기관은 정부기관과 기업의 혼합형으로서 소유권,

재정지원 정도에 따라 정부기관과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극단적으로 정부기관과 동일

한 차원의 공공성과 민간기업과 같은 수익성을 동시에 요구받기도 하는

것이다(라영재∙윤태범, 2010)

공적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의 개념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책무성

을 확장하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투명성, 청렴성,

공평 등의 공적가치 또는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Bovens, 2005 ; 라영재, 2009 ; 라영재∙윤태범, 2010 재인용)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김기현, 2013). 먼저, 공기업은 그들의 풍부한 기술과 인적자

원들을 지역사회에 지원하고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공기업은 우리 사회에 혼자 존재하지 않고, 시민들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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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사회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야 하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시민’으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국제

적, 그리고 환경과 공생해야 하는 자세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책임활동은 공기업의 생존 경쟁력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오늘날 공기업은 우리 사회의 공적이익의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 및 방만 경영을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

에게 질타의 대상이고, 많은 경우 존립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특

히 한국 공기업 발달사에서 사회자원의 독점, 특혜성 정책, 불경제의 효

과 등에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데 사회구성원의 시각이 강화됨에 따

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공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 필수 조

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사회가 직

면한 문제 해결 및 공기업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불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공기업 이미지 향상

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0년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중소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해 사회공헌 평가를 단독 지표를 신설하여

공공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Next Society Foundation에서 발표

한 산업 부문별 CSR 평가 결과([표 2] 참조)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CSR에 대한 평가점수는 전 분야에서 타 민간산업 부문에 비하여 부족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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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4년 산업부문별 NSF CSR 평가 결과

업 종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자발적
기업가
정신

실적평가 이해관계자
평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 순위 점수 순
위 점수 순

위

자동차운송장비 33.5 15.5 18.2 8.7 75.9 1 59.1 1 69.2 1

화장품제조업 31.4 17.3 17.1 8.4 74.2 2 55.4 3 66.8 2

정유/석유화학 27.8 15.3 17.7 10.3 71.1 4 54.9 4 64.7 3

건설/플랜트 28.1 16.2 17.5 9.5 71.3 3 52.9 8 64.1 4

전기/가스/수도 30.6 12.5 17 10.6 70.7 5 53.9 7 64.1 5

식음료 29 14.1 17.4 9.5 69.9 6 54.2 6 63.8 6

기계/중공업 26.9 16.5 16.8 8.5 68.7 7 56 2 63.7 7

전기/전자 25.9 15.3 17.7 9.8 68.6 8 51.3 11 61.8 8

화학섬유/고무 24.8 14.1 19.4 9.6 67.9 9 48.7 12 60.3 9

운송업 24.2 13.2 17.8 9.7 64.9 10 52.8 9 60.1 10

제철/제강 27.9 9.8 15.3 10.3 63.3 14 54.6 5 59.9 11

유·무선통신 26.9 12.7 17.5 6.7 63.8 11 51.5 10 58.9 12

금융/보험 23.7 14.2 17.4 8.2 63.5 12 43 13 55.4 13

공공기관 22.2 13.5 15.9 7.6 59.2 13 40.8 14 51.9 14

합계(평균) 25.9 14.1 16.8 8.8 65.6 48.2 58.7

자료 : Next Society Foundati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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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직성과의 이론적 고찰

조직성과는 조직생산성, 조직효과성 등 유사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Price & Mueller(1968)는 조직성과를 목표 달성도라고 정의하고, 여기에서

목표란 조직이 현재의 활동범위를 통해서 추구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여 목표달성 변수로서 생산성, 사기, 조직규범과 업무의 적합성, 동조성,

외부환경의 지지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성과는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신유근, 1985).

Rainey & Steinberg(1999)는 조직성과를 조직이 임무를 추진하는 행정

적․운영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성과라고 정의하면서 조직

은 조직 및 그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한대로 그 임무를 달성하거나 성공적인

방법으로 목표의 달성을 추구한다고 하였고, Katz& Kahn(1978)은 조직

의 순환과정에 따른 결과물로써 수익의 극대화 정도를 조직효과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를 집대성한 Van de Ven(1976)은 조직성과를 조직

의 효율성(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 생산성(조직의 목표달성도), 구성원

의 행태특성(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이직의도 등)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조직성과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며 그 중에서 특히 조직생

산성은 조직산출성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성과에 대해서는 목표달성 접근법, 시스템적 접근법, 고객지향 접근법

과 경제적 접근법은 물론 최근에는 균형성과 접근법(BSC). 이해관계자 접

근법, 경쟁적 가치 접근법(CVA) 등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것이다. 목표달성 접근법은 조직이 의도한 목표의 달성도를, 시스템적 접근

법은 산출은 물론 투입과 전환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고객지향

적 접근법은 시민이나 고객의 만족도를 경제적 접근법은 산출 대비 투입비

용을 강조한다. 조직성과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정의를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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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직성과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구 분 내 용

Seasher &
Yuchtman(1967)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을 개척하
는 조직체의 능력

Geogopolous&
Tannenbaum
(1975)

사회의 한 시스템으로서 조직이 그 수단과 자원을 오용
함이 없이 조직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강압을 초래하지
않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Schein(1985)
조직이 실행하고 있는 특정 기능과 관계없이 조직이 지
니고 있는 존속, 순응, 자기유지, 성장의 능력

Brewer &
Selden(2000)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하며, 조직의 능률성, 효과
성 및 공정성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신유근(1981)
조직목표의 달성정도, 자원획득을 위한 개척능력, 환경
에 대한 적응, 생존능력, 인적자원 개발과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 기업의 생산성

안희정(2001) 조직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

군경득,임정빈(2003)
조직 및 구성원이 서비스 생산 및 제공을 위해 수행한
업무, 활동 및 정책 등의 결과나 영향의 정도로서 능률
성, 효과성 및 공정성을 하위 구성요소로 하는 개념

