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세계 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차 사회가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기업의 사회 인 역할

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

경은 복잡해지고 이해 계들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사

회 책임을 략 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증 되고있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미국의 환경단체인 세리

즈(CERES : Coal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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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CSR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CSR활동과 경 성과 사이의 향 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SRI지수에 편입한 기업을 CSR활동 기업으로 악하고, SRI지수 편입공시에 따라 기업의 경 성과(재무 성과,

기업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 다. 분석결과, 기업의 SRI지수 편입공시는 기업가치(Tobin’s Q)에 유의

한 양(+)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무 성과(ROA)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기업의 경 자

이해 계자들에게 CSR활동을 비용보다는 투자로서 인식될 근거를 제시하 다는 시사 을 제공한다. 향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경 자가 CSR활동에 참여하는 의도에 한 연구가 이루진다면 보다 의미 있을 것이라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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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SR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business performance.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companies that were included in the SRI index 

as CSR activity companies, and analyzed how they affect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according to 

SRI index incorporation disclos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RI index incorporation announceme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orporate value(Tobin's Q) but it has not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ROA). This suggests that CSR activities are offered to companies' managers and stakeholders as a basis 

for investment rather than expense. In the future research, it will be more meaningful if the study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SR activities is conducted based on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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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가 1997년 약하고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세웠다. GRI의 주요한 업무는 지속가능 보

고서에 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발표하고 기업에

게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는 일이다. GRI의 지속

가능 보고서는 기업이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다. 하지만 환경 문

제에 한 세계 인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GRI를 통해

서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에 한 국제 인 평가가 높아

지는 경향이 있다[1,2].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고서를 발

간하는 기업의 숫자는 GRI를 설립한 첫해 10개에서 2009

년에는 1400개로 늘어났다.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가이드라인 수를 해 막 한 자 을 들여 외부 컨설

을 받는 등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가 최 로 2003년에 GRI 가이드라인에 부합하

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 고 같은 해포스코와 삼성

SDI가 그 뒤를 이었고 2014년에는 국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이 105개로 늘어났다. UN의 Global

Compact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에 한 10 기

본원칙을 제시하고 기업의 사회 책임의 진을 목 으

로 하고 있다. 한 국제표 화기구의 ISO26000은 기업

의 사회 책임에 한 국제표 으로서 세계 으로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표

회가 ISO26000 개발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간사기 으로 지정 다. 모호해 질 수 있는

기업의 사회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실제의 경 활

동에 하게반 될수 있도록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기업의 사회 책임은 세계 으로 주류화 되고 있고

국제기구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경 의 규격화 법

제화 하고 있으며 사회 책임투자를 진 으로 증가시

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회 책임을 핵심 인

략으로 내세워갈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

업 투자자의사회 , 환경 책임 등의 비재무 요소

들에 한 심이 차 높아지고 있고, 선진국을 심으

로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차 확 되고 있다. 따라서 향

후에는 사회책임투자 확 에 비하여 기업들이사회

환경과 련된 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등과 련된 정보공개를 활발하게 하도록 유

도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기업의

재무 성과와 기업가치의 창출에 어떠한 향 계를 가

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 은 사

회 책임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해 KRX SRI지수에

편입한 기업을 확인하 고, 여기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해 KOSPI 200 편입기업 에서 편입여부에 따라 기업

의 경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3장에서는 연

구설계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논

의한 후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론적 배경 및 행연

기업의 경 자가 윤리경 을 강화 하더라도 윤리경

의 결과에 한 객 화 되어진 사회보고서가 없으면 기

업내부만의 것으로만 그쳐 큰의미가 없을 수 있다. 경

자에게 기업의 사회 책임을 제고시키는 가장 좋은 방

법 한 가지는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 여부에 따라

자본의 조달 정도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면

기업은 경제 보고서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성과에

한 정보를 기업의 이해 계자들에게 공개하려고 할 것

이며, 이해 계자들은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공개 여부

가 실질 으로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향 계를 가지는

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 책임 활동 여부를 확인하

기 한 방법인 KRX SRI지수에 하여 설명하고, 기업

의 사회 책임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2.1 KRX 사회책 지수

KRX SRI Index(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ndex : 사회책임투자지수)는 국내 상장기업의 사회책임

투자 지속가능경 인식을 제고하기 해 산출된 주

가지수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 발표하는 것으로 표 인 사회 책임 평가지

수로 인정받고 있다. SRI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의 사회책임투자 우수기업 7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2009년 1월 2일을 1,000p로 하여 2009년 9월 14일부

터 산출·발표하 다. SRI는 자본을 컨트롤하고 사회 ·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는 기업을 만들어 가는데

요한 방법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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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적 책 활동

CSR에 한 연구는 정 부정 과 립 인 3가

지의 혼재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만 부분의 연구에서

CSR이 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3].

