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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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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세계 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CSR성과와 기업의 지배구조

가 체계 인 련성을 가지는가에 한 실증 인 분석을 하 다. 양호한 기업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높은 CSR성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국내 CSR성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인 검증을 시도하 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기

업지배구조의 변수로 국내기 투자자지분율,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

원회도입과 CSR성과의 측정치로 한국경제정의연구소(KEJI)의 지수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5까지 상장기업 130개 기업을 검증하 다. 연구결과 양호한 기업지

배구조를 가진 기업과 CSR성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의 변수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 원회도

입과 CSR성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나은 CSR성과로 나타나고 궁극 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으로 

CSR성과를 제고시키는 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한국기업이 CSR활동에 있어서는 여 히 걸음마 수 에 있는 만큼 많

은 경 자들에게 기업의 지배구조와 CSR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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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로벌화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 차 기업평가에 요한 역할을 하고, 지속성장기업의 조건으로 

CSR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제표 화기구(ISO)가 추진하고 있는 CSR에 한 

국제표 인 ISO26000의 제정을 하고 미국은 2001년 엔론, 월드콤 등의 형 회

계부정사건 이후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  책임 련 법규를 강화하여 왔으며 

노조의 향력이 큰 유럽연합에서는 노조와 이해 계자들이 유럽 의회를 압박

하여 기업의 사회  책임 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UN Global Compact

는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4개 역에 한 핵심가치를 지

지하고 채택하여 규범화하 다.1)

이러한 국제 인 환경변화는 국내 산업계에도 다양한 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 이후 삼성SDI, 한국 력, POSCO 등 20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지속가

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지속가능경

을 기업경 의 새로운 추진 략으로 공표하고 있다. 국내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유럽의 로벌기업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향을 크게 받고 있다.

CSR은 기업환경의 로벌화와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사회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반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양사고에 의한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불

법증여와 탈세, 불공정행 ,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기업의 명 실추와 기업가치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실을 반 한 연구결과가 발

표되었는데 한국 표 기업들의 사회책임경  리체계를 세계 수 과 비교하면 

여 히 크게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즉 국내 107개 기업의 사회책임경  

리체계를 세계  기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업종을 막론하고 한국 최고 

수 의 기업들도 로벌 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한국은 외환 기 이후 기업의 경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기업지배구조에 

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건 한 지배구조가 리인비

1) UN에서 2000년 7월 발족하고 세계 으로 약 3,500개 기업과 단체가 가입하 으며, 우리나라는 

한국 력, 토지공사 등 1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하 다.

2) 이번 분석에서 한국 제조업 가운데 사회책임경  리체계 수 이 가장 높은 기업은 100  만

에 71.8 을 받은 한국 력이었고, 삼성에스디아이(SDI), 포스코, 삼성 자, 하이닉스가 그 뒤를 

따랐다.  융업에서는 기업은행(56.9)이 가장 높은 수를 얻었고, 동부화재, 국민은행, 구은

행, 삼성카드 등 차례 다. 서비스  기타 업종에서는 이티(KT·60.8), 한항공, 웅진코웨이, 

에스 이(SK)텔 콤, 롯데쇼핑 등이 상 권에 올랐다. 이 가운데 어느 기업도 푸치(FTSE)100 

기업의 해당 업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치100 제조업 평균은 72 , 융업

은 64.8 , 서비스  기타 업종은 62.6 이었다(한겨 신문 200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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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감소시키고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 인 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이해 계자의 리인비용을 감소시키기 한 방안으로 이사회내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한 사외이사제도와 이사회결정을 감시하는 감사 원회제도를 유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건 한 지배구조의 확립은 기업의 경 환경 험을 감소시키

고 지속가능한 발 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 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지배구조와 CSR성과의 계에는 심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요한 것은 지배구조가 CSR 략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

으로는 기업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다. 이와 련하여 이 연구는 

국내 기업에 한 기업지배구조와 CSR성과가 체계 인 계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국내 연구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CSR성과의 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연구결과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과 CSR성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

원회도입과 CSR성과는 정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나은 CSR성과를 나타나고 궁극 으로 기업가