김성기(2008)

조직 및 구성원의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있어 한정
적인 자원의 투입을 통하여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
정적, 운영적 기능으로 나타나는 효과적인 능률성과 목
표달성도와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효과성, 만족도를
포함하는 공정성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 개념

(최연택, 2009, 재인용).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조직성과, 조직생산성, 조직효

과성에 관한 정의는 다소 상이하고 조직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가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조직성과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준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조직성과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들의 접근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측정지표들이 적용될 수 있는 개념

이다. 조직성과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자산

회수율이나 이익률, 주식가격, 성장률 등의 재무적 성과와 이직률 또는

고객만족도, 이직의도, 결근율,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의

비재무적 성과 두 부류로 나누워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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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성과간의 관계

1. CSR과 재무적 성과간의 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재무성과간의 관계를 바로보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 첫번째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자(neo-classical economist)의 관점으

로 전문경영자는 의사결정시에 주주 부(富)의 극대화를 우선 목표로 해

야 하는데 CSR은 다른 기업이 하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므로

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결국 주주의 부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theory) 관점으로 이는 경영자들

의 의사결정은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의 CSR은 잠재적인 갈등을

완화시켜 경영성과를 좋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로는

CSR과 재무성과간의 정(+)의 관계를 보인 연구와 CSR과 재무성과간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도 있으며, 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

McGuire, Sundgren, and Schneeweis (1988)는 1982년부터 1985년까지

Fortune 500대 기업의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의 순위와

기업수익률 및 회계지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CSR은 차기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Waddock and Graves(1997)는 469개의 기업의 총 3년 자료(1990년

CSR 활동 성과자료와 1989년, 1991년 재무성과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CSR활동 성과는 차기의 재무성과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전기의 재무성과는 당기의 CSR활동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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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근 국내연구에 있어서도 장지인&최헌섭(2010)은 8년간(1998∼2005)의

130개 기업의 KEJI지수를 활용하여 CSR 활동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련

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CSR 활동성과가 총자산순이익률(ROA)와

Tobin’s Q와 정(+)의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미림&김창수(2011)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연구 대상기간을 길

게 설정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성과가 CSR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각 변수의 영향력

을 양방향에서 모두 분석하였다. 그리고 표본집단을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둘의 재

무성과를 비교하고, 각각의 기업집단의 CSR활동 성과가 기업의 재무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

을 수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좋다는 것을 확인하

였고,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활동과 재무성과는 정(+)의 관계가

있고, 기업의 재무성과(ROA, Tobin‘s Q)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Teoh, Welch and Wazzan(1999)은 1985년 3월부터 1986년 10월까

지 CSR관련 공시와 재무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McWilliams&Siegel(2000)은 524개의 기업을 대상

으로 1991년∼1996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CSR 활동성과와 기업 재

무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CSR 활동은 재무성과에 중립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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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R과 비재무적 성과간의 관계

기업의 CSR 성과는 재무적 또는 유형적인 것 외에 명성이나 이미지,

고객만족도 등 무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Luo&Bhattacharya(2006)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은 고객만족과 시장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혜영

(2008)의 연구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이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분석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윤각·서상희(2003)의 연구에서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기업광고와 사회공헌활동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한 인식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한은

경(2003)은 CSR 활동이 기업에 대한 평판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하

였고, 김이환(2005)은 사회의 일원인 기업이 역할을 다하고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할 때 호의적인 기업 명성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 이미지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필수적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성현선·서대교, 20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에서 살펴본 바 같이 기업의 CSR 활동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의 이행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

운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점차 이루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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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현(2010)은 21개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 노사관계, 환경보호 노력이 구성원들의 조직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병근(2011)은 K-water를 대상으로 하여 직원 및 일반인의 설문조

사를 통해,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효과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미지와 직원충성도가 향상되고 조직몰입

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박정열(2012)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시

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평판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프로그램에 지

역 시민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기업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참

여 만족도가 기업평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참여만족도에 따른 기업평
판은 서비스만족도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2013)은 8개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구성원
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신
뢰가 조절효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진한(2014)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간의 공공기관의 사회공

헌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을 측정하고 소비자 성과,

종업원 성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재무성과를

제외한 소비자 성과와 종업원 성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되었고, 종속변수도

조직몰입, 기업평판 등 추상적 성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교적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경영성과를 연구한 경우에도 분석기간이 짧고, CSR이 당

기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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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진한(2014)의 연구사례를 토대로 정부의 공공

기관 경영실적평가에 포함된 ‘사회공헌’ 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독립변

수로 하여 조직성과(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종합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되, 당기의 성과 뿐만 아니라 CSR 활동이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시차(time lag)을 고려하여 장래 성과까지도 분석 대상에 포

함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각 기관의 고유업

무 이외에 부수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기관의 조직목표 달

성과 성과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경영전략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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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설 계

제 1 절 연구모형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CSR 활동이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이 다양하다고 분석되는 것은 CSR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

한 경로와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양과 질 그리고 지속성에 따라 다

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

동이 당기 또는 장래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공공기관의 CSR 활동 수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포함된 ‘사회공헌’ 지표의 평가등급을

활용하였다. 각 기관의 CSR 수준은 측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단독지표로

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평가를 받은 3년동안(2011년∼2013년) 빠짐없

이 평가를 받은 57개 공공기관(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30개)을 대상으

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직성과로서 성과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위하여 재무

성과, 비재무성과로 나누고, 두 성과를 모두 아우를수 있는 종합성과를 추가

하였다. 먼저 재무적 성과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객관화가

용이한 ROA(총자산 순이익율)을 재무적 성과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비재

무적 성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성과는 각 공공기관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급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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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의 CSR 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시차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기 ‘사회공헌’ 지표의 평가가 이루워진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영