정론에 한 연구는 도구 이해 계론(instrumental

stakeholder theory)과 여유자원론(slack resources theory)

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CSR

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은 사회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잠재 으로 내재되어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완화 시키

고 그 결과로 사회의 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와 가

치에 향을 미친다고 보며 선순환을 통해 우수한 재무

성과가 바탕이 되는 기업은 높은 양질의 사회 책임

활동을 할것이기 때문이다. CSR이 기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Freeman(1984), Clarkson(1995), Hillman and Keim(2001)는

이해 계자의 측면과 각 특성을 고려하여다차원 기업

의 사회 성과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기업의 로열티를

높이며, 종업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게 되며, 기업의 명성

을 높여 기업의 재무 인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4-6]. 한 Waddock and Graves(1997)는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과 경 성과는 양(+)의 련성이 있으며, 내생

성을 고려한 후에 두 변수의 상호 의존 련성을 도출

하 고, 서로의 상호작용은 선순환을 한다고 보고하 다

[7]. 한 Berman et al.(1999)도 CSR과 재무성과 간의

유의한양(+)의 련성을발견했다[8]. Roman et al.(1999)은

기업의사회 책임활동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

: CSP)와 재무성과 사이의 련성에 한 meta분석을 실

시했고, 52개의 연구 33개는 양(+)의 련성을 14개는

립 련성을 나머지 5개는 음(-)의 련성을 발견했

고, 부분의 연구에서는 정 인 련성을 확인했다

[9]. Swanson(1999)은 CSR은 기업과 이해 계자들과의

갈등을 완화시켜서 궁극 으로 기업가치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10]. 한 Ruf et al.(2001)은 이해 계자들

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KLD 지수를 사용한 분석 결

과에서 기업이 이해 계자의 요구에 부합할수록 재무

성과와 경 성과가 높아짐을 확인하 다[11]. Allouche

and Laroche(2005)은 CSP와 기업의 재무 성과에 한

기존의 연구 82개의 결과로 meta분석을 수행하고, 련

성을 종합정리 했다. 그 결과 기업의사회 성과와 재무

성과는 양(+)의 계를 보고했고, 기업의 사회 성과

가 재무 성과에 향을 미치고, 미국보다는 국에서

주로 나타났고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 기에 비용

을 발생시키지만 궁극 으로는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12]. Lev, Petrovits and Radhakrishnan(2010)

은 CSR은 사회 책임 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을 유인하

게 되는 기업의 경쟁우 로 작용하여 재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13]. 강용수, 정진택

(2009)과 나도성, 임욱빈, 강용수(2011)은 소기업의

CSR경 (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

과 CSR경 (활동)과 재무성과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확인하 다[14,15]. 오상훈, 박 숙(2018)은

CSR활동과 재무성과 간의 계에서 경 신의 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 CSR활동은 경 신에 정 향을

미치며, 재무성과와 경 신도 정 인 향을 나타내

어 경 신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16].

다음으로는 CSR활동이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다. 기업의 사회 책임 활

동이 기업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Pava and Krausz(1996)는 CSR을

리인 비용으로 보는 에서 주주가치의 극 화가 목표

인 CSR활동을 함으로써 궁극 으로 주주가치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하 다[17]. Aupperle, Carroll, and

Hatfield(1985)는 경 자가 CSR활동을 사 인 이익을 추

구하는데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데 악용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잉투자를 불러오거나 경 자와

주주사이의 립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 서로 립되

는 이해 계자들을 만족시키기 한 기업의 노력은 비효

율 이며 불필요한 비용을 수반할 뿐이라고 주장하 다

[18]. Goldreyer and Diltz(1999)는 CSR은 비효율 비용

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

하여 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 다[19]. Brammer, Brooks and Pavelin(2006), Lee,

Faff and Langfield Smith(2009)는 CSR을 달성을 해서

는 추가 원가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우

선시 하는 사업 투자 략보다 사회 책임을 고려한 투

자하기 때문에 궁극 으로는 경제 인 성과가 감소될 것

이라고 주장하 다[20,21].

