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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소기업을 상으로 CSR 수행이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경 환경을 둘러싼 사업 

리스크 인지도에 따라 CSR의 수행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분석하 다. 이를 해 먼  소기업이 사업 리스크

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를 기 으로 분석 상 기업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두 집단의 CSR 수행 효과와 

함께 두 집단 간 CSR의 수행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잠재평균 비교를 통해 별해 보았다. 그 결과, 우선 CSR의 

수행은 소기업의 경 성과에 정 으로 작용함이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CSR의 수행 효과는 사업 리스크의 인지

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리스크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상 으로 더 크게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리스크, 사회  책임, 략, 력, 소기업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SR activities on SM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risk 
perception of business environment. We first classify the analysis target SEM’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perception, and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SR activities 
through latent mean analysis. Findings revealed that at First, CSR activitie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performance. Also, risk perceptions motives affect positively on CSR 
activities, the high risk perceptions group was noted to be strongly the effect of CSR activities.

Key Words : Risk, CSR, Strategy, Cooperation, SME 

1. 서론

세계 으로 성장 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기업 

경 과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 더해 사회 으로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

체계 그리고 정직한 기업문화 조성을 요구하는 기류가 

더욱 짙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존립 이유가 이윤창출에 앞서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수행을 우선순 로 인식하는 풍토가  굳어

지는 추세도 짙어지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에게 리 알려진 기업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직종 는 기업 규모 등과는 상 없이 모든 기업으로 확

장되고 있다는 에서 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간의 CSR 련 논의를 보면, CSR이 기업이 

정령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요 경 과제이냐에 

해서는 다툼이 있어 왔다. CSR에 한 부정  견해를 밝

힌 Friedman의 주장만 보더라도 CSR이 주주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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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할 뿐 기업의 존립목 이  아님을 강조하 고

[1], Bakan도 CSR에 해 회의  견해가 완고했다[2].

반면, Margolis와 Walsh는 2002년까지 30년간 발표된 

CSR 수행과 그 효과에 련한 연구를 솎아내 메타분석

을 통해 CSR 수행이 기업에게 수익 으로 정  효과

를 가져다 을 보이면서 CSR의 효용성을 주장하 고[3], 

Montgomery and Ramus도 CSR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

이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함을 주창하는 등 CSR의 무용론

에 한 반  논거가 상당히 제시되어 온 터다[4,5]. 그리

고 이후에도 많은 연구에서 CSR의 요성과 기업경 에 

미치는 정  효과를 입증해 왔고, 이로써 CSR에 무가

치론의 논거는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 이다.

이처럼 그간의 연구와 논의는 개 CSR이 기업의 재

무성과라든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종국 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논거에 을 맞

추고 있고, 이에 해 특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면으로는 과연 그것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

하게 용 가능한 것인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

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CSR 수행의 효과를 다룬 선

행 연구들이 모든 기업을 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로 

특정 기업군을 상으로 한 것인 데다 개별 기업의 특성

들을 온 히 다 반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데 따른다. 더욱이  기업을 둘러싼 제 환경이 불투명

해지고 사업 리스크가 계속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까지를 

참작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기업이 아닌 소기업은 기업 환경변화에 상

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통상 으로 시장의 불확

실성과 각종 경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

에 과연 한정 인 사내 재원을 CSR 수행 재원으로 용

할 경우 체 기업경  측면에서 비용 비 효과가 최

화될 것인가는 선명하지 않다.

이러한 에서 이 연구는 CSR 수행 효과를 좀 더 세

해 조망하기 해 CSR 효과 검증에 있어  하나의 고

려요인으로써 사업 리스크에 한 인지 정도를 첨가해 

사후 CSR의 수행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소기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첫째, 소기업에게도 CSR 수행이 경 성

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고, 둘째 소기업의 사업 리

스크 인지도 차이가 CSR 이행과 그 효과에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 향후 소기업의 CSR 수행의 목 과 효과

를 좀 더 명확히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2. 분석방법

2.1 분석방법

술한 바 로, 이 연구는 조사 상인 소기업의 

사업 리스크 인지도에 따라 CSR 수행과 사후 CSR의 

수행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을 맞

췄다. 아울러 소기업의 CSR 수행이 경 성과로 이

어지는 경로를 별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먼  국

내 소기업을 상으로 사업 리스크에 한 인지도를 

7  리커드 척도로 설계된 설문 문항을 통해 살피고, 

그 결과를 토 로 설문에 응한 기업을 리스크 인지도

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했다.