성과를 t기 하고, 그 이후인 2014년의 경영성과를 t+1기로 구분하여 공공

기관의 CSR 활동수준이 각 기간별로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로 총 자산규모,

부채비율, 기관 정원, 기관 연령과 기관 유형(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적용

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하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평가기간(t)

CSR 활동 수준

(사회공헌 평가등급)

평가기간(t)

∙재무성과(ROA)

∙비재무성과(고객만족도)

∙종합성과(경영평가등급)

평가기간(t+1)

∙재무성과(ROA)

∙비재무성과(고객만족도)

∙종합성과(경영평가등급)

통제변수

∙총 자산 규모
∙부채 비율

∙기관 임직원 정원

∙기관 연령
∙기관 유형(공기업, 준정부기관)

1) 평가기간(t) : 2011년∼2013년(3년간)
2) 평가기간 이후(t+1) : 2014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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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그 기준이 다소 주관

적일 수밖에 없어 어려운 문제이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대용치로 KInder Lydenberg Domini(KLD)의 평가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는 경제정의연구소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평가결과인 KEJI지수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중 ‘사회공헌’ 지표를 대용변수로 활용하여 그 평

가등급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사회공헌 지표의 세부 평가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사회공헌 지표 세부 평가내용

지표정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기업(기관)과 공정한 협력관계
설정 및 실천,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의 노력
과 성과를 평가

세 부
평가내용

①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② 중소협력기업(기관), 업무유관 단체 등과의 공정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상생문화 조성,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출연, 금융 및
역량강화 지원
- 공정거래의 확립, 공동 연구개발, 시장 공동진출 등
③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및 사회적 신뢰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자료 :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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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지표는 비계량지표로서 배점은 총 100점 중 2점인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하여 적용하였다.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은 다음 [표 5]과 같다.

[표 5]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

등 급 A+ A0 B+ B0 C D+ D0 E+ E0

평 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자료 :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사회공헌’ 지표에 대한 각 기관별 득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2011년 본 지

표가 도입된 이래 2013년까지3) 3년간 빠짐없이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57개에 대한 평가자료를 통해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2. 종속변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같은 공공조직은 조직성과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공공조직이 가진 가치의 다원성, 조직목표의 복잡성과 추상성 등을

감안할 경우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시스템적 접근법

에서 따른 재무적 성과(ROA)와 공익성을 고려한 고객지향적 접근법에

따른 비재무적 성과(고객만족도)로 크게 구분하고, 이 두 가지 성과를 모

3)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부터 ‘사회공헌’ 지표는 ‘경영전략 및 사회

공헌’ 지표로 통폐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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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지표(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급)를 세 번째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각 기관의 조직성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SR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시차적 요인

을 고려하여 평가기간(t)과 평가이후 기간(t+1)으로 구분하였는데, 평가

기간은 2011년∼2013년(3개년)이고, 평가이후 기간은 2014년(1개년)4)에

해당한다.

1) 재무적 성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측정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 생

산성 등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지표가 활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ROA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특정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나타낸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공공

기관 중 기금계정을 제외하고 고유사업에 대한 재무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 산출에 필요한 각 기관의 당기순이익과

총자산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무제표 자료에서 수집하였다.

2) 비재무적 성과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4) 201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016년 6월경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본 연구에 포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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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년 1회 실시되고 있는데,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공기

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능률협회가 개발한

PCSI(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성과지표로 반영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은 2015년 현재 한국전력 등 177개 공공기관(공기

업 24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기관 70개)이며, 발전자회사 등 모회사가

주 고객인 기관이거나 고객미형성 기관의 경우 제외토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할 각 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

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경영실적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발전자회사 등은 결측 처리하였다.

3) 종합성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시행근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이다.

동 제도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

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평가범주는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재무성과를 포함한 계

량지표와 주요사업 등의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계

량지표로 나뉜다.

평가등급은 S∼E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치로 계량화하기 위하여

[표 6]에 따라 점수(1∼6점)으로 환산▪적용하였으며, 공공기관 해제 등으로

평가 제외된 기관은 결측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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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종합평가 등급별 적용 점수

등 급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환산점수 6 5 4 3 2 1

3. 통제변수

1) 총자산 규모

기업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 등을 바탕으로 수익 창출

능력이 높아져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기관별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2)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이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므로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많이 쓰이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보았다. 부채비율은 총자산에서 총자본으로 나누워

비율을 산출하고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3) 기관 정원

자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정원도 기업규모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즉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그리고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성과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임직원

정원의 자연 로그 값을 이용하여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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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 연령

공공기관의 설립연도와 연령에 따라 인적·물적자본 축적 및 조직운영

노하우 확보 등의 차이로 조직성과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연령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5) 기관 유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공기업은 직원 정원

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

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며,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구

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성이

높고,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 특성을 반영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서성택,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유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더미변수화 하여 통제변수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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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의 요약

앞서 살펴본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구 분 조작적 정의 측정방법 변수명

독립

변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사회공헌지표

득점으로 측정(100점 만점으로 환산)
CSR

종속

변수

재무성과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 ROA

비재무성과

(고객만족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결과로 측정(100점 만점)
PCSI

종합성과

(경영평가등급)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종합

등급으로 측정(6점 만점으로 환산)
ME

통제

변수

자산규모 총 자산의 자연로그(ln) 값 Size

부채비율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100)의

자연로그(ln) 값
Lev

기관정원 임직원 정원의 자연로그(ln) 값 Labor

기관연령 공공기관의 연령 Age

기관유형
공공기관의 유형을 더미변수화

(0 : 공기업, 1 : 준정부기관)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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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난 3년간(2011∼2013년) 경영실적평가시 단

