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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가 낮아지고, 지식이 보편화되는 등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글로벌 경제 불안, 규제 증가, 신기술에 따른 영업방식이 노출되는 등 금융서비스 기업의 리스
크 관리를 위한 환경이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금융서비스기업의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 및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지속가능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SR의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 운영리스크 및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SR의 법적 책임, 재량적 책임,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기업은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여 경영할 때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며 지속가능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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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like in the past, the environment related to CSR activities of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changed, 
such as lower interest rates, easier access to knowledge and the environment for risk management of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changed, including global economic instability, increased regulations, and 
exposure of new technologies associated with operating method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SR activities and risk management on sustainability and mediating effects of corporate image among 
financial service companies. The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SR’s legal responsibilities, 
management in disaster risk and strategic risks of financial service enterprise have positive effect on 
sustainability, however, the management of CSR’s ethical responsibilities, discretionary responsibilities, 
operational and financial risks have shown to have negative effect Second, CSR’s legal responsibilities, 
discretionary responsibilities and the management of disaster risks act as mediating role between 
corporate image and sustainability. As a result, when financial service enterprises concentrate on 
managing CSR’s Legal responsibilities and disaster risks, it was found that the corporate image 
improves and enhancement of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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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경제의 빠른 변화로 인해 산업 간 생태계 경쟁
과 함께,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1]. 금융서비
스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높은 금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를 
통한 예대마진이 금융서비스 기업의 근본적인 수익 모
델이었으나, 현재는 기준금리가 떨어졌기에 근본적인 
수익창출 모델의 효과가 낮아졌으며, 고객 관점에서는 
보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의 투자처가 
늘어감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경영 관점에서도 변
화가 필요하다[2]. 하지만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급격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금융서비스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을 찾을 때 까지 조금 더 오랜 시간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김시월 등(2016)은 과거 오랜 기간의 외형성장 위주
의 경영전략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소
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적하였으
며, 금융업계 전반에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인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였다[3]. 
최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을 충분히 설명
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의 문제로 개인의 피해가 늘어가
고 있기에, 금융서비스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서비스 기업은 다른 산업 군과는 다르게 
경영 실패로 인한 파장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
른 것이 문제이다. 2001년 미국 엔론(Enron)의 분식회
계로 인해 파산하였으며, 관련 금융서비스 기업은 투자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2014년 모뉴엘 사태의 경우
에도 수출 실적을 과대 계상하여 이에 대한 대출을 금
융서비스 기업으로부터 받아 수천억 원 수준의 피해가 
발행하였다. 2017년에도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단기적
인 성과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가 글로벌 금
융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2018년 삼성증권의 유
령주식 발행의 경우에도 금융서비스 기업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하여 주식 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음
을 토대로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

하여 CSR 활동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이
미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성 간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으나, 금융서비스 기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에 제반 환경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을
지 살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과거에도, 현재도 금융서비스 기업은 다양한 CSR 활
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CSR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환
경이 변화하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은 기준금리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08년의 5% 
이후로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의 기준금리도 2007년의 5% 이후로 계속 0~1%대의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낮아지
며 예대마진이 줄어들어 기존과는 다르게 CSR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감소한 것을 환경 변화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CSR 활동이 다변화하였음을 살
펴볼 수 있다. CSR 활동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임직
원이 연탄을 나르거나, 연봉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단
순하게 유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활동이 많았지만, 최근
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는 등
의 방식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으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새로운 방식의 
CSR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재화만을 
지속적으로 제공 해 주는 것이 진정한 CSR 활동인지 
고객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으며, 결
과적으로 방송통신과 인터넷, IT의 발달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도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지식이 보편
화 되며[2], 고객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CSR 활동의 환경 변화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으며, 과거의 금융서비스 기업에서 수행해왔었던 
CSR 활동과 현재의 CSR 활동은 수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가 아닌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표 1.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 환경 변화 

과거 현재

고금리 저금리

한정적 지식 지식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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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2018)[4]은 2019년의 금융전망 리
스크 요인을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의 금융 불안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같은 ‘거시환경 측면의 리스크 요
인’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한 자산 포
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압력 증가, 금융소비자보호 등 
규제준수에 대한 비용증가 등 ‘규제환경 측면의 리스크 
요인’과 인터넷전문은행/신탁사업자 추가인가 등 ‘경쟁
환경 측면의 리스크 요인’을 꼽았다.

