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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서도 개별 기업은 물론 기관들이 앞다퉈 사회공헌활동에 관

심을 표명하고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업이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책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의사결정 

및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2010년 ISO26000에서 사회공헌활동이 공식화 된 이후 해

외의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

국적 기업들은 이미 사회공헌활동을 개별기업의 단순한 기

부나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으로 인식하

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설산업으

로 초점을 맞추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떨

어지고 활동도 저조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구축하고 도시의 주요 

시설물 을 건설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공급해왔다. 이처럼 건설활동은 

자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건

설산업의 부패,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불신과 부

정적 이미지로 내재된 사회공헌 요소는 눈에 띄질 않는 것

이 현실이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 유리하게 사

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확대 재생산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2010년대 이후 꽤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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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지역 또는 기업별 분석이 주를 

이루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Seo 

(2011), Kim et al. (2012), Pyo et al. (2014)은 중국지역을 대

상으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분석하였다. Choi (2013)

은 멕시코지역을 분석하였고, Heo (2012)는 인도, Han et al. 

(2013)은 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분석하

였다. 이에 비해 건설산업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Kim, M.H. (2014)와 Kim (2016)은 각각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함과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Choi (2019), Cho et al. (2019)은 

일반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접근을 건설기업에 적

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가

지는 한계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들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이 건설기업의 신뢰

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이나 세부

적인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의 국내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실태와 인지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특성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트렌드와 

CEO의 관심, 사회공헌활동의 저해요인, 외부기관과의 파트

너십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연구를 고찰하

고, 건설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실태를 개관한다. 그리고 사

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심층조사를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요약 및 결론을 맺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와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

기업으로 구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능력평가에 근거하여 1위부터 100위까

지를 대기업으로 101위 이하는 중소규모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에

서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인식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병행하여 설문결과와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자 한다. 설문의 구성 또한 파일럿 서베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지었으며, 건설협회로부터 업체

의 명단을 확보하여 우편, 이메일,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3 기존 연구 고찰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

장 진출을 위한 경우가 많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

리 경제의 현실로 인해 해외에서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연

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지역 

가운데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Lee et al. (2013)은 중국의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CSR의 역할과 책임 등을 분석하였다. Kim et al. (2012)은 

Porter & Kramer의 반응적 CSR과 전략적 CSR 모형으로 중

국에 진출한 삼성과 LG전자의 CSR을 분석하였다. Pyo et al. 

(2014)은 친한(親韓)적 중국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강조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Jang et al. (2017)은 우리나라에서 CSR과 기업가치의 

비선형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Heo et al. (2010)은 CSR의 

성과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기업명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

로 분석한 바 있다.

이제 건설산업 부문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자. 먼저 해외시

장을 위한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분석한 연구로 Kim, 

M.H. (2014)는 해외 현지에서 건설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을 소개한 바 있다.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Kim (2016)은 건설기업이 해외시

장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분석하고,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

동의 애로 요인을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CSR연구로 

Choi (2019)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이 브랜드 신뢰 및 애호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ho et al. (2019)은 건설기

업의 CSR활동이 조직신뢰,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일반 기업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을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시켜 분석하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Lee (2020)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

서 건설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CSR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논문은 아

니지만,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2012)는 건설기

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는 사회공헌활동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기존 건설산업 관련 사회공헌활동연구의 특징 내지는 한

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연구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 건설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대

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일부 연구는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

로 전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론적인 접근으로 사회공헌활동

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하지만 이같은 접근

으로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이나 사회공헌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의 사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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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활동에 별도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건설산업의 국내 사회공헌활

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아직 사회공헌활동이 부

족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그 인지도를 기업규모별로 파악

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의 속성

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트렌드와 CEO의 관심, CSR활동에 대한 평가, 저해요인, 외

부기관과의 파트너십 정도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2. 건설산업에서 사회공헌 실태

2.1 개관

현재 건설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없고, 잡지 등을 통해 개별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관련 통계나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체 

건설기업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등의 파악이 불가능

하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에 응해준 61개 기업들의 수치를 

근거로 보면, 2018년 기준 766.5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그

런데 이같이 규모는 합계된 총액으로 참여 업체 숫자에 절

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업체당 활동 규

모를 산출해보아야 비교가 가능하다.