치를 높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양호한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CSR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 

실증 인 증거는 기업실무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직 으로는 본 연구

의 결과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으로 기업의 CSR성과를 제고시키는 략  수

단이 될 수 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한국기업이 CSR

활동에 의 서는  한국기걸음마R활동에 있는 만큼 많은 경 자들에게 CSR에 

한 새로운무에식을 가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CSR활동에 한 이론  배

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도출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 연구설계와 연

구방법, 측정변수, 표본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Ⅳ장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후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먼  신고 주의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의 시각은 기업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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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기업에 주어진 역할은 이익을 내는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며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 만큼 다른 

비용을 증가시켜 주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은 단 하나의 책임, 즉 경제  성과만 내면 된다. 한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은 당연히 주주들의 몫이어야 하며 만약 사회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세 을 더 내면 된다고 본다(Friedman, 1970). 

반면, 이해 계자론(stakeholder theory)이나 사회  투자론(social investment 

theory)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고 주의 경제학의 시각이 단기 인 안목을 바

탕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 으로 보면 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결국 사회

체의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기업의 비용 지출이 증 될 수밖에 없다고 주

장한다.(Steiner, 1971). 따라서 기업은 이익만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며 기업의 

행 는 개인의 행 와 마찬가지로 윤리  표 에 맞추어서 평가된다고 주장한

다(Drucker,1984). 이들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  책임은 경제  이윤창출, 법률 

수, 윤리  책임, 자선  책임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Carrol, 1991). 먼 , 경

제  책임은 이익의 극 화를 의미한다. 두 번째, 법  책임이란 사회는 기업이 

법  요구사항이라는 구조 내에서만 경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

에 법과 규제를 수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윤리  책임이란 법으로 

규정화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 하는 윤리  행동과 

활동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선  책임이란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으로 특징 지워지는, 즉 기업에 해서 명백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지만 기업의 개별  단이나 자발  선택에 맡겨져 있는 책임이다(이상민 

2006).

오늘날 기업은 종업원, 고객, 공 자, 지역사회와 같은 수많은 이해 계자들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경 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 계자들은 일반 으로 기업

의 사회  책임을 요구하며 이로 인한 기업과 사회간의 갈등을 흔히 불러일으

킨다. 갈등의 한 형태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산성비와 같은 외부비경제 요인

으로 사 비용을 과하는 사회  비용을 가 지불할 것인가에 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를 들면 개발국가에서 공장을 운 하는 다국  기업에

서 흔히 발생하는 임 , 노동자 착취,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수익성 악화 는 자본비용의 증가

로 인한 험에 직면 할 수 있으며 궁극 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감소 할 수도 

있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다수 있는데 를 들면 Shell사는 북극해에서 오일제거 문제에 착했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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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키스탄과 캄보디아에서 아동노동력 착취문제, 맥도날드는 제품 포장용으

로 합성수지 사용 등의 사건이 있었다.3)

CSR은 환경문제에 있어 사 비용과 사회  비용간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를 들면 BP는 온실가스 배출에 한 기업의 상

한선을 부과하고 배출거래시스템을 도입하 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은 

하게 감소되었으며 약 6억달러의 순이익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 다.4) Heinz는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돌고래를 죽이는 것을 피하기 하여 동태평양에서 서태

평양으로 어장을 옮겼다. 이러한 략을 선택하여 Heinz는 환경론자와 잠재  

갈등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  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

다.5)

한 CSR은 분배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를 

들면 Levi Strauss․Charles Veillon은 Nike가 직면한 임 착취, 미성년 노동고

용 등과 같은 동일한 문제 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Nike와 다르게 Levi 

Strauss사는 합리  임 과 노동환경를 제공하고 Veillon은 고용에 한 엄격한 

표 화를 용함으로써 갈등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6)

요약하면 기업의 사회  책임은 기업이 처한 환경문제, 분배  갈등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하기 해서 필

수 인 기업의 목표가 되었다. 