독 지표로서 ‘사회공헌’ 항목을 평가받은 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수준이 당해 조직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 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당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당해 재무성과(ROA)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당해 비재무성과(고객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당해 종합성과(경영

평가종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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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시차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 설 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장래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장래의 재무성과

(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장래의 비재무성과(고

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장래의 종합 성과(경영

평가 종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2가지 가설 검증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당기 또는 장래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하여 경제

적·비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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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당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이 같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식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O      ize  Levi  Labor  5Age  6Type  

OP(t) = t기간의 조직성과(ROA, 고객만족도, 경영평가 등급)

CSR(t) = t기간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사회공헌’ 지표 점수

Size(t) = t기간의 공공기관 규모로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t) = t기간 부채비율의 자연로그 값

Labor(t) = t기간의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자연로그 값

Age(t) = t기간의 공공기관 연령

Type = 공공기관 유형(공기업, 준정부기관)

두 번째 가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장래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 아래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O    izeLeviLabor5Age6Type+1

OP(t+1) = t+1기간의 조직성과(ROA, 고객만족도, 경영평가 등급)

CSR(t+1) = t+1기간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사회공헌’ 지표 점수

Size(t+1) = t+1기간의 공공기관 규모로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t+1) = t+1기간 부채비율의 자연로그 값

Labor(t+1) = t+1기간의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자연로그 값

Age(t+1) = t+1기간의 공공기관 연령

Type = 공공기관 유형(공기업,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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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내용 중 하나인 ‘사회공헌’ 지표의 평가등급을 활용하였다.

‘사회공헌’ 지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사회봉사활동

등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동 지표는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부터 도입되어 2014년도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지표로 통폐합되기 전까지 총 3개년간 평가되었

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으로 평가받은 공공기관은 57개(공기

업 27개, 준정부기관 30개)로서 3년간 총 표본수는 171개이다.

분석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이 75.96점(표준편차 8.086)로서 최대값 90점,

최소값 60점으로 편차가 30점에 이르는 만큼 변별력이 충분하다고 할 것

이다. [표 8]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

[표 8]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SR(t) 171 60.00 90.00 75.96 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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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는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종합성과로 구분하였다.

먼저 재무적 성과는 각 기관의 총자산순이익률(ROA)로 측정하였다.

총자산순이익률은 각 기관의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

으로 기금계정은 제외하고 고유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만으로 대상으로 하

여 산출였으며, 기금계정만 있는 기관 6개5)를 제외하면 3개년간 총 표본

수는 153개이다. 평가기간과 평가기간 이후의 ROA를 비교해보면 평가기

간의 평균은 1.96%이고 평가기간 이후의 평균은 2.60%으로 평가기간에

비해 평가기간 이후의 재무성과가 다소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비재무적 성과의 대용치로서 기획재정부 주관의 고객만족도

(PCSI)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의 경우 발전자회사 등

모회사가 주 고객인 기관이나 고객미형성 기관 등은 제외하고 있어 총 6개

기관6)이 빠졌으며, 평가기간 이후인 2014년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 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총 표본수는 평가기

간 153개, 평가기간 이후가 150개이다. 평가기간과 그 이후의 만족도 조

사결과 비교해보면 평가기간의 평균이 92.82점이고 평가기간 이후의 평

균이 평균 93.79점으로 평가기간 이후의 고객만족도 점수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합성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종합등급을 성과 대용

치로 활용하였다. 평가기간의 총 표본수가 171개이나 평가기간 이후 168

5) 기금계정만을 있는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

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6) 고객만족도사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발전자회사 6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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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감소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

어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경영실적평가 등급은 E

등급(아주미흡)을 1, D등급(미흡)을 2, C등급(보통)을 3, B등급(양호)을

4, A등급(우수)을 5, S등급(탁월)을 6점으로 각각 계수화하였다. 평가기

간 이후인 2014년도는 S등급(6점)이 없음에도 평균점수가 평가기간보다

0.19점 상승하여 평가기간 이후의 경영실적 평가등급이 평가기간보다 양

호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종속변수로 설정된 ROA, 고객만족도, 경영실적 평가등급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종속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가기간

ROA(t) 153 -23.86 57.49 1.96 8.227

고객만족도(t) 153 78.81 99.02 92.83 3.793

경영평가등급(t) 171 1 6 3.44 1.012

평가기간

이후

ROA(t+1) 153 -14.38 44.99 2.60 8.611

고객만족도(t+1) 150 84.62 99.64 93.79 3.653

경영평가등급(t+1) 168 1 5 3.63 1.065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공공기관의 자산규모, 부채비율, 임직원 정원,

기관 연령 그리고 기관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기간 이후인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구대상 공공기관의 평균

자산 규모는 13조 4,641억원(최소값 191억원, 최대값 171조 5,497억원),

평균 부채비율은 187.52%(최소값 6.1%, 최대값 2,622.8%)이었으며, 평균

임직원 정원은 3,065명(최소값 185명, 최대값 27,981명)로 각 기관별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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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커서 세가지 변수 모두를 자연로그로 변환하였다.

기관 연령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설립년도를 빼서 산출하였으며, 정

부 정책에 따라 기관 통합이 이루워진 공공기관7)의 경우 합병년도를 설

립년도로 보았다.

기관 유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기업은 0, 준정

부기관은 1로 더미변수화하였다. 분석대상 기관은 공기업 27개, 준정부기

관 30개로 3년간 총 표본수은 171개이다.

CSR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들 통제변수의 기술통

계량은 [표 10]과 같다.