이를 요약해보면 [표 2]와 같이 리스크에 대한 환경
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과거의 금융서비스 기
업에서 수행해왔었던 리스크와 현재의 리스크는 그 측
면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표 2. 금융서비스 기업의 리스크 환경 변화 

과거 현재

글로벌 경제 활황 글로벌 경제 불안

규제 완화 규제 증가

전통적 영업방식 신기술에 따른 영업방식

한편, 금융서비스 기업의 기업 이미지도 마찬가지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다. CSR 활동과 리스
크 관리는 결과적으로 서비스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금융서비스 기업은 
다른 산업 군과는 다르게 각 기업 간의 서비스의 차이
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는 서비스 소비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며, 특히 CSR 환경과 리스크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
에,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
해서도 다시 한 번 연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금융서비스 기업의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
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SR 활동의 수행과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서비스 환경이 급변하는 현대 경제에서의 금융
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 요인과 리스크 관리 요인이 
기업 이미지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자 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밑거름으로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 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CSR 활동
1.1 CSR 활동의 개념 및 유형
CSR 활동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CSR 활동과 관련

된 연구에서 Carroll(1979)이 정의한 이해관계자 관점
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요
인도 Carroll(1979)이 정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인인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ies),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ies),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ies) 및 재량적 책임
(Discretionary responsibilities)을 주로 사용하고 있
다[5].

본 연구에서는 Carroll(1979)의 연구에 나타난 CSR 
활동의 개념과 유형을 적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의 총 4
개 분야로 CSR 활동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1.2 CSR 활동과 기업 이미지 및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CSR 활동이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CSR 활
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 이
미지는 매개변수로서도, 종속변수로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윤환(2012)은 CSR 활동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재량적 책임이 기업 이미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
며, 고객 충성도와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에 매개효과
를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6].

김주헌, 조정(2011)은 외국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시 기업 이미지가 
구매의도를 높인다고 하였고, 구매의도가 높아지면 경
제적인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CSR 활동과 
기업 이미지의 관계에서 기업 이미지가 종속변수 및 매
개변수로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7].

최창용, 김형재(2015)는 대학생이 참여한 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이 기업 이미지, 기업평판, 구매의도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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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는 CSR 활동이 기
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기업평판/구매의도 
등 추후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8].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관점의 CSR 활동과 기
업 이미지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CSR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진행되었지만,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
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으며, 과거에 포괄적인 개념
으로 연구된 경우에는 표1과 같은 금융서비스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
기에,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의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1.3 CSR 활동과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기업의 CSR 활동은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깊은 변수

이다. 일반적으로 CSR 활동의 요인으로 이용하는 
Carroll(1979)[5]의 CSR 활동의 요인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으로 구분되며, 이
에 추가적으로 환경적 책임을 CSR 활동의 요인으로 정
의하는 연구자도 다수 존재한다[9][10].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11][12]. 이처럼 CSR 활동의 환경적, 
경제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은 서로 연관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CSR 활동 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CSR 활동
의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라 CSR 활동과 지속가능성은 연관 관
계가 존재하며, [표 1]과 같은 CSR 활동과 기업 이미지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지속가능성의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리스크 관리
2.1 리스크의 개념 및 유형
일반적으로 리스크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으로, 리스크는 전통적으로 김
인철(2005)이 제시한 유형이 각 유형에 대한 대표성을 

띄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김인철(2005)은 리스크를 전
통적인 관점에서 전략리스크, 규제리스크, 운영리스크, 
재해리스크, 재무리스크로 구분하였다[13].

본 연구는 리스크의 개념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으로 정의하며, 리스크의 
유형을 김인철(2005)의 관점에 따라 전략리스크, 규제
리스크, 운영리스크, 재해리스크, 재무리스크의 5개 분
야로 설정하였다.

2.2 리스크 관리와 기업 이미지 및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정창근, 김태인(2007)은 수출입기업의 리스크 관리
는 기업 가치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하였고[14], 공희경 등(2008)은 정보보안 관련 제품 
도입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평가기준 도
출 연구에서 시스템 무결성 다음으로 기업 이미지의 중
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15].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표2의 관점에 
따라 금융서비스 기업의 변화된 환경에서 리스크 관리
와 기업 이미지 및 지속가능성이 가지는 유의미한 관계
를 파악하고자 한다.