2.2 사회공헌활동 실태 

2.2.1. 사회공헌활동 총 지출 금액1)

<Table 1>에서 건설업체당 활동 규모는 2016년 900백만

원, 2017년 919백만원, 2018년 1,257백만원으로 나타난다. 업

체당 평균 지출금액 2018년 12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경

련 주요기업 206개사의 1개사 지출 규모 약 126억원에 비해 

약 10배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본 조사에 참여한 2018

년 기준 61개사 중에는 44개 중소건설기업들이 포함되어 있

다. 이들를 제외한 주요 17개 건설사의 평균 지출 규모는 약 

93억원으로 집계되어 전경련 조사와 차이가 크지 않다. 

대규모 건설업체들의 평균지출규모은 큰 변동없이 점진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하지만 중소규모 건설업

체들은 16년에 비해 17년에 평균 지출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2018년에는 다시 5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심한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2.2.2.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수행 현황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기부 활동과 사회공헌사업 운영 활

동으로 구분된다. 기부 활동은 금전,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것

을 의미하며, 사회공헌사업 운영은 ‘집짓기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적 성격의 사업을 기업이 직접 단독으로 또

는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에서 사회공헌활동 총 지출금액 중 기부 활동 

금액의 비중은 2016년 88.1%, 2017년 85.7%, 2018년 80.3%

로 나타나는 반면, 사회공헌활동 금액의 비중은 2016년 

11.9%, 2017년 14.3%, 2018년 19.7%로 낮게 나타난다. 특히 

대규모 업체는 두 가지 활동의 비중이 66:33 정도로 일정하

지만, 중소규모 업체는 사회공헌사업 운영이 전무하다가 점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 같은 사회

공헌활동 운영의 비중 변화는 과거의 단순 기부 활동의 소

극적 사회공헌 방식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공헌사업 추

진으로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Table 2. Performance type

donation activity both

freq. % freq. % freq.

large

2016 10 66.7 5 33.3 5

2017 12 66.7 6 33.3 5

2018 14 63.6 8 36.4 6

small-

medium

2016 27 100 0 0.0 0

2017 30 96.8 1 3.2 1

2018 40 88.9 5 11.1 4

total

2016 37 88.1 5 11.9 5

2017 42 85.7 7 14.3 6

2018 54 80.6 13 19.4 10

2.2.3. 기부 활동의 유형별 기부 현황

기부 활동은 금전 기부와 현물기부로 구분된다. <Table 

3>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이 기부한 금액을 기

부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금전 기부의 비중이 각각 2016년 

92.9%, 2017년 59.0%, 2018년 57.1%로 나타나고 현물기부

는 7.2%, 41.0%, 42.9%로 각각 나타난다. 하지만 중소 건설

업체의 경우 금전기부 비중이 90%를 넘고 현물기부는 10% 

1) 조사된 기업 수는 대기업의 경우, 2016년 10개사, 2017년 13개사, 2018년 

17개사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2016년 30개사, 2017년 34개사, 2018년 44

개사임. 

Table 1. Average expenditure of ccnstruction company for CSR               

             (unit: million won, %)

2016 2017 2018

large
amount 3,457 3,262 4,144

growth rate - △5.6 27.0

small-

medium

amount 47 22 141

growth rate - △53.2 540.9

Total
amount 900 919 1,257

growth rate - 2.1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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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수준으로 여전히 금전기부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나

고 있다.