2.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는 의의 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과이윤에 한 사후  

배분을 구체화하는 복잡한 통치구조 내지 기업의 운 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규

범이나 제도  장치로 정의된다. 반면에 의의 에서는 기업구성원인 주주, 

경 자, 채권자  기타 이해 계자지분의 계간의 리인비용을 방지하고 주

주가치를 증 시키기 한 제도  장치의 하나로 정의되며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배구조가 리인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 인 시스템

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해 계자의 리인비용을 감소시키기 한 방안

3) David P. Baron, Business and Its Environment,4th Edition, Prentice Hall, 2006, chaper 4 

pp.110-119; David P. Baron, op cit, pp. 119-122(Nike); "McDonald's and Environment(A)',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N9-391-108 참조.

4) “Global Climate Change and BP Amoco”,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N9-700-106 참조.

5) “Starkist(A)",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N9-749-128 참조

6) “Charles Veillon, S.A.(A)",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N9-398-011 and for the Levi 

Straus case, David P. Baron, op cit.



50  經營情報硏究 第28券 第4號

으로 이사회내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한 사외이사제도와 이사회결정을 감시하

는 감사 원회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 한 지배구조의 확립은 기업

의 경 환경 험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발 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 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가하게 된다.

2.1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는 형식상 기업 최고의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으로 권

한행사가 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친 이사회와 감사기능을 

정상화 시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즉 소유경 자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여 소유경 자와 소액주주의 상충되는 이해 계를 조정하고 경

의사결정을 승인․평가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의 감시기능, 재무보고과정의 투명성 

확보하는 등 이사회의 역할강화를 목 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증

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의 개정으로 모든 상장기업은 총 등기이사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1998년 회계연도 말 이후 최  정기주주총

회 이 까지는 1명이상을 선임하도록 하 다. 한 1999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

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차가 개시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형 상장법인에 하여 2000년 정기총회까지 사외이사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총 이사수의 1/4이상 1/2미만을 둘 수 있도록 하 다. 2001년부

터 사외이사를 총 등기이사의 1/2과 3인  큰 수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

고 200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지속 인 기업의 경 투명성

을 제고하기 하여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형 상장법인은 총 등기이사의 과

반수와 3인  큰 수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 다.

2.2 감사위원회

감사 원회는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 심으로 구성된 원회로서 소유경 자

와 소액주주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 칭성을 완화하기 하여 도입된 감시

기구이다. 즉 재무제표의 작성  보고 차를 정기 으로 감시하고 회계감사인

의 선임과 해임  기업의 내부통제체제를 감독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상법에 감사 원회제도를 처음 도입

하 으며 상법상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 소 원회로서 3명이상의 이사로 구

성하되 그  3명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감사

원회를 들 수 있도록 하 다. 2000년에 증권거래법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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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 등록법인의 경우 감사 원회를 의무 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2003년 12월에 감사 원회의 문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감사 원회의 문성

을 향상시키기 하여 감사 원  1인 이상을 회계 는 재무 문가로 선임

하도록 하고 있다. 

3. 선행연구

기업지배구조에 한 연구는 주로 기업가치와의 련성에 한 연구를 하

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토빈의 Q의 련성을 검증한 결과 사외이사로 인한 지

배구조가 유의 인 련성이 없다는 연구(Hermalin and Weisbach 1991, 

Bhagat and Black 1997)가 있으며 Callahan 외(2003)는 이사 선임 차에 경

자의 참여여부와 토빈의 Q간 련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grawal and 

Chadha(2005)은 Sarbanes-Oxley Act와 련하여 재무 문가와 독립 인 이사

를 보유하는 이사회와 감사 원회를 가지는 기업은 회계이익의 변경이 낮아져 

기업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lack 외(2003)는 주주권리, 이

사회, 사외이사, 공시제도, 소유권의 일치 등으로 기업지배구조지수를 산출하여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의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 다.