[표 10]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종속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가기간

자산규모(t) 153 9.83 18.97 14.49 2.122

부채비율(t) 131 1.79 9.71 4.53 1.246

기관정원(t) 171 4.93 10.24 7.27 1.102

기관연령(t) 171 2 105 30.16 19.047

평가기간

이후

자산규모(t+1) 153 9.86 18.96 14.57 2.210

부채비율(t+1) 126 1.81 7.87 4.44 1.171

기관정원(t+1) 171 5.22 10.24 7.38 1.090

기관연령(t+1) 171 5 106 32.16 19.029

구 분
빈도

(개)

백분율

(%)

기관유형
공 기 업 81 47.37

준정부기관 90 52.63

합 계 171 100.00

7) 한국주택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합병(2009. 10월)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합병(201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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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분석

1. 다중공선성 진단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는 목적은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

거나 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설명력의 크기를 검증하는 분석에서는

정확한 예측보다는 설명을 주목적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영

향력 있는 독립변수를 확인하고, 관계의 방향 그리고 관계의 상대적 크

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다중회귀분석은 두 가지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

중공선성 진단이 필요하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독립변수들간

에 상관관계가 높을 때, 즉 독립변수들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선형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너무 큰 경우는 회귀모델의 유의성에 상당한 문제

가 생긴다. 상관관계가 높은 두 변수를 동시에 모형에 넣게 되면 종속변

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고전적 방법은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다. 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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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변수간 상관계수

〇 평가기간(t)

구 분 CSR
(t)

자산규모
(t)

부채비율
(t)

기관정원
(t)

기관연령
(t)

기관유형
(t)

CSR
(t)

Pearson 상관계수 1 .274 .187 .127 -.197 -.170
유의수준(양쪽) 　 .001 .032 .101 .010 .026

N 171 153 131 171 171 171

자산규모
(t)

Pearson 상관계수 .274 1 .132 .380 -.134 -.553
유의수준(양쪽) .001 　 .134 .000 .098 .000

N 153 153 131 150 153 153

부채비율
(t)

Pearson 상관계수 .187 .132 1 .078 -.105 .124
유의수준(양쪽) .032 .134 　 .381 .233 .157

N 131 131 131 128 131 131

기관정원
(t)

Pearson 상관계수 .127 .380 .078 1 .078 -.036
유의수준(양쪽) .101 .000 .381 　 .317 .642

N 171 150 128 168 168 168

기관연령
(t)

Pearson 상관계수 -.197 -.134 -.105 .078 1 .123
유의수준(양쪽) .010 .098 .233 .317 　 .110

N 171 153 131 168 171 171

기관유형
(t)

Pearson 상관계수 -.170 -.553 .124 -.036 .123 1
유의수준(양쪽) .026 .000 .157 .642 .110 　

N 171 153 131 168 171 171

〇 평가기간 이후(t+1)

구 분 CSR
(t)

자산규모
(t+1)

부채비율
(t+1)

기관정원
(t+1)

기관연령
(t+1)

기관유형
(t+1)

CSR
(t)

Pearson 상관계수 1 .276 .213 .125 -.202 -.170
유의수준(양쪽) 　 .001 .017 .107 .008 .026

N 171 153 126 171 171 171

자산규모
(t+1)

Pearson 상관계수 .276 1 .455 .387 -.157 -.525
유의수준(양쪽) .001 　 .000 .000 .053 .000

N 153 153 126 150 153 153

부채비율
(t+1)

Pearson 상관계수 .213 .455 1 .284 -.158 .143
유의수준(양쪽) .017 .000 　 .001 .077 .110

N 126 126 126 123 126 126

기관정원
(t+1)

Pearson 상관계수 .125 .387 .284 1 .065 -.029
유의수준(양쪽) .107 .000 .001 　 .403 .711

N 171 150 123 168 168 168

기관연령
(t+1)

Pearson 상관계수 -.202 -.157 -.158 .065 1 .123
유의수준(양쪽) .008 .053 .077 .403 　 .110

N 171 153 126 168 171 171

기관유형
(t+1)

Pearson 상관계수 -.170 -.525 .143 -.029 .123 1
유의수준(양쪽) .026 .000 .110 .711 .110 　

N 171 153 126 168 17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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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평가기간과 평가기간 이후 모두

의 기간에서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CSR)과 총자산규모가 가장 높은 상

관계수를 보인다.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이 평가기간 0.274, 평가기간

이후 0.276으로서 모두 0.7보다 적으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또다른 방법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

창계수(VIF : Variance Infaltion Factor)가 활용된다. VIF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인해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며, 일반

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 공차한계

는 VIF의 역수로서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들에 대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해

본 결과 모든 변수들의 VIF값이 10보다 작았으며 공차한계 역시 0.1이

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공차한계와 VIF

〇 평가기간(t)

구 분
ROA(t) 고객만족도(t) 경영평가등급(t)

공차
한계

VIF
공차
한계

VIF
공차
한계

VIF

독립변수 CSR(t) 0.830 1.204 0.838 1.193 0.830 1.204

통제변수 자산규모(t) 0.458 2.184 0.482 2.074 0.458 2.184

부채비율(t) 0.874 1.145 0.871 1.148 0.874 1.145

기관정원(t) 0.665 1.503 0.650 1.538 0.665 1.503

기관연령(t) 0.874 1.144 0.885 1.130 0.874 1.144

기관유형(t) 0.574 1.741 0.591 1.691 0.57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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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평가기간 이후(t+1)

구 분
ROA(t+1) 고객만족도(t+1) 경영평가등급(t+1)

공차
한계

VIF
공차
한계

VIF
공차
한계

VIF

독립변수 CSR(t) 0.834 1.198 0.847 1.180 0.834 1.198

통제변수 자산규모(t+1) 0.357 2.799 0.371 2.696 0.357 2.799

부채비율(t+1) 0.602 1.661 0.595 1.682 0.602 1.661

기관정원(t+1) 0.659 1.517 0.645 1.552 0.659 1.517

기관연령(t+1) 0.834 1.200 0.866 1.155 0.834 1.200

기관유형(t+1) 0.509 1.966 0.510 1.960 0.509 1.966

2. 다중회귀분석 결과

1) 재무적 성과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재무적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과변수로서 총자산순이익률(ROA)를 사용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재무적 성과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〇 평가기간(t)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0.394 0.156 0.114 7.66532 1.798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310.219 6 218.370 3.7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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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8.901 8.575 1.038 0.301