Table 3. Donation type                                              (unit: million won, %)

money kind

amount % amount %

large

2016 31,536 92.8 2,439 7.2

2017 21,428 58.4 15,281 41.6

2018 32,071 53.1 28,309 46.9

small-

medium

2016 1,274 93.5 88 6.5

2017 631 89.1 77 10.9

2018 5,718 98.0 115 2.0

total

2016 32,810 92.8 2,527 7.2

2017 22,059 59.0 15,358 41.0

2018 37,789 57.1 28,424 42.9

3. 건설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도

3.1 인식도 조사 결과

국내 건설기업의 CSR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활동 중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이

후 CSR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건설업체 종사자 3인 및 전문

가 1인에게 pilot survey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설문은 건설협회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2,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1차로 전체 건설기업에 대해 우편

으로 설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로 전화 접촉

을 통해 설문지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이메일로 설문을 다

시 배포하였다. 3차 설문에서는 다시 전화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하였고, 마지막으로 4차 설문에서

는 최종적인 독려와 보완 요청을 통해 설문조사를 종료하였

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유효한 응답은 100개 정도 수준

이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5월에 시작하였고, 전체 과정은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 

건설기업 규모는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다. 그 기

준은 시공능력평가에 근거하여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기

업으로 101위 이하는 중소규모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차례

에 걸친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 결

과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검정하였다. 

규모별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효 설문수는 1-100위에서 

19개, 101위 이하는 81개였다. 응답 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대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우

려 때문이며, 중소 건설업체는 실제 CSR활동이 미미하거나 

없었기 떄문이다.

Table 4. Number participated in survey

number of companies ratio (%)

large 19 19.0

small-medium 81 81.0

Total 100 100.0

3.1.1.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도

<Table 5>에서 건설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들의 경우 대

부분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가장 높았다

(36.8%). 반면 중소규모 건설기업들은 보통 정도가 가장 많

았고(49.4%), 필요하다가 그다음이었다(32.1%). 이는 중소

건설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상

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Table 5. Necessity of carrying CSR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very unnecessary 0 0 0 0 0 0

unnecessary 0 0 1.2 1 1.0 1

normal 26.3 5 49.4 40 45.0 45

necessary 36.8 7 32.1 26 33.0 33

very necessary 36.8 7 17.3 14 21.0 21

total 100.0 19 100.0 81 100.0 100

<Table 6>에서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주요 대상은 아

동·청소년이 장 높았고, 지역사회 및 환경, 저소득층,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도 이 순서대로 나타

났다. 반면 대규모 건설업체는 아동·청소년(41.2%)이 압도

적이었고, 저소득층, 지역사회 및 환경, 장애인 순으로 저소

득층 대상의 순위가 바뀌어 나타났다.2)

2) 참고로 전경련(2018) 주요기업 조사에서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대상으

로 아동·청소년이 37.2%, 장애인 10,7%, 노인 9.8%, 지역사회 9.3%를 나타

났는데, 이는 전경련 주요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대상과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주요 대상이 비슷함을 보여는 것이다.

Table 6. Main target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child and youth 41.2 7 30.7 23 32.6 30

community & environ. 17.6 3 22.7 17 21.7 20

low-income people 23.5 4 20.0 15 20.7 19

the disabled 11.8 2 12.0 9 12.0 11

the elderly 0 0 5.3 4 4.3 4

multi-cultural family 0 0 4.0 3 3.3 3

et cetera 5.9 1 2.7 2 3.3 3

the general public 0 0 2.7 2 2.2 2

total 100.0 17 100.0 75 100.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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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nnual participation number of CEO and board members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more than 12 times 11.8 2 7.7 6 8.4 8

8~12 times 5.9 1 9.0 7 8.4 8

4~8 times 5.9 1 7.7 6 7.4 7

1~4 times 70.6 12 32.1 25 38.9 37

none 5.9 1 43.6 34 36.8 35

total 100.0 17 100.0 78 100.0 95

3.1.3. 사회공헌활동 추진형태: 직접추진과 파트너십

건설공사는 일회성으로 현장 중심적인 사업수행으로 이

동이 잦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고정된 장소에서 생

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사회공헌활동

을 하더라도 공사가 끝나면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어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면 

NGO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김명수, 2016). 그

리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자체 인력의 전문

성과 비용 등의 문제로 NGO와의 파트너십이 강조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공헌활동 추진형태를 먼