문상 과 박종국(2005)은 사외이사와 감사 원회의 독립성과 문성  활동

성을 가진 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의 이익지속성과 주가배수가 그 지 못한 기

업의 이익지속성과 주가배수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배기수와 박범

진(2007)은 국내기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한 견제와 감시가 높

아져 이익정보의 유용성이 높으나 사외이사의 기업감시 역할이 제 로 수행되

지 못함으로 인해 기 투자가의 기업감시와 통제력이 향력을 받음으로 인해 

이익정보의 유용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 석, 김남곤(2007)은 양호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한정화(2003)는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가 경 효율성

이나 문성의 향상보다는 주주 견제에 이 맞추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

며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소유경 자의 독주를 견제하거나 경 효율성 제고에 

미흡한 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이이사제도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

아 기업의 자발 인 참여보다는 법제화에 의해 강제 으로 추진되면서 각종 부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기 투자자는 주주에 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는 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Hoskisson 외(1994)와 Kochhar and David(1996)는 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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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뛰어난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능력으로 기업의 경 략에 상당한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한 기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의 안  역할을 하고 

수탁책임이 크기 때문에 투자기업에 한 지속 인 감시와 견제역할을 한다. 그

러므로 엄격한 투자자로서 기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할 수 있으며 경

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주와 채권자간의 리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다(Barnea and Rubin 2005). 게다가 Chaganti and Damanpour(1991)는 기 투

자자지분은 기업의 경 방식과 정의 련성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 다. 

Baysinger 외(1990)은 기 투자자지분은 연구개발지출과 양의 련성을 가지며 

CSR과 련이 있는데 이는 기 투자자의 정교한 투자가 기업의 가치를 개선할

수 있고 CSR 략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자본시장에서 큰 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Kang and Stulz(1997)는 외국인투자자가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분

석능력에 우 를 가지고 있어 개인 소액투자자보다 기업경 에 한 감시와 견

제능력이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동순과 순(2004)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보다 정보에 상 으로 우 가 있고 과수익률을 얻는가에 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의 부를 극 화하는 통 인 개념에서 이해 계

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 자의 의사결

정은 투자자로서 채권자와 주주, 종업원, 고객, 기업이 치한 사회와 같은 이해

계자에게 향을 미친다. 기업경 자와 소유경 자와 같은 내부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극 화하기 하여 더 높은 수 의 CSR지출을 개선하는데 심을 가지

고 있으며 이것은 종업원, 공동체, 환경, 사회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다. 즉 

기업은 환경, 사회, 경제  측면의 세 가지를 통제 할 수 있다(Castka 외 공동

연구, 2004).

CSR과 재무성과간의 잠재 인 계에 하여 두 가지의 상반된 이 있다. 

첫 번째 은 경 자의 개인 인 목  는 다른 목 을 하여 기업의 자원

을 남용한 결과에 기인한 일종의 리인비용으로 CSR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리인 비용 에 따르면 CSR은 주주가치 극 화가 목표인 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 자들의 행동이며 궁극 으로 주주가치의 희생을 가져온다

는 부정 인 이다(Pava and Krausz, 1996). 두 번째 은 이해 계자로서 

종업원, 고객, 공 자와 지역공동체와 갈등 계를 가지는 기업은 추가 인 비용

과 증가된 험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계자의 부를 극 화

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에 기 하고 있다. 그러므로 CSR은 기업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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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계자간의 갈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 으로는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wanson, 1999; Paine, 2002). 

4. 가설설정

이와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련된 연구와 CSR성과에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지배구조와 CSR성과의 계에는 심을 기울이

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요한 것은 지배구조가 CSR 략에 향을 미칠 수 있으

며 궁극 으로는 기업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다. 양호한 기업지배구

조는 주주의 부를 극 화하면서 이해 계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 자의 의사결정은 투자자로서 채권자와 주주뿐만 아니라 종

업원, 고객, 공 자 등 기업이 치한 사회  환경과 같은 기업의 이해 계자에

게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업경 자는 기업의 지속 인 성장을 하여 더 

높은 수 의 기업의 사회  책임을 개선하는데 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종업원, 공동체, 환경, 사회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 기업지배구조는 CSR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표본 및 자료의 수집

표본에 포함된 기업은 다음의 기 으로 선택하 다. 첫째, 1998년부터 2005년

까지 8년 동안 KEJI지수 상  200  기업을 선정하 다. 둘째, KIS-VALUE와 

한국상장  TS2000에서 기업지배구조변수와 재무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

으로 선택하 다. 첫 번째 조건은 KEJI지수로 측정된 CSR성과가 양호한 기업

을 선정하기 하여 선정하 다. 연구기간인 1998년도부터 2005까지 8년 동안 

CSR성과가 상  200  기업에 5회 이상 포함된 기업의 수로 총 144개 기업들

을 1차 인 표본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144개 기업은 경제정의지수로 평가한 