CSR(X) 0.094 0.089 0.097 1.056 0.293

자산규모(t) 0.017 0.510 0.004 0.032 0.974

부채비율(t) -2.476 0.585 -0.378 -4.233 0.000

기관정원(t) -0.519 0.721 -0.074 -0.720 0.473

기관연령(t) 0.013 0.035 0.034 0.378 0.706

기관유형(t)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〇 평가기간 이후(t+1)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0.584 0.341 0.306 7.09980 1.91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3019.893 6 503.316 9.985 0.000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15.747 8.209 1.918 0.058

CSR(t) -0.058 0.083 -0.057 -0.694 0.489

자산규모(t+1) 0.299 0.553 0.068 0.540 0.590

부채비율(t+1) -3.447 0.699 -0.479 -4.934 0.000

기관정원(t+1) 0.573 0.689 0.077 0.832 0.407

기관연령(t+1) -0.124 0.034 -0.303 -3.666 0.000

기관유형(t+1)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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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

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볼 수 있다. R2는 모형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결

정계수로서 독립변수가 1개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R2를 통해 모형의 적

합도를 판단한다. 그러나 설명변수가 많아지면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

과 관계없이 R2의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2개 이

상인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수정된 R2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다.

재무적 성과의 대용치인 ROA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본 모형에서는 수정된 R2값이 평가기간 0.114, 평가기간 이후

0.306으로 각각 11.4%와 30.6%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F값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

F값이 평가기간 3.716, 평가기간 이후 9.985로 충분히 큰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확률을 고려시 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잔차의 독립성)를 나타내는 Durbin-Waston은

평가기간 1.798, 평가기간 이후 1.915로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적 성과 모형에서의 독립변수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CSR)의 회귀계수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

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공공요금 및 사업구조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인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수준이 재무적 성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 특기할 만 점은 통제변수인 부채비율이다. 평가기간은 물론

평가기간 이후에도 유의수준 1%이내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값이 평가기간–2.476, 평가기간 이후–3.447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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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율이 1단위 높을수록 총자산순이익률이 회귀계수만큼 낮아짐을 의미

하는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의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재무성과 또

한 낮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2) 비재무적 성과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과변수로 고객만족도를 활용하였으며 이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비재무적 성과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〇 평가기간(t)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0.570 0.325 0.286 3.30971 2.053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544.035 6 90.672 8.277 0.000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72.807 3.791 19.204 0.000

CSR(X) 0.147 0.042 0.308 3.482 0.001

자산규모(t) 0.669 0.223 0.349 2.998 0.003

부채비율(t) -0.480 0.253 -0.164 -1.896 0.061

기관정원(t) -0.202 0.326 -0.062 -0.619 0.537

기관연령(t) 0.084 0.016 0.442 5.142 0.000

기관유형(t)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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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평가기간 이후(t+1)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0.478 0.228 0.181 3.19696 2.25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296.462 6 49.410 4.834 0.000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81.865 3.777 21.675 0.000

CSR(t) 0.87 0.041 0.205 2.132 0.036

자산규모(t+1) 0.146 0.255 0.083 0.571 0.569

부채비율(t+1) -0.581 0.321 -0.208 -1,808 0.074

기관정원(t+1) 0.625 0.325 0.212 1.923 0.057

기관연령(t+1) 0.054 0.016 0.314 3.293 0.001

기관유형(t+1)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고객만족도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본 모형에서

는 수정된 R2값이 평가기간 0.286, 평가기간 이후 0.181로 나타나 각각

28.6%, 18.1%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F값도 평가기간 8.277, 평가기

간 이후 4.834로 양 기간 모두에서 유의확률이 0%로 나타나 모형의 전

반적 신뢰도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Durbin-Waston은 평가기간

2.053, 평가기간 이후 2.251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재무적 성과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고객만족도의 회귀계수는 양 기간

각각 유의수준 1%, 5%이내에서 유의미함을 보였다. 회귀계수 값은 평가

기간 0.147, 평가기간 이후가 0.87로 CSR 활동 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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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고객만족도가 평가기간은 0.147단위, 평가기간 이후는 0.87단위 증

가하였음을 의미하므로 CSR은 당기보다 장래의 고객만족도에 더 큰 영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재무적 성과 모형에서 주목할 것은 두 기간 모두에서 기관 연령이

유의수준 1%이내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나타났다.

설립년도가 오래된 공공기관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축적은 물론 고객

만족을 위한 운영 노하우가 신생 기관보다 우수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

겠다.

3) 종합성과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CSR활동 수준이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종

합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과변수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종합평가 등급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종합 성과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〇 평가기간(t)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0.321 0.103 0.058 1.004 1.43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3.962 6 2.327 2.3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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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1.569 1.123 1.398 0.165

CSR(X) 0.033 0.012 0.269 2.843 0.005

자산규모(t) 0.037 0.067 0.070 0.554 0.581

부채비율(t) -0.048 0.077 -0.057 -0.624 0.534

기관정원(t) -0.188 0.094 -0.210 -1.993 0.049

기관연령(t) 0.008 0.005 0.169 1.838 0.069

기관유형(t)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〇 평가기간 이후(t+1)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0.465 0.216 0.176 1.066 1.703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36.388 6 6.065 5.333 0.000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1.444 1.233 1.171 0.244

