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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 지출과 경영성과 두 변수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동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순차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가 정의 영향

을 미치고, PER과 ROE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기부금 지출(Corporate Donation Expenditure), 주가수익률(PER),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순이익률(ROS)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인식을 가

지고 사회공헌 활동이 체계적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전국경

제인연합회가 1% 클럽을 창설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액 중 50% 이상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채워지는 등 기업의 기부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부금/매출액 비율

을 사용하여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기업의 기부금 지출 동기 및 현황

기업은 기부금 지출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1]. 기업의 기부금을 기부형

태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2].

표 1. 2008년 기업의 기부형태별 기부현황

기부형태 총지출액 (백만원) 비율 (%)

현금기부 907,094 96.70

현물기부 30,682 3.27

시설개방 233 0.02

기타 0 0.0

계 938,009 100

2.2 선행연구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한 동기 분석은 일찍이 미국을 비롯한 외

국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Navarro(1988)는 기업들이 기부

금을 지출하는 동기는 이익극대화 모형과 경영자의 경영재량권의 

효용극대화 모형으로 구분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고 이익극대

화가 주요 동기임을 제시하였다[3].
Brown, Helland, Smith(2006)는 주주가치증대 이론과 대리인 

이론에 의거하여 기부금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치증대

설이 일부 지지됨을 보였으나, 대리인 비용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발견하였다[4].
국내 연구로는 김성태․이재기․남상민(2002)은 패널자료를 이용

하여 기부금 지출이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증가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비용감소 효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5]. 권순창․김형국․최수만(2003)은 제조기업에 대한 횡

단면 분석을 통해 기부금 지출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관련이 있

다고 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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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현금기부, 현물기부, 시설개방 등을 통

해 이루어지는데 〔표 1〕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현금기

부활동이다. 또한 조중근(2008)은 기부금 이외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자료 입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회공헌 활동에서 차지하는 기부금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매출액 비율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1〕.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1 : 기업의 t기의 기부금 지출은 t기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형1>
BEPERi,t=β0+β1CDEj,t+β2SIZEt+β3Dt+εt
BEPERi,t : t기에서의 경영성과

          (i = PER, ROS, ROA, ROE) 
CDEj,t : t기에서의 기부금/매출액

SIZEt : 기업의 총자산의 로그값

Dt : 더미변수(대기업 1, 그 외 기업 0)
εt : 예측오차

가설 2 : 기업의 t-1기의 기부금 지출은 t기의 경영성과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모형2>
BEPERi,t=β0+β1CDEj,t-1+β2SIZEt+β3Dt +εt 
BEPERi,t : t기에서의 경영성과

           (i = PER, ROS, ROA, ROE) 
CDEj,t-1 : t-1기에서의 기부금/매출액

SIZEt : 기업의 총자산의 로그값

Dt : 더미변수(대기업 1, 그 외 기업 0)
εt : 예측오차

3.2 표본설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 기업의 표본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가 제공하는 상장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표 2>와 

같이 총 220개 표본기업을 선정하였다. 표본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으로 하였고,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기업의 

자료는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표 2. 조사대상 기업의 현황

구    분
기업수

(구성비)
구     분

기업수

(구성비)

서 비 스
2

(1.0%)
기     계

19
(8.7%)

음식료업
15

(6.8%)
철강금속

24
(10.9%)

운수장비
29

(13.1%)
전기전자

22
(10.0%)

섬유의복
11

(5.0%)
종이목재

4
(1.8%)

의약품
27

(12.3%)
비금속광물

11
(5.0%)

화   학
50

(22.7%)
기    타

6
(2.7%)

합          계 220

Ⅳ. 실증연구 분석 및 결과

4.1 상관관계분석

<표 3>은 가설 1과 가설 2 기업의 기부금 지출과 경영성과 간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기업의 기부금 지출과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기부금
  /매출액

1

(2)PER
-.002

1

(3)ROA
.119
***

-.219
***

1

(4)ROE
.011 -.056 .602

***
1

(5)ROS
.207
***

-.172
***

.809
***

.579
***

1

*p<0.1, **p<0.05, ***p<0.01

4.2 가설 검증

4.2.1 가설 1의 검증

기업의 t기의 기부금 지출이 t기의 경영성과 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1은 같은 연도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두 변수간의 

동시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업의 기부금 지출인 

t기의 기부금/매출액에 대한 t기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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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의 t기의 기부금 지출이 t기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PER ROA ROE ROS

기부금/매
출액

회귀
계수

0.835 1.866
***

-5.970 3.910
***

t-값 0.563 3.734 -0.135 6.501

p: * p<0.1, ** p<0.05, *** p<0.01

t기의 기부금/매출액과 관련된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가 

p<0.0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
업가치를 나타내는 PER와 ROE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4.2.2 가설 2의 검증

기업의 t-1기의 기부금지출이 t기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2는 사회공헌 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순차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인 t-1기의 기부

금/매출액에 대한 t기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는 <표 5>과 같다.

표5. 기업의 t-1기의 기부금 지출이 t기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PER ROA ROE ROS

기부금/매
출액

회귀
계수

-34.335 0.920
**

-11.189 2.789
***

t-값 -0.143 2.054 -0.285 5.161

p: * p<0.1, ** p<0.05, *** p<0.01

t기의 기부금/매출액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은 ROA가 p<0.05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ROS는 p<0.0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PER과 ROE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

개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지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은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ROA와 ROS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시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t기의 기부금 지출이 PER와 ROE
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2는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ROA와 ROS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순차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t-1기의 기부금 지출이 PER
와 ROE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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