2.3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각 리스크의 유형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선행 연

구를 분석한 결과, 권태정(2013)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
연재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회생능
력을 지닌 지역사회라는 개념의 도입과 위험관리 요소
인 노출과 취약성을 바탕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결
론을 도출하였으며[16], 이대기(2013)는 미소금융의 지
속가능성 및 사회적 역할의 제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
며, 미소금융은 연체율에 대한 관리와 대출 금리의 현
실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
으며[17], 최영목 등(2012)은 보증보험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따른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
으며, 국내 보증보험 기업의 실패 사례는 언더라이팅 
업무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안정적 성장
을 위해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18].

리스크 관리도 CSR 활동과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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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거 다른 산업 군에서는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
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지만, 다른 산업 군에 비해 다
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리스크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융서비스 기업에 한정하여 리
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지 분석하고자 한다.

3. 기업 이미지
3.1 기업 이미지의 개념 및 유형
기업 이미지에 대한 국내연구 중 황혜진(2011)은 항

공사에 대한 연구에서 항공사 기업 이미지의 구성요인
을 기업 경쟁력 요인과 상품 경쟁력 요인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19], 이려정, 김병용(2010)은 항공사의 
문화마케팅에 대한 활동 연구에서 항공사의 기업 이미
지에 대한 요인을 기업과 관련된 이미지와 서비스와 브
랜드 관점의 공익 관련 이미지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20].

결과적으로 기업 이미지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연구
자가 기업 이미지를 측정하는 항목의 유형, 개수의 차
이, 연구 업종과 제품 및 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연구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황혜진(2011)[19]과 이려정, 김병용
(2010)[20]의 연구문헌에 나타난 기업 이미지의 개념
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기
업 이미지란 '소비자가 기업의 서비스, 사회성, 경쟁력
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이며, 본 연구의 기업 이미지 
요인은 ‘기업 이미지’, ‘서비스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기업 경쟁력 이미지’, ‘서비스 경쟁력 이미지’등 총 5개 
분야로 설정하였다.

3.2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살펴

보면,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종속변수가 설정된 연구들
이 존재하였다. 김찬중, 조준희(2013)는 윤리경영과 기
업 이미지와의 관계에서 윤리경영과 조직성과의 관계 
중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에서는 부분매
개효과가 있음을 밝혔으며[21], 곽철우, 허성란(2013)
은 문화마케팅 기업 이미지와 관계지속의도 간의 기업 

이미지의 요인 중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사회적 책임은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으
며, 긍정적 요인으로는 기업 이미지의 모든 요인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22].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가 기업 성과와 관련된 종속변수에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과거
에는 모든 산업 군에서 기업 이미지가 지속가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나타
난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하지만 금융서비스 기업은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환경이 변화하였
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 이
미지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4. 지속가능성
4.1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유형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그동안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양식이 오늘날 발생되는 다양한 국가적 또는 세계적 문
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
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이수열(2015)은 환경 성과의 항목으로 에너지, 
폐기물, 오염물질 발생량 저감을 항목으로 측정하였으
며[23], 이수열, 이준겸(2015)은 지속가능 성과의 측정 
항목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과 관련된 성과가 얼마
나 개선되었는지를 개선 항목을 제시하였다[24]. 두 번
째 유형으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이
수열과 이준겸(2015)은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의 
측정 항목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종업원 안전과 인권,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 항목을 제시하였으며[24], 우무
진 등(2014)은 사회적 책임의 항목으로 재무정보공개, 
이해관계자 만족도, 윤리경영 실천여부를 제시하였다
[25]. 세 번째 유형으로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박승욱 외(2013)는 동반성장 의지에 따른 기업성
과로서 경제적 성과를 제시하였으며[26], 우무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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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은 경제적 수익 항목으로 3년 간 영업이익과 지
속적 매출성장을 제시하였다[25].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의 요인을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총 3개 분야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2장의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에 대한 활동과 리스크 관리가 
기업 이미지 및 지속가능성이 가지는 영향관계를 파악
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다른 산업 군과는 다르게 현재 금융서비스 기업의 생
존을 위협하고 있는 경제위기, 규제강화 등의 상황에서 
다양한 CSR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금융서비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CSR의 경제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CSR의 법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
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CSR의 윤리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CSR의 재량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금융서비스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감독기

관으로부터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
황에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
능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5. 규제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
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운영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
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
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
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
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CSR 활동을 강화하거나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
여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10. CSR의 경제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
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
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H11. CSR의 법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H12. CSR의 윤리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
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
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H13. CSR의 재량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
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
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H14. 규제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H15. 운영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H16.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가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409