CSR성과가 지속 으로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8년  5회 이상

이라는 기 은 CSR성과가 좋은 기업의 기 을 연구자가 주 으로 설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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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144개 기업  재무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14개 기업을 제외

하고 최종 으로 연구에 이용된 표본은 130개 기업이며 총 표본수는 783개이다.

2. 측정변수

2.1 CSR성과

CSR성과 자료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KEJI)에서 측정한 경

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사용하 다. 경제정의연구소는 건 하고 존경받을 만

한 기업을 발굴한다는 목 으로 1991년부터 자체 개발한 경제정의지수를 용하

여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상으로 사회  성과를 평가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KEJI지수는 크게 6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기업 활동의 건 성과 공정성, 

사회 사 기여도, 환경보호만족도, 소비자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 기여

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평가항목에는 가 치가 부여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이 있다. 역별 가 치도 매년 약간씩 수정되고 있다.

2.2 지배구조

2.2.1 국내기관투자자지분율

국내기 투자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과 같이 주식을 량으로 보유

하고 있는 투자 문회사를 말한다. 국내기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한 견제와 감시가 효율 으로 이루어져 (배기수와 박범진 2007) CSR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2.2.2 외국인투자자지분율

최근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자본시장에서 큰 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Kang과 Stulz(1997)는 외국인투자자가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분석

능력에 우 를 가지고 있어 개인 소액투자자보다 기업경 에 한 감시와 견제

능력이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비율은 CSR성과에 향

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2.2.3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비율은 총 등기이사수 비 사외이사수로 측정한다. 이사회내 사외이

사비율이 높을수록 기업보고이익에 한 가치 련성이 높다(문상 과 박종국 

2005)다는 것은 CSR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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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제변수

기업지배구조가 CSR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CSR성과에 

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 부채비

율, 토빈의 Q  산업특성을 통제하고 검증하 다.

2.3.1 기업규모

기업규모를 통제변수에 포함한 이유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모의 경제, 범

의 경제, 그리고 학습능력 등을 바탕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수익창출 능

력이 높을 수 있다. 한 CSR활동에 련된 투자는 일반 으로 기업들이 

소기업에 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 으로 

기업들이 CSR활동에 한 투자능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3.2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과 기업고유의 험에 한 정보를 제공하

기 때문에 재무 버리지라고 부른다. 선행연구에서 재무 버리지는 재무성과 뿐

만 아니라 CSR과 련이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Waddock and Graves(1997)

는 CSR과 재무성과간의 계를 검증하면서 기업의 험을 통제하기 해 부채

비율을 사용하 다.

2.3.2 토빈의 Q

토빈의 Q는 Chung and Pruitt(1994)에서 제안한 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토빈의 Q=(주가총액+단․장기 부채 장부가액)/총자산 장부가치

여기서 주가총액은 우선주와 보통주의 합계액이며, 단기부채와 장기부채는 단

기차입 , 사채, 장기차입 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토빈의 Q는 한 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자산의 시장가치를 체원가(replacement cost)로 나  값을 말하며 기

업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체원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체원가 신 장부가치를 주로 사용한다. CSR성과가 높은 기업

이 기업의 가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토빈의 Q를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2.3.4 산업

일반 으로 기업의 CSR활동은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를 들어 제품

차별화가 주요 경쟁수단인 식음료나 가 제품의 경우 친환경제품에 한 심



56  經營情報硏究 第28券 第4號

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에 민감한 산업이나 해외 생산기지가 

있는 기업들은 이해 계자들과 갈등의 소지가 많은 기업이며 따라서 CSR활동

의 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산업더미는 한국표 산업분류 체계를 바탕

으로 모두 9개 산업으로 분류하 다.

 

3. 실증분석 방법

실증분석 방법은 상 계분석,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 다. 기업의 지

배구조가 CSR성과에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분

석모형을 추정하 다.