효율  기업은 무엇보다 경쟁기업과 고객 등이 

발하는 불확실성에 잘 응해야 한다[6]. 이러한 불확

실성은 리스크로, 이를 기업이 사 에 어떻게 잘 인지

하고 유연하게 처하느냐가 기업이 지속가능성장을 

할 수 있는 발 이 된다. 따라서 리스크 인지는 기업

의 성패를 가늠하는 인자이자 비용이 지출되는 어떠한 

사업의 수행 여부와 사후 사업 성과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소기업의 리스크 인지도는 CSR 

수행에도 향을 미칠 것인바, 여기서는 선행연구에 

기 해 소기업의 경 환경을 둘러싼 사업 리스크의 

변화 속도, 리스크 응 자원, 경쟁기업의 행동 변화, 

시장 환경 변화 등에 한 인지도를 조사하 다[7-9].

그리고 CSR 수행의 측정변수로는 기업 내부 소통

력 그리고 략차별화  사외 이해 계자와의 력 

역량으로 선정하 다. 이는 CSR 수행은 다른 사업보

다 불요불 한 사안으로, 사내에서 얼마나 진취 이고 

 향 으로 CSR을 바라보고 있고,  CSR을 수행

할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지에 귀결된다는 에 근거한

다. 이와 함께 CSR의 수행에 한 측정은 고객, 기업

구성원, 지역에 한 CSR 활동 여부로 설문 문항을 

구성했고, CSR 수행 효과로는 선행연구를 토 로 기

업의 재무성과지표와 비재무성과지표로 나눠 CSR 수

행 후 매출액과 사업수익이 늘었는지 그리고 고객 등 

이해 계자의 만족도 등이 높아졌는지 등으로 측정 문

항을 설계하 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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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기본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그리고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의 정성과 리스크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연구모형의 동일

성을 검증하 다.

Fig. 1. The Conceptual Model of Analysis

2.2 연구모형의 적정성 검증

먼  설문 응답의 일 성을 설문 문항의 기술통계

치와 Cronback’s α 값을 통해 살폈다. 우선 설문 문항

의 기술통계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보았는데, 그 

결과, Table 1에 제시되었듯 모두 정규분포 조건을 따

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Measured
Variables

Mean Std. Dev Skewness Kurtosis

Communication 1 4.34 .990 .005 .048

Communication 2 3.99 1.463 .031 -.531

Communication 3 4.15 1.592 -.091 -.577

Communication 4 4.25 1.254 .020 -.337

Strategy 1 4.31 1.288 -.258 .154

Strategy 2 4.33 1.328 -.522 .059

Strategy 3 3.86 1.363 -.425 -.108

Strategy 4 3.97 1.522 -.101 .052

Strategy 5 4.09 1.589 .031 -.072

Cooperation 1 4.42 1.438 -.282 .187

Cooperation 2 4.27 1.600 -.220 -.021

Cooperation 3 4.42 1.409 -.247 .094

CSR 1 4.25 1.351 -.219 .126

CSR 2 4.75 .997 -.114 .046

CSR 3 3.78 2.122 -.123 -.556

CSR 4 4.13 1.858 -.101 -.200

Financial 
Performance 1

4.21 1.807 -.004 -.323

Financial 
Performance 2

4.12 1.821 .042 -.278

Non-financial 
Performance 1

4.46 1.373 -.099 .130

Non-financial 
Performance 2

4.52 1.205 .181 .163

Non-financial 
Performance 3

3.85 1.729 -.040 .077

이어 Cronback’s α 값을 통해 설문 문항의 내 일

성을 살핀 결과, Table 2와 같이 체 으로 0.7 이

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응답의 편 성과 내

일 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되었다.

Table 2. Cronback’s α

Measured
Variables

′ 
Scale if item 
deleted

′ 
Communication 1

0.844

0.802

Communication 2 0.784

Communication 3 0.769

Communication 4 0.848

Strategy 1

0.865

0.841

Strategy 2 0.837

Strategy 3 0.833

Strategy 4 0.836

Strategy 5 0.838

Cooperation 1

0.839

0.754

Cooperation 2 0.728

Cooperation 3 0.837

CSR 1

0.783

0.721

CSR 2 0.773

CSR 3 0.707

CSR 4 0.710

Financial Performance 1
0.860

-

Financial Performance 2 -

Non-financial Performance 1

0.765

0.649

Non-financial Performance 2 0.688

Non-financial Performance 3 0.719

한편,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해 Varimax 방법을 용한 탐색  요인분석과 확

인  요인 분석을 추가 시행하 다. 그 결과, 먼  탐

색  요인분석에서는 3요인 이후 요인이 늘어날수록 

RMSEA 값의 변화 수치 변화가 미미했다. 그리고 3요

인 추출 시 KMO 값은 0.913이었고,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값도 유의수  0.000에서 기각되어 변수 선

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소통, 략차별화 그리고 이해 계자 력 

등 3개의 잠재변수와 CSR 수행과 CSR 효과가 연결한 

다층요인모형의 (426, N=485)=847.106 p<0.00 고, 

CFI=0.938, IFI=0.938, TLI=0.926, RMSEA=0.045 등 모

형의 합도도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2.3 그룹 간 모형의 동일성 검증

이 연구에서는 리스크 인지도에 따라 분류한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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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ath
Regression 
weights