CSR(t) 0.027 0.012 0.196 2.180 0.031

자산규모(t+1) 0.107 0.083 0.178 1.292 0.199

부채비율(t+1) -0.412 0.105 -0.416 -3.924 0.000

기관정원(t+1) -0.051 0.104 -0.050 -0.489 0.626

기관연령(t+1) 0.009 0.005 0.156 1.727 0.087

기관유형(t+1)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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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과 모형에서의 종속변수인 경영평가 등급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을 한 결과, 수정된 R2값이 평가기간 0.058, 평가기간 이후 0.176으로 나

타나 각각 5.8%, 17.6%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F값도 평가기간

2.310, 평가기간 이후 5.333으로 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Durbin-Waston은 평가기간 1.435, 평가기간 이후 1.703

으로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의 독립변수인 CSR은 두 기간 모두에 있어서 경영평가 등급

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 값

은 평가기간이 0.033, 평가기간 이후가 0.027으로 CSR 활동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경영평가등급이 평가기간이 0.033단위, 평가기간 이후가

0.027단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CSR 활동 수준은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된 ‘사회공헌’ 지표(100만점 중 2점)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므로 당기

의 경영실적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는 평가기간의 기관 정원과 평가기간 이후의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유의수준 5%이내에서 경영평가 등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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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와 해석

1. 공공기관의 CSR이 당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당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조직

성과를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종합 성과로 구분하고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CSR이 당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 분석 결과

O  izeLeviLabor5Age6Type 

변 수 예상
부호

재무성과
〔ROA(t)〕

비재무성과
〔고객만족도(t)〕

종합성과
〔경영평가등급(t)〕

Intercept ?
8.901
(1.038)

72.807***

(19.204)
1.569
(1.398)

CSR(t) +
0.094
(1.056)

0.147***

(3.482)
0.033***

(2.843)

자산규모(t) +
0.017
(0.032)

0.669***

(2.998)
0.037
(0.554)

부채비율(t) -
-2.476***

(-4.233)
-0.480*

(-1.896)
-0.048
(-0.624)

기관정원(t) +
-0.519
(-0.720)

-0.202
(-0.619)

-0.188**

(-1.993)

기관연령(t) +
0.013
(0.378)

0.084***

(5.142)
0.008*

(1.838)

기관유형 포함 포함 포함

Adj. R2 0.114 0.286 0.058

F-value 3.716*** 8.277*** 2.310**

표본수 171 171 171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t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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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대상 공공기관들의 CSR 수준

은 당해 고객만족도나 경영평가 등급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 미친다고

나왔으므로〈가설 1-2〉와 〈가설 1-3〉은 채택되었으나 재무적 성과의

대용치인 총자산순이익율(ROA)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는 CSR 활동 수준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달리 공공기관에 있

어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경우 그 설립동기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거나 시장 자체가 독점 또는 과점적인 구조에 있거나, 혹은 국민 후생이

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국회▪시민사회 등 여러 차원의 통제와 감시하에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

요금은 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의 형태나 구조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공공기관의 CSR이 장래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장래의

기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조직

성과를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종합 성과로 구분하고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번째 가설도 첫 번째 가설과 동일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가설 2-2〉와 〈가설 2-3〉은 채택되었으나,〈가설 2-1〉은 기

각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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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CSR이 장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 분석 결과

O   izeLeviLabor5Age6Type+1

변 수
예상
부호

재무성과
〔ROA(t+1)〕

비재무성과
〔고객만족도(t+1)〕

종합성과
〔경영평가등급(t+1)〕

Intercept ?
15.747**

(1.918)

81.865***

(21.675)

1.444

(1.171)

CSR +
-0.058

(-0.694)

0.087**

(2.132)

0.027**

(2.180)

자산규모(t+1) +
0.299

(0.540)

0.146

(0.571)

0.107

(1.292)

부채비율(t+1) -
-3.447***

(-4.934)

-0.581*

(-1.808)

-0.412***

(-3.924)

기관정원(t+1) +
0.573

(0.832)

0.625*

(1.923)

-0.051

(-0.489)

기관연령(t+1) +
-0.124***

(-3.666)

0.054***

(3.293)

0.009*

(1.727)

기관유형 포함 포함 포함

Adj. R2 0.306 0.181 0.176

F-value 9.985*** 4.834*** 5.333***

표본수 171 171 171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t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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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일반적으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진

‘혼합조직체(hybrid organization)’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

는 공공성은 정부 조직의 속성이라 볼 수 있으며 기업성은 민간기업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혼재된 조직 목표를 가진 공공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같은 맥락에서 민간기업보다 사회

적 책임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당기 또는 장래의 조직성과에 대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된 ‘사회공헌’ 지표에 대한 3개

년(2011∼2013년)간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서 조직성과는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종합성과로 분류하여

각각 총자산순이익율(ROA), 고객만족도, 경영평가 등급을 대용변수로 활

용하였다. 또한 CSR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시차적 요인을 고려하여

당기와 장래 성과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이고 시계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자산규모, 부채비율, 임직원 정원, 기관 연령과 기관

유형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통해 공공기관의 CSR이 당기 또는 장래의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재무성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모형에서는 평가기간(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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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기간 이후(t+1) 모두에서 공공기관의 CSR은 총자산순이익률

(ROA)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CSR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여주고, 홍보비 절감 효

과 등을 통하여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반면, 공공기

관의 경우 해당 시장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경쟁의 강도가

낮고, 이들 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요금의 결정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대규

모 정책사업의 상당부분을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재

무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비재무적 성과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모형에서는 평가기

간(t)과 평가기간 이후(t+1) 모두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은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SR이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일환인만큼 해당 기관의 소비자, 지역주민,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로 하여금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하고 명성, 브랜드, 기업 이미지와 같

은 무형적 자산을 축척할 수 있게 하므로 기관이 제공한 서비스를 평가

함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종합 성과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도 평가기간(t)과 평가기간

이후(t+1) 모두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경영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평가는 경영전략, 인적관리, 재무예산 관리 등 ‘경영관리’와 각 기관