H17.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H18.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의 구성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선행연구

에서 채택되었던 개념적인 구성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
록 수정하였으며, CSR 활동, 리스크 관리, 기업 이미지, 
지속가능성의 각 변수 의 조작적 정의는 [표 3]에 제시
하였다.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항목
을 추출하여, CSR 활동, 리스크 관리, 기업 이미지, 지
속가능성에 대하여 총 30개의 설문항목을 도출하였으
며, 상세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리스크 관

리가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9년 8월에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문
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

변수 설문항목 선행연구

경제적 책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최병춘(2018)[27], 
강소영(2015)[28], 

황애경 등(2015)[29]

고객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갖춤
이윤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 이바지

법적 책임
서비스가 법적 기준을  준수

직원들의 복지추구와  고용관련법의 준수
조직 관리자들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의 이행

윤리적 책임
전반적인 윤리강령 지침  수립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음
투명경영(예; 부패, 비리  척결 등) 수행

재량적 책임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을 지원

직원의 지역사회 지원  자원봉사 장려
일부 판매대금 기부, 일부  이윤 사회 환원

전략리스크 경제/재정여건 악화, 거시경제변수 변화 등 리스크

이동훈, 이동명(2017)[30],
안병호 등(2013)[31],

남궁진, 이상호(2013)[32],
심상렬(2011)[33]

신기술/표준 적용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시장 리스크

규제리스크 정부의 정책 및 기준 변화로 인한 리스크
전쟁, 테러, 여론, 부패, 정권교체 등의  리스크

운영리스크 경영진의 회사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
직원들의 부주의, 무지, 고의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재해리스크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 리스크
해커, 스파이 등 범죄 노출로 발생하는 해킹 리스크

재무리스크 인건비, 재료비, 간접비 상승 등 운영비용 상승 리스크
사업비계획검토유무, 중복투자 등 자금관리체계 리스크

기업 이미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황혜진(2011)[17],
이려정, 김병용(2010)[18]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기업이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여 형성된 이미지

기업의 사회적 지명도, 역사, 경영자의 능력, 기업정신 등의 이미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정성, 정확성, 신속성, 요금, 판매망 등의 이미지

지속가능성
적정수준의 자원이용 및 자연자원의 보호와 활동을 포함하고 폐기물 배출 감소 이수열(2015)[21],

이수열, 이준겸(2015)[22],
우무진 등(2014)[23],
박승욱 등(2013)[24]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제도적인 능력의 향상으로서 사회 커뮤니티, 지원, 자선 활동 등
기업 활동을 통한 가치창조와 재화·서비스 생산의 지속성

표 4. 설문의 구성 

변수 조작적정의 선행연구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Carroll(1979)[5]

리스크 관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활동

김인철(2005)[13]

기업 이미지
소비자가 기업의 서비스, 
사회성, 경쟁력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

황혜진(2011)[19]
이려정, 김병용(2010)[20]

지속가능성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의 달성

이수열(2015)[23]
이수열, 김준겸(2015)[24]

우무진(2014)[25]
박승욱 외(2013)[26]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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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은 조사자가 직접 응답
자를 만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가기입법으로 실시
되었으며, 배포된 설문지 250부가 모두 회수되었으나, 
이 중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되는 설문을 제외한 후 
224부를 대상으로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
딩과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설문에 응
답한 성별의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7.1%와 
42.9%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는 35세~40세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25세~30세가 25.9%, 30
세~35세가 13.8%, 45세~50세가 8.5%, 40세~45세가 
8%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력은 10년~15년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이하가 36.2%, 15년~20년, 
20년~25년이 각각 9.4%, 5년~10년이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군의 분포는 기타 금융서비
스업이 28.1%, 증권업이 26.3%, 은행업이 24.1%, 보험
업이 12.9%, 금융투자업이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
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사
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과 문항의 선택 기준은 고유
값(Eigen Value)은 1.0이상,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
량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타당
성과 신뢰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을 통하여 확인
이 가능하며, 타당성은 고유값은 1.0이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0.4 이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다만, 기업 이
미지의 세 번째 항목인 브랜드 이미지는 신뢰도가 낮게 
도출되어 제거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α을 기준으로 0.6 이상이 확보되어 신뢰
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가설검정
[표 7]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CSR 요인과 