1),2)

High

Communication → CSR 0.454(0.637)
***

Strategy → CSR 0.198(0.159)
*

Cooperation → CSR 0.336(0.254)
***

CSR →
Financial 
Performance

0.492(0.661)
***

CSR →
Non-financial 
Performance

0.922(1.131)
***

Low

Communication → CSR 0.149(0.170)
*

Strategy → CSR 0.640(0.524)
***

Cooperation → CSR 0.280(0.267)
***

CSR →
Financial 
Performance

0.409(0.557)
***

CSR →
Non-financial 
Performance

0.779(0.956)
***

단 간 분석모형의 동일성 검증으로 형태동일성, 측정

동일성 그리고 편동일성 순으로 살폈다. 각각 모형

의 합도 검증치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이를 하나

씩 보면, 우선 기 모형인 Model Ⅰ의 합성 수치가 

모두 우수해 형태동일성이 충족되었음을 보 다.

그리고 측정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수의 요인 재치

가 서로 같다는 가정 하에 설계한 측정모형 Model Ⅱ

와 기 모형인 Model Ⅰ간   값 차이로 살펴본바, 

이 역시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편동일성은 편모

형인 Model Ⅲ과 측정모형인 Model Ⅱ간 합도 변화

가 거의 없게 나타나, 이 한 충족됨을 보 다.

Table 3. Model fit index

Model   CFI IFI TLI RMSEA

Ⅰ 652.55 352 0.949 0.949 0.939 0.042

Ⅱ 679.67 367 0.947 0.947 0.939 0.042

Ⅲ 720.24 388 0.943 0.944 0.939 0.042

Ⅳ 729.27 391 0.942 0.943 0.938 0.042

한편, 여기서는 리스크 인지도에 따른 CSR 수행 효

과의 차이를 잠재평균을 통해 분석하는바, 요인분산동

일성 여부를 추가 검증하 다. 그 결과, 편모형 

Model Ⅲ과 요인분석모형인 Model Ⅳ 간 합도 변화

가 거의 없어 요인분산동일성이 충족됨을 보 다.

3. 분석결과

Table 4와 Table 5는 각 잠재요인이 CSR 수행과 

사후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조

모형을 통해 살핀 결과이다.

Table 4. SEM Results Summary

Note: 1)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 ) regression weights.
     2) *, **, *** means significance at 0.1, 0.05, 0.001 respectively.

Table 5. SEM Invariance Constraints Results Summary

Group Path
Regression 
weights

1),2)

High

Communication → CSR 0.448(0.522)***

Strategy → CSR 0.213(0.167)
**

Cooperation → CSR 0.332(0.279)
***

CSR →
Financial 
Performance

0.544(0.774)***

CSR →
Non-financial 
Performance

0.933(1.119)
***

Low

Communication → CSR 0.141(0.172)
*

Strategy → CSR 0.646(0.530)***

Cooperation → CSR 0.284(0.250)
***

CSR →
Financial 
Performance

0.391(0.513)
***

CSR →
Non-financial 
Performance

0.762(0.901)***

Note: 1)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 ) regression weights.
     2) *, **, *** means significance at 0.1, 0.05, 0.001 respectively.

분석결과, 먼  조직 내 소통력은 기업이 사회가 요

구하는 책임을 보다 능동 이고 극 으로 수행하도

록 하는 데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통의 경로계수는 다른 역량보다 CSR 

수행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사업 리스크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소통

력의 경로계수 0.454 (비표 화계수 0.637 p<0.001)으

로, 리스크 인지도가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 0.149 (비

표 화계수 0.170 p<0.001)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한, 기업의 략차별화 역량도 앞의 조직 내 소통

력에 비해 비록 상 으로 경로계수의 크기는 작았으

나, CSR 수행력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요인과 

비교해 특이한 은 략차별력이 CSR에 미치는 향

은 리스크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에서 

경로계수의 크기도 컸고, 통계  유의수 도 높게 나

타났다는 이다. 즉, 리스크 인지도 낮은 그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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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수가 0.640 (비표 화계수 0.524 p<0.001)으로 

나타났고, 리스크 인지도가 높은 집단은 이 보다 낮은 

0.198 (비표 화계수 0.159 p<0.1)을 보 다. 이는 리스

크 인지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CSR 추진 동기나 CSR 

수행 결정이 여느 요인보다 타사와의 략차별화라는 

에 더 비 을 두고 결정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

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경로계수에 동

일성 제약을 가한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 다.