마지막으로 CSR활동이 기업에 무 하거나 립 일

것이라는 이다. CSR활동이 기업에 무 하거나 립

이라는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Teoh,

Welch and Wazzan(1999)는 1985년 3월부터 1986년 10월

까지 CSR과 련된 공시와 재무성과 간의 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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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유의한 계를발견하지못하 다[22]. McWilliam

and Siegel(2000)은 524개 기업을 상으로 하여 회계

성과 측정치인 KLD 성과 순 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으나 정(+) 는 부(-)의 계가 아닌 립

인 계가 나타났다[23]. 한 같은 결과로 Jones and

Wicks(1999)는 CSR은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이는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비용과 상쇄되므로

둘 간의 계는 립 이라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24].

Margolis, Elfenbein, and Walsh(2007)은 기존의 CSR과

련된 실증분석 선행연구를 종합 으로 분석한결과 기

업의 사회 책임 지출과 재무 성과와 양(+)의 상

계가 발견된 연구에서도 어느 쪽의인과 계가 우세하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 다[25].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CSR과 경 성과 간에는 부분

은 정 향 계를 보 지만 부정 과 립 인 혼

재된 연구결과들도 다수 존재하여 일치된결론을 도출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 가 정 

Waddock and Graves(1997) 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CSR활동과 재무 성과 기업가치의 련성을 분석

하 고, 정 부정 혹은 립의 련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SR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

이해 계자와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등의 순기능을 한다

는 정 측면과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부정 측면 그리고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이

서로 상쇄되거나 련성이 없다는 립 측면으로 구분

되어져 왔다. 따라서 혼재된 연구결과들에 한 보다 명

확한 련성을 제시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CSR활동

의 측정을 선행연구들과 달리 SRI를 활용하여 CSR활동

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SRI지수편입기업을CSR활동 기업으로 보고, 연

구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해 KOSPI 200기업 에서

편입기업과 미편입기업을 구분하 다. 다음으로 회귀분

석을 통해 기업의 CSR활동은 기업의 재무 성과와 기

업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 다. 단, 선행연구에서 정 부정 과 립

의 혼재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연구가설의 방향을 설

정하지 않고 향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7].

H1. 사회책임투자지수(SRI) 편입공시는 기업의 재무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회책임투자지수(SRI) 편입공시는 기업의 기업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 계

3.1 연 모형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

구모형을 설정하 다. 먼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기업

을 CSR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본다. 표본기간을 사

회책임투자지수 최 공시년도인 2009년도에서 2015년

도까지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편입된 기업과 기업의 재무

성과 기업가치와 CSR활동의 련성을 검증하기

해 실증식은 식1와 식2 이다.

            

         식

  업이익/총자산

 SRI지수 편입기업은 1, 아니면 0

  Ln총자산

  부채비율=부채장부가치/자기자본 장부가치

 Big4와 제휴회계법인이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산업 더미변수

 연도 더미변수

 잔차항

          

 Ln        

     식

  Tobin’s Q

 SRI지수 편입기업은 1, 아니면 0

  매출액성장률=(당기매출액- 기매출액)/ 기매출액

  업 험 = (매출채권 +재고자산)/총자산

Ln  Ln 고선 비

  Ln총자산

  부채비율(=총부채/총자기자본)

 산업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

 잔차항

가설1에서 기업의 SRI 지수편입이기업의재무 성

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해 각 기업

ROA(Return On Assets)을 통해 재무 성과 차이를

단한다. ROA는 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 어서측정하

다. 분자에 당기순이익 신에 업이익을 사용한 것

은 당기순이익을 사용하 을 때 기업의 업과 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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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손익요소가 반 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가능 하다는 장 이 있다.