리스크 관리 요인의 위계적 회귀모델이다. 아래 모델은 
지속가능성의 변량을 60.3% 설명하고 있으며, CSR법
(t=3.885, p=.000), CSR재량(t=-3.804, p=.000), CSR
윤리(t=-8.296, p=.000) 등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SR경제(t=-1.925, p=.056)
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 관리의 하위요인 중 전략리스크(t=11.480, 
p=.000), 재해리스크(t=3.899, p=.000), 운영리스크
(t=-3.523, p=.001), 재무리스크(t=-2.474, p=.014)는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리스크(t=-1.576, p=.117)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므로 다중공
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Durbin-Watson은 1.813으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하
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빈도수(명) 구성 비율(%)

성별 남 128 57.1
여 96 42.9

연령

25세~30세 58 25.9
30세~35세 31 13.8
35세~40세 98 43.8
40세~45세 18 8.0

8.51945세~50세

경력

~5년 81 36.2
5년~10년 11 4.9
10년~15년 90 40.2
15년~20년 21 9.4
20년~25년 21 9.4

산업 군

은행업 54 24.1
증권업 59 26.3
보험업 29 12.9

금융투자업 19 8.5
기타 금융서비스업 63 28.1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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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였다. H1은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고, 
H2는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H3과 H4는 지속가능성에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각되었다. H5는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H6과 H7은 지속가능
성에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각되었다. 
H8과 H9는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 8]의 결과는 2장에서 언급한대로 과거와는 다른 결
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모든 CSR 활동과 리스
크 관리 활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금융서비스 기업의 경우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 활동에 하위 요인들이 모두 채택되지
는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항목
요인분석 Cro

nba
ch’s 
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요인11 공통성

CSR

CSR
경제

C경제1 0.9 0.032 0.217 0.021 　 　 .857
.796C경제2 0.649 0.597 0.083 -0.548 　 　 .866

C경제3 0.878 0.316 0.208 -0.024 　 　 .914

CSR
법

C법1 -0.096 0.788 0.287 -0.025 　 　 .714

.734C법2 0.278 0.776 -0.361 -0.044 　 　 　 　 　 　 　 .812

C법3 0.316 0.793 0.328 -0.166 　 　 .864

CSR
윤리

C윤리1 0.145 0.207 0.911 -0.062 　 　 .897
.927C윤리2 0.22 0.112 0.876 0.12 　 　 .843

C윤리3 0.141 -0.025 0.915 0.251 　 　 .920

CSR
재량

C재량1 0.049 -0.16 0.042 0.891 　 　 .824
.852C재량2 -0.143 -0.137 0.16 0.843 　 　 .776

C재량3 0.082 0.077 0.076 0.876 　 　 .786

리스크 
관리

전략
리스크

전략리1 　 　 　 0.913 0.034 0.265 -0.031 0.137 　 .924 .919전략리2 　 　 　 0.898 0.096 0.224 0.152 0.025 　 .891
재무

리스크
재무리2 　 　 　 -0.188 0.923 -0.111 0.140 -0.103 　 .930 .761재무리1 　 　 　 0.438 0.805 0.048 0.119 -0.176 　 .887

규제
리스크

규제리2 　 　 　 0.158 -0.207 0.867 0.093 0.087 　 .835 .735규제리1 　 　 　 0.264 0.126 0.839 -0.089 0.110 　 .810
재해

리스크
재해리2 　 　 　 0.164 0.033 -0.080 0.875 -0.043 　 .802 .726재해리1 　 　 　 -0.056 0.184 0.093 0.867 -0.141 　 .818

운영
리스크

운영리1 　 　 　 0.051 -0.128 0.169 -0.197 0.914 　 .921 .669운영리2 　 　 　 0.611 -0.230 0.039 0.032 0.619 　 .812

기업 이미지

이미지1 　 　 　 　 0.937 　 .878

.766이미지5 　 　 　 　 0.855 　 .730
이미지2 　 　 　 　 0.719 　 .518
이미지4 　 　 　 　 0.662 　 .438

지속가능성
지속3 　 　 　 　 0.846 .716

.710지속2 　 　 　 　 0.81 .656
지속1 　 　 　 　 0.736 .541

Eigen-value 2.087 2.416 2.883 2.687 2.368 1.673 1.635 1.632 1.321 2.564 1.913 　
분산설명 17.391 20.134 24.028 22.391 23.676 16.733 16.353 16.324 13.205 64.110 63.779 　