저 파악하였다. <Table 10>에서 전체적으로 건설기업들은 

NGO와 파트너십으로 추진이 직접사업 보다 훨씬 높게 나

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기업은 NGO와 파트너십이 

55.6%, 직접사업이 27.8%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서도 각각 40.0%, 22.5%로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업체들은 NGO파트너십에 의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10. Type of carrying CSR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pertnering with 

NGO
55.6 10 40.0 32 42.8 42

direct business 27.8 5 22.5 18 23.5 23

et cetera 16.7 3 37.5 30 33.7 33

total 100.0 18 100.0 80 100.0 98

<Table 11>에서 직접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로 기업 특성

에 맞는 독자적 사업개발을 위해서가 압도적이었고, 시각차 

떄문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각각 80%, 

20%의 비중을 보였다. 중소기업에서도 독자적 사업개발이 

88.9%로 매우 높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업-NGO간 시각

차 및 전문성있는 NGO 등을 찾기 어려워서도 각각 5.6%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업체의 경우 전문성 있는 NGO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사회공헌사업의 적정 추진 기간은 1년~3년 미만이 가장 

높게, 10년 이상이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중소건설업체는 

1~3년 미만이 가장 높았고(44.9%), 10년 이상(24.4%), 3~6

년 미만(16.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건설업체는 

세 가지 기간이 모두 27.8%로 나타났다<Table 7>. 이는 중

소업체들은 3년 미만의 단기를 선호하지만 10년 이상의 장

기적 활동도 관심이 있는데 반해, 대규모 업체들은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Table 7. Proper period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less than 1 year 5.6 1 12.8 10 11.5 11

1~3 years 27.8 5 44.9 35 41.7 40

3~6 years 27.8 5 16.7 13 18.8 18

6~9 years 11.1 2 1.3 1 3.1 3

more than 10 years 27.8 5 24.4 19 25.0 24

total 100.0 18 100.0 78 100.0 96

3.1.2. 건설기업 경영진의 관심과 참여

<Table 8>에서 건설기업 CEO 및 경영진의 사회공헌 관심

도는 보통 수준, 높음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높음이 41.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보통이 35.3%로 나타

났다. 하지만 중소건설업체는 반대로 보통이 54.4%, 높음은 

15.2%에 그쳤다. 이는 중소건설기업 CEO 및 경영진의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다. 

Table 8. Interest of CEO and board members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very low 0 0 6.3 5 5.2 5

low 11.8 2 12.7 10 12.5 12

normal 35.3 6 54.4 43 51.0 49

high 41.2 7 15.2 12 19.8 19

very high 11.8 2 11.4 9 11.5 11

total 100.0 17 100.0 79 100.0 96

<Table 9>에서 CEO 및 경영진의 사회공헌활동 연간 참여 

횟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회~4회가 가장 많았고 참

여한 적 없다는 응답도 그다음으로 높았다. 대규모 건설업체

의 경우 1회∼4회가 70.6%로 압도적이었으나, 중소규모 기

업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다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 CEO 및 경영진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아직은 저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3권 제3호 2022년 5월    41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

는 사업추진을 위한 NGO 등 역량 강화와 기업-NGO 간 파

트너십 매뉴얼 개발이 각각 33.3%, 기업-NGO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장 마련이 2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

업에서는 NGO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27.4%, NGO 등의 기업생리에 대한 이해 제고가 19.4%, 사

업추진을 위한 NGO 등 역량 강화 17.7%, 기업-NGO 간 지

속적인 네트워크 장 마련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소건설업의 경우 NGO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NGO에 대

한 이해도도 높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NGO 관련 인프라가 

미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14. Prerequisite for active partnership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infrastructure to get 

information about NGO 

easily 

5.6 1 27.4 17 22.5 18

strengthen NGO’s ability 33.3 6 17.7 11 21.3 17

develop manual for 

partnership 
33.3 6 16.1 10 20.0 16

prepare for network 

between firm and NGO
27.8 5 17.7 11 20.0 16

enhance NGO’s 

understanding working 

structure of company

0 0 19.4 12 15.0 12

et cetera 0 0 1.6 1 1.3 1

total 100.0 18 100.0 62 100.0 80

3.1.4. 원활한 사회공헌활동의 저해요인

다음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애로요인을 분석하였

다. <Table 15>에서 먼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예산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5.8%). 