가설2에서 기업의 SRI 지수 편입이 기업가치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해 각 기업 Tobin’s Q를

통해 기업가치 차이를 단한다. 시장가치의 성과지표인

Tobin's Q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치를 체비

용으로 나 어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산의

체비용을 측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따르기 때

문에Chung and Pruitt(1994)가 제안한바와 같이장부가

치 비 시장가치의 비율을 활용하여 다음의 식3과 같이

산출하 다[26].

Tobin’s Q = {(보통주주식수 × 보통주 연말종가) + (우선주

주식수 × 우선주 연말종가) + 부채의 장부가액} ÷ 자산의

장부가치····································································· (식3)

Tobin's Q는주주의 몫을 반 하며, 감가상각등의 회

계 조작가능성이 없고 기업 간의 비교가 용이하며 미

래의 수익을 잘 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부채비율, 산업, 연

도 등을 모형에 포함한다. 이 에서도 특히 기업규모는

기업의 사회 ·재무 성과에 깊은 련성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기업규모는 경제 성과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고 규모가 큰 기업은 내·외부로부터 사회 책

임에 한 기 와 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식 인 사

회 책임 로그램을 운 하고 기업 사회 기 에 따르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는 종업원의 참여수

과 윤리 인 환경정책의 수행에 향을 미치고[27], 기

업은 보통 사회 책임이나 이미지에 많은 심을 집

한다[28]. 본 연구는 기업규모의 리변수로써 여러선행

연구에서 이용한 총자산을 활용한다[7,30,31].

기업 험을 반 하는 통제변수로 총부채를 자본으로

나 부채비율을 사용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부채비

율을 재무 성과나 사회 책임의 요한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연도요인과 산업요인 통제를 해 산업

연도 더미변수를 사용하 다. 기업의 사회 책임 활

동들은 산업특성에 의해 향을받을 수 있고, 기업의 사

회 성과나 재무 성과는 경제여건 시장상황에 의

해서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도요인도 요한통

제요인이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ean Median Std. Min Max

  1,223 1.283 1.019 0.830 0.350 9.299

  1,223 56.722 49.323 61.954 -348.857 360.655

 1,223 0.298 0.000 0.458 0.000 1.000

 1,223 28.684 28.515 1.516 24.995 33.121

  1,223 149.052 103.030 208.068 3.600 2950.770

 1,223 0.322 0.050 8.359 -0.994 291.705

Ln  1,223 19.964 22.554 7.861 0.000 29.218

  1,223 0.242 0.233 0.122 0.002 0.724

 1,223 0.922 1.000 0.269 0.000 1.000

1) Definition of variables refers to research model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Ln     

  1.000　

  0.503** 1.000　

  0.054 0.032 1.000　

  -0.204** -0.088** 0.591* 1.000　

  -0.079** -0.298** 0.042 0.245** 1.000　

  -0.011 -0.025 -0.017 0.030 0.081** 1.000　

Ln  0.087** 0.162** 0.113** 0.202** 0.017 0.010 1.000　

  0.011 0.165** -0.236** -0.306** -0.119** -0.032 -0.025 1.000　

  -0.042 0.014 0.170** 0.302** 0.065* 0.008 0.067* -0.064* 1.000　

1) *, ** denote the significance at 5%, and 1%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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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서 사용한 표본은 KRX에

서 측정한 기업의 SRI지수 편입기업과 KOSPI200 편입

기업을 사용하 다. 연구표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의 6개년 동안 편입된 기업을 상으로 한다. 한 분석

기간 에 상장폐지나 완 잠식 등으로인한 회계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과 융업 보험업에 속

하는 기업은 분석 상에서 제외시켰다. 분석에 필요한

편입여부자료는 KRX 내부자료를활용하 고, 데이터가

이드(DataGuide)와 TS2000의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에서 추출하여 이용하 다.

구체 인 표본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2015년 SRI, KOSPI200 편입 기업. 둘째, 융업을 제

외한 기업으로서 12월 결산법인. 셋째, DataGuide와

TS2000 재무·주가자료 수록 기업. 넷째, 자본완 잠식

재무자료 입수 불가능 기업 제외 하 다.