표 6. 타당성과 신뢰성 결과 

독립변수 SE 베타 t값(유의도) 공차한계

(상수) 0.375 　 9.573(.000**) 　
CSR경제 0.055 -0.117 -1.925(.056) 0.505
CSR법 0.109 0.382 3.885(.000**) 0.192

CSR윤리 0.046 -0.761 -8.296(.000**) 0.220
CSR재량 0.050 -0.223 -3.804(.000**) 0.539

규제리스크 0.058 -0.084 -1.576(.117) 0.652
운영리스크 0.051 -0.226 -3.523(.001**) 0.449
재무리스크 0.068 -0.224 -2.474(.014*) 0.226
재해리스크 0.053 0.192 3.899(.000**) 0.765
전략리스크 0.046 0.926 11.480(.000**) 0.285

R 제곱 .603
수정된 R 제곱 .587

F 36.153649
p .000b

Durbin-Watson 1.813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7.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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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활동의 경우 H2의 법적 책임활동을 강화하는 
경우에만 금융서비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으며, H1, H3, H4
의 다른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특히 윤리적 책임과 
재량적 책임의 경우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며, 재량적 책임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금융서비스 기업의 최근 
행보와는 거리가 있다. 금융서비스 기업은 RPA를 도입
하여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금융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늘리거나, 비대면 계좌개설 시 추가 금리를 부
여하는 등 서비스 소비자가 영업점에 방문할 요인을 줄
이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을 감축하고 있기에, 대외적
인 윤리적 책임과 재량적 책임에 해당하는 CSR 활동이 
부(-)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
서비스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CSR 활동만 수행하며 경영의 확장
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의 경우 H8의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와 H9의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는 금융서비
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H5, H6, H7의 경우 기각
되었다. 특히 운영리스크와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
화는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특성 상 운영리스크와 재무리
스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감독기관으로부터 규제와 감

사 등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분석되며, 리스크
의 특성 상 임직원의 실수나 무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임직원의 역량이 높은 수
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은 이미 금
융서비스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상 상당 부분 녹아있음
을 두 번째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리스크가 예측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라면,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재해리스크와 전략
리스크는 임직원 스스로가 통제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과거의 엔론(Enron)의 분식회계나 1997년의 IMF, 
201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개인정보 유
출, 해킹, 국내외 감독기관으로 부터의 제재를 직간접적
으로 겪으며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와
는 다른 측면에서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재해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 놓을 필요가 있다. 어떠한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 
금융서비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화 될 것이다. 전략리스크의 관점에서는 금융서비스 기
업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전통적
인 은행의 예대마진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캐릭터
를 이용한 마케팅, CMA와 같은 1일 단위 금리 산정, 
손해보험 업계의 특약을 이용한 생명보험 영역 보장 등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략리스
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지속을 위
한 지속적인 신사업/신서비스 발굴, 신규채널 확대, 마
케팅 요인 다양화, 프로세스 최적화/자동화 등을 지속
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CSR 요인과 리스크 관리 요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H10부터 H18까지의 가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이 도출되었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CSR윤리(t=-1.439, 
p=.152), 규제리스크(t=1.624, p=.106), 운영리스크
(t=1.468, p=.144)로 각각 분석되어 매개변수와의 관
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 7]와 동일하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CSR경제(t=-1.925, 
p=.056)와 규제리스크(t=-1.576, p=117)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연구가설 결과

H1 CSR의 경제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 CSR의 법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CSR의 윤리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4 CSR의 재량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5 규제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6 운영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7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8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9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8. 가설검정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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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노출된 규제리스크
(t=-1.835, p=.068)와 신규로 노출된 재무리스크
(t=-.718, -p=.473)가 분석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값이 세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값보다 큰지 분석하였
으며, 첫 번째 단계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 유의한 영향
을 미쳤던 법적 책임, 재량적 책임, 재해리스크, 전략리
스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법적 책임의 세 번째 단계
의 회귀계수(β=.342)가 두 번째 단계의 회귀계수(β
=.38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량적 책임의 경
우에도 세 번째 단계의 회귀계수(β=-.246)가 두 번째 
단계의 회귀계수(β=-.223)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마지막으로 재해리스크의 경우에도 세 번째 단계의 
회귀계수(β=.153)가 두 번째 단계의 회귀계수(β=.192)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법적 책임, 재량적 책임, 
재해리스크에 한하여 기업 이미지가 매개역할을 나타
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표 9. CSR 활동과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검정 결과 요약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0]
에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H11인 CSR의 법적 책임 
활동에 대한 강화, H13인 CSR의 재량적 책임 활동에 
대한 강화와 H17의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 중 CSR의 법적 책임 활동과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CSR의 재량적 책임 
활동은 지속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요인이며, 이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결과가 모
두에게 공개되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
나 재해에 대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면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서비스 소비자에게 공개 될 것이며, 재
량적 책임의 경우에도 금융서비스 기업이 이를 수행하
였음을 뉴스 기사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반대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제적 책임, 윤리
적 책임이나 규제리스크, 운영리스크, 재무리스크, 전략
리스크의 경우 서비스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은 정
보로, 다수의 고객에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이
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
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기업 이미지가 매개
효과를 보이는 요인을 수행하여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
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10. 매개효과 가설검정 결과 요약