그리고 이해 계자와의 력도 CSR 수행에 매우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해 계자와

의 력이 CSR로 연결되는 경로계수는 리스크 인지도

가 높은 집단 0.336 (비표 화계수 0.254 p<0.001), 낮

은 집단 0.280 (비표 화계수 0.267 p<0.001)로, 리스크 

인지도가 높은 집단의 경로계수가 상 으로 컸다.

이어 조직 내 소통과 략차별 그리고 이해 계자

와의 력에 따른 CSR 수행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비

재무성과로 이어지는지를 보면, 리스크 인지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두 집단 모두 통계 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 에서 CSR 수행이 기업의 재무  비재무성과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일 되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CSR 수행이 기업에게 재무 으

로나 비재무 으로 양의 효과를 불러옴을 보여 다. 

다만, Table 4와 Table 5에서 볼 수 있듯 CSR 수행

효과의 경로계수는 리스크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리스

크 인지도가 낮은 집단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CSR 수행이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이어지는 경

로계수는 두 집단 모두 재무성과보다 비재무성과가 크

게 나타났다. 이는 CSR이 궁극 으로 기업의 어떠한 

이익을 바라보고, 그 이익을 목 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비용이 들더라도 사회를 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써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단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보면 CSR이 재무성과에도 분명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수 에서 정 으로 작용함

을 보이고 있다는 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따

라서 CSR의 수행 목 을 어떠한 재무  성과를 얻기 

한 것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도 

CSR을 잘 수행하면 기업으로서는 재무성과를 창출하

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될 

사안이라 하겠다. 이는 그간 연구에서 CSR의 수행이 

기업의 이미지와 사회  신뢰도를 높여 궁극 으로 

CSR을 잘 수행한 기업의 제품을 이 구매할 동기

를 일으키고[12,13], 나아가 주변 사람에게 그 기업을 

소개하고 상품을 추천해 구매 유인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와 연결되는 목이라 해석된다[14-16]. 

한편, 이 연구의  분석사안인 리스크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 유무는 앞

에서 살펴본 바 로 각 잠재변수 사이에서 경로계수의 

차이가 났음을 보았다. 이에 추가로 3개의 잠재변수가 

CSR의 수행과 그 수행성과로 이어지는 경로와 각각의 

향력이 집단 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잠재평

균(Latent mean) 비교를 통해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먼  리스크 인지도가 낮은 집단의 잠

재평균을 0으로 하고 리스크 인지도 높은 집단의 잠재

평균을 측정한 후 Cohen's d 값으로 두 집단 간의 차

이 유무를 분석하 다. 이때 Cohen's d 값은 두 집단

의 잠재평균 차이를 공통 표 편차로 나 어 산출했다.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략차별화와 이해 계자와

의 력의 잠재평균 값이 통계 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 이들 두 역량의 Cohen's d 값도 각각 

0.201과 0.303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작지 않음을 보 다. 

이는 기업이 리스크 인지 정도에 따라 CSR 수행에 차

이가 나고, 각 역량이 CSR 수행에 연결되는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달라짐을 뜻한다 하겠다.

Table 6. Latent Mean and Cohen's d 1), 2)

Latent Mean 
Gap

Variance Cohen's d

Communication    0.056 0.513 0.109

Strategy 0.228
**

1.131 0.201 

Cooperation 0.298*** 0.981 0.303 

Note: 1) 
**
, 
***
 means significance at 0.05, 0.001 respectively.

     2) a means effect size. Cohen defined effect size as "small, d〈 
0.2, medium, d〈 0.5 and large, d 〉0.8".

4. 결론

기업은 직 으로는 고객과 력업체 그리고 투자

자와 지역사회 등 많은 이해 계자와 얽  있다. 그리

고 CSR은 이러한 다양한 이해 계자의 요구이고, 이

들과의 력이 결국 CSR의 수행으로 연결되고,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의 신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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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기업을 둘러싼 내외 경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불요불 한 비용을 이고, 최

의 사업추진이 긴요하지만 그 다고 기업이 행할 책임

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CSR이 바로 그 다.

이번 연구결과, CSR 수행은 비재무  성과뿐 아니

라 재무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기업

에게 CSR은 단지 사회의 요구에 의해 피동 으로 행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재무성과 향상을 한 략  차

원에서도 CSR을 바라보고 수행할 사안임을 시사한다.

한, 사업 환경이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확 될수록 

빠른 리스크 인지를 통한 사  응책 마련이 기업생

존을 한  요건이다. 이러한 에서 리스크 인지

는 기업에게 매우 요함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고, 특

히 이 연구에 보 듯 리스크 인지도가 낮은 집단보다 

리스크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CSR의 수행 효과가 

상 으로 더 크게 발휘됨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 상인 두 집단 간 CSR 수행 

효과에 한 각 경로계수를 좀 더 정 하게 비교할 필

요한바, 이는 추후 연구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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