분석 각 연도별 KOSPI200 편입 기업 SRI지수에

편입기업과 미편입기업을 구분하 다. 단, SRI지수 편입

기업 KOSPI200에 미편입된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4. 실

4.1 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 에 모형에 사용된 변

수들의 기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1,223

개의 기업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주요변수인 와

는 수와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아 표본분포

에 한 비 칭성이 크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에 큰문제

가 없는것으로 단된다. 다음의Table 2는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SRI지수()

편입공시와 재무 성과() 사이의 유의한 계는

발견하지 못하 지만, 기업가치()와는 10% 수 에

서 유의한 양(+)의 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SRI지

수 편입 공시는 재무 성과보다 기업가치에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4.2 회귀 결과

KOSPI200 기업 SRI지수 편입기업과 미편입기업

을 분석 상 기업으로 설정하 고, SRI지수 편입 여부가

기업의 재무 성과(ROA)와 기업가치(Tobin’s Q)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의 Table 3의 Panel

A와 Panel B는 각각 ROA와 Tobin’s Q를 종속변수로 하

여 검증한 H1과 H2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공시는 편입기업의 재무 성

과(ROA)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의 검증결과, t값

은 –0.240(p=0.810)으로 유의한 향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1을 기각하 고, 이는 SRI지수 편입공

시는 기업의 재무 성과(ROA)에 유의하지는않지만 음

(-)의 값을 나타내어 기업의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재

무 성과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H1의 회귀모형은 F값이 1%수 (p=0.000)에서

11.340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회귀식에 한 R2=0.293으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Panel A> Regression Analysis of ROA
          식

 

Coef. Std. Err. t P>t

Intercept 16.890 31.356 0.539 0.590

  -1.100 4.579 -0.240 0.810

  1.735 1.560 1.112 0.266

  -0.069 0.008 -8.377*** 0.000

  9.607 6.205 1.548 0.122

 Included

 Included

N 1,223

F 11.340***

Adj_R2 0.293

<Panel B> Regression Analysis of Tobin’s Q
      Ln  

    식

 

Coef. Std. Err. t P>t

Intercept 5.916 0.496 11.926*** 0.000

  0.299 0.053 5.662*** 0.000

  -0.163 0.018 -9.029*** 0.000

  0.000 0.000 0.879 0.380

  0.001 0.002 0.269 0.788

Ln  0.012 0.003 4.869*** 0.000

  0.114 0.180 0.630 0.529

 Included

 Included

N 1,223

F 23.186***

Adj_R2 0.481

1) *, **, and *** denote th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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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9.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SRI지수의 편입공시는 기업가치(Tobin’sQ)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H2의 검증결과, t값은 5.662

(p=0.000)로 1% 수 에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즉, SRI지수편입공시는편입기업의기

업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책임투자가 기업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2의 회귀모형은 F값이

1%수 (p=0.000))에서 23.186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회귀

식에 한R2=0.481로 48.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분

석결과를 종합해보자면, SRI지수 편입공시는 기업의 재

무 성과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음(-)

의 방향을 보 고, 기업가치에는 유의한 양(+)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이 경 성과에 미

치는 향에 해 연구하기 해 KRX가 발표하는

KOSPI200 기업과 SRI 기업의 지수편입 여부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책임투자지수 편입기업과 미편입기업을 구

분하 고, 기업의 지수의 편입여부가 재무 성과(ROA)

와 기업가치(Tobin’s Q)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 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RI지수 편입공시는 편입기업의 재무 성과

(ROA)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음(-)의

방향을 보 다. 이는 CSR활동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미미한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어, CSR활동으로 인한 효익과비

용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둘째, SRI지수 편입공시는 편입기업의 기업가치에는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로 CSR활동

은 기업의 이미지제고와 이해 계자들과의 이해를 조정

하는 기능 등의 순기능이 작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투자자들도 기업의 CSR활동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을 유추해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CSR활동이 기업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하 고, 기업의 경 자

이해 계자들에게 CSR활동을 비용보다는 투자로서 인

식될 근거를 제시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CSR활동을 기업경 의 요한 략의 한가지로 내세워

갈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 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

은 CSR활동이 기업 활동의 주된 목표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기업이 CSR활동을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

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 자가 CSR활동

에 참여하는 의도를 연구한다면 보다 구체 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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