독립/매개/종속변수 검정
단계

표준
화된 
베타
값

t p

CSR경제/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1단계 .513 8.603 .000
CSR경제/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2단계 -.117 -1.925 .056
CSR경제/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3단계 -.198 -2.840 .005
CSR법/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1단계 .256 2.649 .009
CSR법/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2단계 .382 3.885 .000
CSR법/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3단계 .342 3.451 .001

CSR윤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1단계 -.130 -1.439 .152
CSR윤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2단계 -.761 -8.296 .000
CSR윤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3단계 -.740 -8.113 .000
CSR재량/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1단계 .144 2.504 .013
CSR재량/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2단계 -.223 -3.804 .000
CSR재량/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3단계 -.246 -4.174 .000

규제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1단계 .085 1.624 .106
규제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2단계 -.084 -1.576 .117
규제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3단계 -.098 -1.835 .068
운영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1단계 .093 1.468 .144
운영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2단계 -.226 -3.523 .001
운영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3단계 -.241 -3.769 .000
재무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1단계 -.919 -10.313 .000
재무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2단계 -.224 -2.474 .014
재무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3단계 -.079 -.718 .473
재해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1단계 .248 5.117 .000
재해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2단계 .192 3.899 .000

재해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3단계 .153 2.958 .003
전략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1단계 -.167 -2.098 .037
전략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2단계 .926 11.480 .000
전략리스크/기업이미지/지속가능성 3단계 .953 11.803 .000

번호 연구가설 결과

H10
CSR의 경제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11
CSR의 법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H12
CSR의 윤리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13
CSR의 재량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H14
규제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15
운영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16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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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 및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성
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CSR 활동과 리스
크 관리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CSR 활동과 리
스크 관리와 지속가능성간의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CSR 활동의 법적 책임 활동의 경우에만 금융
서비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윤리적 책임과 재량적 책임의 경우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책임은 다른 요인과는 다르게 타인을 위한 활동이 아
닌, 법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소비자와 임직원을 대상
으로 복지를 추구한다는 관점이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CSR 활동만 수행하며 경영의 확장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윤리적 책임과 재량적 책임
은 영업점 감소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상황에
서, CSR 활동을 수행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지속가
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둘째로 리스크 관리의 경우 재해리스크와 전략리스
크에 대한 관리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영리스크와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채택되지 않은 요인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은 이미 금융서비스 기업의 업무 프로세
스에 상당 부분 녹아있으며, 충분한 수준이라고 분석할 
수 있으나, 재해리스크,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재해리스크

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충당금의 비중을 높여 유동
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전략리스크를 관리하기 위
해서는 지속적인 신사업/신서비스 발굴, 신규채널 확
대, 마케팅 요인 다양화, 프로세스 최적화/자동화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기업 이미지의 경우 CSR의 법적 책임, 재량
적 책임과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에서 매개효과가 나
타났다. 이 중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CSR의 재량적 책임은 지속가능성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기업 이미지가 매개효
과를 보이는 요인을 수행하여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리스크 관

리가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
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로,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종
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약이 있다.

둘째로, 연구가 수행된 시기가 금융서비스 기업의 지
속가능성에 좋지 않은 이슈가 다수 노출되었다. 국내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확
장과 규제 완화로 인하여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설문에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로,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 및 리스크 관
리와 지속가능성 사이에는 많은 외생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기업 이미
지만 고려하여 다른 변수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향후에 기업 이미지 외에 기업가치, 고객의 충성도 등
을 매개변수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H17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H18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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