 
         

  
여기서,

CSR: Log(KEJI지수)

IVO: 국내기 투자자지분율

FORE: 외국인투자자지분율

OUT:사외이사비율

      AUDIT: 감사 원회를 도입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을 부여

SIZE: Log(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장부가치/자기자본장부가치

      Q: 토빈의 Q

IND: 9개 산업에 한 더미변수

      YEAR: 연도별 더미변수

ε= 잔차항

종속변수는 CSR성과로서 KEJI 지수이며, 독립변수는 국내기 투자자지분율, 외

국인지분율, 사외이사지분율, 감사 원회 도입여부, 통제변수로는 기업규모, 부채비

율, 토빈의 Q, 산업더미를 사용하 다. 회귀식은 8개년 동안 연도별 추정을 하 다.

Ⅳ.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

연구기간동안 연도별 KEJI지수의 CSR성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연도 

별로 KEJI지수의 평균의 분포를 보면 2001년도가 가장 낮은 57.54, 1998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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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평균 표 편차 최소 수 최

1998 66.27 2.838 62.75 65.77 74.30

1999 62.53 2.630 58.40 62.14 71.63

2000 58.94 2.512 54.83 58.51 67.28

2001 57.54 2.750 53.76 57.19 66.99

2002 59.44 3.300 53.84 59.04 68.36

2003 60.62 3.374 55.07 60.07 68.53

2004 62.33 3.510 57.47 62.11 77.48

2005 63.54 2.987 59.82 62.92 74.43

장 높은 66.27로 약 9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각 연도별 기업 

간의 표 편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유 의 하나는 본 연구에 포함

된 표본이 1998년 이후 8개년동안 상  200  기업을 상으로 선정되었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KEJI지수 기술통계

기업지배구조변수와 통제변수에 한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지배구조변수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 수 최

IVO 0.068 0.094 0 0.003 0.740

FORE 0.141 0.182 0 0.055 0.929

 OUT 0.236 0.092 0 0.222 0.714

AUDIT 0.051 0.220 0 0 1

SIZE 10,970 428 180 1,851 505,357

LEV 0.718 0.490 0.061 0.594 3.809

Q 0.653 0.362 0.117 0.570 0.300

  IVO: 국내기 투자자지분율                       FORE: 외국인투자자지분율

  OUT: 사외이사비율                              AUDIT: 감사 원회도입여부(1,0) 

  SIZE; 기업규모, 장부가치 총자산, 단 : (억원) 

  LEV: 부채장부가치/자기자본장부가치              Q: 토빈의 Q 

기업지배구조와 련하여 국내기 투자자비율(IVO)의 평균은 6.8%이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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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74%을 보여주며 외국인투자비율(FORE)의 평균은 14.1%이며 수는 

5.5%이며 최 는 92.9%로 나타났다. 등기임원 비 사외이사비율은 평균이 

23.6%이고 최 값이 71.4%로 나타났다.

감사 원회는 수가 0으로 나타나 감사 원회를 도입한 기업의 체 비율

이 낮으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에 한 기술통계는 기업규모는 평균 

10,970억원으로 큰 기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채비율이 평균 78.8%로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기업이 큰 규모의 기업이며 재무 으로 건 한 기업

들로 구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3>은 8개년 평균값을 이용한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 계와 스피어만 

상 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피어슨 상 계에서 CSR변수는 지배구조변수인 

국내기 투자비율을 제외하고 외국인지분과 감사 원회도입변수는 1%수 에서 

유의한 상 계를 보여주고 사외이사비율은 5%수 에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수는 기업규모와 토빈의 Q가 1%수 에서 유의한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상 계 분석