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사업’

범주로 나뉘어 각 범주에 대한 계량, 비계량 평가를 시행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당해 기관의 폭 넓고 다양한 조직성과를 대

표하는 지표로 볼 수 있으므로 CSR이 경영실적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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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당기 또는 장래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분

석하고자 하였으며, 조직의 성과를 재무적, 비재무적, 종합적 성과로 구

분하여 시계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이전 선행연구가 민간기업을 대상으

로 인해 이루워졌고 일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CSR과 당

기의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한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CSR이 성과

에 미치는 시차(time lag)를 고려하여 장래의 성과까지도 분석대상에 포

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업

평가지수나 간행물 내용을 분석하거나 많은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항목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쉽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객관화된 데이터

인 재무자료, 고객만족도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는 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혼재된 경영목

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CSR이 재무적 성

과(ROA)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지만, 비재무

적 성과(고객만족도)와 종합성과(경영평가 등급)에 있어서는 당기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혼재된 조직 목표를 추구하여야 하는 공

공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조직

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장 효율

적인 방편으로서 CSR을 인식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 즉, 공공기관의

CSR 활동을 현재처럼 공익사업, 주민편익, 장학사업 등과 자선이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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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활동에 국한되기 보다는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와도 공생의 관계를

구축하면서도 조직목표와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전

략으로서 CSR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

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공공기관의 CSR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

다. 2011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서 112명의 공공기관 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SR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전체의 32.0%는 국민의 요구, 24.6%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11.5%는 정

부규제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CSR을 자발적이고 능동적

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내부 구성원들이 CSR을 추가적인 비용과 업무

를 유발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서 공공기관의 CSR이 고객만족도와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서 당기 뿐만

아니라 장래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공

공기관 CSR의 내실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주로 재무적 효율성과 수익적 성

과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본 연

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SR이 기관의 비재무적 성과와 종합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만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 역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다루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물론 현재의 평가 내용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지표를 전혀 반영하

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독 지표였던 ‘‘사회공헌’ 지표가 2014년부터는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지표로 통폐합되었고, 가중치도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하다. 또한 CSR 활동이 당장의 업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공공기관의 이미지나 브랜드 등 무형적

가치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보다 비중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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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영실적평가에 포함된 ‘사회공헌’ 지표를 3년간 평가받은 57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2016년 현재 전체 공공기관 323개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90개, 기타 공공기관 203개)의 17.6%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CSR에 대한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측정치를 토대로 전체 기관

을 대상으로 다시 분석한다면 CSR과 조직성과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CSR 평가기간(2011∼2013년)과 평가기간 이후(2014

년)을 구분하여 전체 4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였다. 특히 평가기간

이후 기간은 2014년 한해만의 성과만을 대상으로 하여 CSR이 장기적으

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 대상기간을 좀 더 확대하여 분석해본다면 조직의 장기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셋째는 종속변수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는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종합 성과의 대용치로 각각 총자산순이

익율(ROA), 고객만족도와 경영평가 등급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들 변

수들이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인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념

정의와 측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CSR에 대한 논의의 중점은 무엇보다 CSR과 재무성

과간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다. 즉, CSR의 활동 성과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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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의경영이론(good management theory)

과 과거의 조직성과가 CSR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유자원이론(slack

resource theory)이 바로 그것이다. 두 이론에 대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는 많으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는 최근 5년간의

자료만 공시하고 있어 그 이전의 조직성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

간적,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에 공공기관의 CSR 활동과 조직성

과간의 방향성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들의 이론이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여 한층 심도있는 분석이 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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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Public Institution 
on Achievement of Organization 

Choi, Seok Ho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past, enterprises were considered as organizations that only 
pursue their work efficiencies and maximizing profits. However, 
nowadays, globalized world and society at large, not only business 
responsibility is required, but also social responsibility such as 
eth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is another important duty of 
enterprises. 
  Along these changes, a number of private enterprises in the world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arted to perform a variety of activities in corporate 
substantiality manageme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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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CSR is becoming a common activity duty in entire 
industry these days, it is regarded public enterprises do not put a 
lot of efforts compared to that of private enterprises. 
  In general, public institution be named hybrid organization has 
features of concerning public and private benefit simultaneously.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public institution to take the head in 
implementing CSR activities corresponding to its purpose of 
establishmen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CSR activities affect public 
institutions’ performance and outcome in both short and long term 
period.
  In addition, the analysis used CSR index as an independent 
variable derived from evaluation results in 57 public entities 
management assessment. Also, Return on Asset(ROA),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PCSI), Management Evaluation rating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financial measure, non-financial measure, and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Amount of property, debt ratio, capacity of 
the staff, corporation ages and types are applied for control 
variables in this stud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which assumes CSR activities 
affect the outcome of public institutions in positive wa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A result of the analysis, it showed that CSR activities affect 
non-financial outcome and management evaluation rating of public 
institutions positively, but not the same effect on ROA figure. In 
addition, similar result was released in relation to CSR activity and  
organization’s prospective outcome.
  The results are distinct from advanced study complemented with 
private enterprises and they might be caused by CSR activities that 



- 68 -

may improve brand awareness leading customer loyalties. Also, the 
activities might reduce promoting expenses which affect financial 
outcome positively. However, public institutions are facing with 
barriers such as lower intensity of competition resulted from a 
monopoly position in the market, and pricing decision of public 
utility rate is under control of government.
  Another important cause might be the fact that large scale of 
national projects are operated mostly by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it was confirmed that CSR activities do not effect 
financial outcomes directly, it seems to impact on them 
non-financially and indirectly. Therefore, as a corporate substantiality 
management strategy, public institutions need to be built a systematic 
and long-term plan with in-depth approach of CSR activity. 

Keywords : Public Institu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chievement of Organization, Return on Asset(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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