변수 CSR IVO FORE OUT AUDIT SIZE LEV Q

CSR 1.000 0.041 0.239*** 0.076** 0.213*** 0.195*** 0.032 0.305***

IVO -0.042 1.000 -0.016 -0.082** -0.072** 0.241*** 0.092*** 0.051

FORE 0.211
*** 0.023 1.000 0.165 0.268*** 0.526*** -0.106*** 0.313***

OUT -0.002 -0.124*** 0.073** 1.000 0.406*** 0.365*** 0.020 0.099***

AUDIT 0.189*** -0.126*** 0.223*** 0.255*** 1.000 0.365*** 0.005 0.198***

SIZE 0.104*** 0.191*** 0.513*** 0.181*** 0.280*** 1.000 0.179 0.179***

LEV -0.025 0.131*** -0.182*** -0.003 0.010 0.127*** 1.000 0.001

Q 0.333*** 0.017 0.298*** 0.017 0.179*** 0.114*** 0.091*** 1.000

* p<0.10; **p<0.05; ***p<0.01

* 변수의 정의:

CSR: Log(KEJI지수)                          IVO: 국내기 투자자지분율

FORE: 외국인투자자지분율                      OUT:사외이사비율

AUDIT: 감사 원회를 도입여부(1,0)              SIZE: Log(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장부가치/자기자본장부가치    Q: 토빈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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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인 기업규모와 CSR성과는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이해 계자들의 요구수 이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  책임경 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반 인 통념과 일치한다. CSR성과와 토빈의 

Q는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채비율의 경우 CSR성과

와 유의한 상 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 회귀분석결과

기업의 지배구조가 CSR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에 한 두 변수간

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해서 회귀분석(OLS)을 수행하 다.7) 자료는 8개년 

동안의 표본을 활용하 으며 통제변수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토빈

의 Q 그리고 산업을 통제하기 해서 산업더미(IND)와 연도별 더미(YEAR)를 

사용하 다.8) <표 4>는 추정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검증결과를 지배구조의 각 변수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모형1에서 국내기 투

자자비율은 CSR과 양의 계를 측하 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으로 음의 유

의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oskisson외(1994)와 Kochhar and 

David(1996)는 기 투자자들이 모니터링 능력과 정보수집능력이 뛰어나 기업

략에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하 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 투자

는 CSR성과와 반 의 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국내기 투자자가 CSR성

과를 고려하여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형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모형2

에서 외국인투자자지분율은 CSR성과와 1% 유의수 하에 정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자들은 기업의 CSR성과가 양호한 기업이 기업의 가치를 증

가시킬 것으로 기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모형3에서 등기임원 비 

사외이사비율은 CSR성과와 1%의 유의수 하에 정의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사외이사제도는 소유경 자의 의사결정을 견제하여 소유경 자

와 소액주주의 상충되는 이해 계를 조정하고 경 의사결정을 승인․평가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의 감시기능, 재무보고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이사회의 역

할강화를 목 으로 도입되었는데 하게 사외이사제도가 그 기능을 하고 있

7) 설명변수간에 상 계가 낮고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검토 결과 VIF 계수가 낮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산업더미(IND)와 연도별 더미(YEAR)를 회귀식의 추정에서는 포함시켰으나 편의상 <표 5>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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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에서 감사 원회도입이 CSR성과와 1%의 유의수 하

에 정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CSR과 재무성과간의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독립변수) 상부호 계수(t값) 계수(t값) 계수(t값) 계수(t값) 계수(t값)

편 ?
3.900

(144.4)
***

3.961

(139.3)
***

3.929

(152.4)
***

3.947

(147.51)
***

3.977

(125.73)
***

IVO +
-0.042

(-2.16)
**

-0.023

(-1.18)

FORE +
0.036

(3.29)
***

0.035

(3.13)
***

OUT +
0.050

(2.57)
***

0.037

(1.83)
*

AUDIT +
0.026

(3.33)
***

0.020

(2.49)
**

SIZE +
0.012

(8.62)
***

0.008

(5.81)
***

0.010

(7.08)
***

0.009

(6.86)
***

0.007

(4.25)
***

LEV -
-0.020

(-5.63)
***

-0.017

(-4.67)
***

-0.020

(-5.66)
***

-0.019

(-5.52)
***

-0.018

(-5.00)
***

Q +
0.019

(4.05)
***

0.014

(2.96)
***

0.018

(3.93)
***

0.017

(3.56)
***

0.013

(2.66)
***

F값
48.87

(0.01)

49.58

(0.01)

49.09

(0.01)

49.61

(0.01)

44.27

(0.01)

수정된 R
2 0.5377 0.541 0.5388 0.5415 0.5490

* p<0.10; **p<0.05; ***p<0.01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 변수의 정의:

CSR: Log(KEJI지수)                            IVO: 국내기 투자자지분율

FORE: 외국인투자자지분율                      OUT:사외이사비율

AUDIT: 감사 원회를 도입여부(1,0)              SIZE: Log(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장부가치/자기자본장부가치    Q: 토빈의 Q

IND: 9개 산업에 한 더미변수 (t=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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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감사의 선임과정에서 주주나 소유경 자의 향력 행사로 

인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 에 

하게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통제변수로 이용된 

변수들은 상한 바와 같은 결과를 나타났는데 기업규모와 토빈의 Q는 CSR성

과와 1%의 유의수 에서 정의 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채비율과는 1%의 유의수

에서 부(-)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5는 지배구조변수 4가지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기 투자자비분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배

구조변수들은 유의하게 CSR성과에 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규모, 부채비율, 토빈의 Q, 산업변수, 연도를 통제하고 

기업지배구조변수가 CSR성과에 양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양호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CSR성과를 높임으로써 지속 인 성

장을 가능하게 하는 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의 성과

에 기업의 지배구조와 체계 인 련성을 가지는가에 한 실증 인 분석을 하

다. CSR활동이 기업과 기업의 이해 계자들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잠재 인 

갈등을 경감시키거나 는 방지할 수 있다는 제를 바탕으로 지배구조가 CSR

략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 으로는 기업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의 부를 극 화하면서 이해 계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 자의 의사결정은 투자자(채권자, 주주), 

종업원, 고객, 기업이 치한 사회와 같은 이해 계자에게 향을 미친다. 경

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극 화하기 하여 더 높은 수 의 CSR지출을 개선하는

데 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종업원, 공동체, 환경, 사회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다.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높은 CSR성과를 가진다는 가

설을 설정하고 국내 CSR성과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인 검증을 시도하 다. 이

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CSR성과의 측정치로 한국경제정의연구소(KEJI)

의 지수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5까지 130개 기업을 검증하 다.

연구결과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과 CSR성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

원회도입과 CSR성과는 정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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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나은 CSR성과를 나타나고 궁극 으로 기

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CSR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 실증 인 증거는 기업실무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직 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으로 기업의 

CSR성과를 제고시키는 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한국기업이 CSR활동에 있어서는 여 히 걸음마 수 에 있는 만

큼 많은 경 자들에게 CSR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업지배구조와 CSR성과가 우연 인 계를 가지는가에 한 충분히 검증

되지 못하 다. 를 들면 CSR성과가 양호한 기업이 양호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지배구조와 CSR성과간의 동차방정

식을 이용하여 검증할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CSR성과 자료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 조사한 경제정의지수이다. 이 지수는 15년 이상의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조사된 자료  가장 신뢰할 만한 CSR성과 자료

라는 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이 자료가 리 공시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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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hoi, Heon-Seob*9)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ystematic rel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Based on the argument 

that corporate governance would play the role of mitigating conflicts 

between firms and society, we hypothesized that corporate governance would 

enhance CSR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firms with good governance are 

predicted to have CSR performance than those with bad governance. Thes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130ce rean firms from 1998 to 2005. An index 

published by e rean Economic Justice mance the(KEJm) was used as the 

measureses wSR performance.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firms 

with good governance as measured by f reign investh bad goothshae 

directh bad goirdit committee exhibit better CSR performance .The primary 

purposeses this s t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es the use b' 

satissaction and commitment in pe bn thomedia. For these purposes, we 

developegoi research modehobased on the literaturesreviews es pe bn tho

media, pe ceived risk and interactivity, satissaction, and commitment. This 

study has identified four dimensions in the concept of perceived risk, such 

as privacy risk, social risk, time loss risk, and economic risk, and three 

dimensions in the concept of perceived interactivity, such as active control, 

two-way communication, and responsiveness. 

Key Word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Governance,        

               Foreign Investors, Outside Directors, Audit Committee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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