그리고 담당인력 또는 전담부서 부재(23.2%), 사회공헌 이

Table 11. The reason for direct CSR business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developing distinctive 

business 
80.0 4 88.9 16 87.0 20

difference in viewpoints 

from NGO
20.0 1 5.6 1 8.7 2

hard to find relevant NGO 0 0 5.6 1 4.3 1

having CSR professionals 

within company
0 0 0 0 0 0

et cetera 0 0 0 0 0 0

total 100.0 5 100.0 18 100.0 23

<Table 12>에서 NGO 등과의 파트너십을 선호하는 이유

는 NGO 등의 현장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 때문이 70%대

로 압도적이었다. 그다음 이유로 대규모 업체에서는 대외적

인 신뢰성 확보와 기부금처리 용이성이 각각 10%로, 중소 

업에체서는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가 및 기업 내부에 전담인

력 부족이 각각 9.7%로 나타나 주목된다. 아무튼 건설업체

들은 NGO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업

체의 경우 인력 부족도 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Table 12. The reason for partnering with NGO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field experience, professional, 

and network of NGO
80.0 8 74.2 23 75.6 31

securing public reliability 10.0 1 9.7 3 9.8 4

accounting donation money 

easily 
10.0 1 6.5 2 7.3 3

lack of internal professional 0 0 9.7 3 7.3 3

et cetera 0 0 0 0 0 0

total 100.0 10 100.0 31 100.0 41

<Table 13>를 보면, 파트너십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대규

모 기업은 파트너십 선정기준이 있다가 58.8%로 나타났으

나, 중소 건설기업들은 파트너십 선정기준이 없는 경우가 

87.1%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중소업체에서는 아직 NGO 선

정기준을 비롯한 기반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13. Existence of selecting criteria for partnering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yes 58.8 10 12.9 9 21.8 19

no 41.2 7 87.1 61 78.2 68

total 100.0 17 100.0 70 100.0 87

<Table 14> 원활한 파트너십을 위한 전제조건은 규모별 

기업의 행태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에서

Table 15. Causes of internal hindrance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budget deficit 35.3 6 35.9 28 35.8 34

lack of professional or no 

responsible department
23.5 4 23.1 18 23.2 22

lack of understanding CSR 5.9 1 16.7 13 14.7 14

lack of information 11.8 2 10.3 8 10.5 10

lack of CEO’s interest 0 0 7.7 6 6.3 6

lack of expertise 11.8 2 3.8 3 5.3 5

lack of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11.8 2 1.3 1 3.2 3

et cetera 0 0 1.3 1 1.1 1

total 100.0 17 100.0 78 100.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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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족(14.7%)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및 중소규모 건설

업체 모두 예산부족, 담당인력 또는 전담부서 부재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차별되는 점은 대규모 업체에서는 사

회공헌 정보부족, 전문성 부족, 부서 간 협조 부족 등이 비슷

한 비중으로 나타난데 반해, 중소 건설업체에서는 사회공헌 

이해부족, 사회공헌 정보부족 순으로 그다음 주요 요인이 나

타났다. 이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며, 중소업

체의 경우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정보의 원활한 제

공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공헌활동의 외부적 저해요인으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족이 가장 높았고,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압

력, 사회적 인정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규모

별 기업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정

부지원부족(46.7%)이 대규모 업체(37.5%) 보다 크게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대규모 건설기업의 경우 사회적 인정 부족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

도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 16. Causes of external hindrance 

large small-medium total

% freq. % freq. % freq.

lack of government’s 

institutional support
37.5 6 46.7 35 45.1 41

external pressure violates 

firm’s autonomy
18.8 3 17.3 13 17.6 16

lack of social 

appreciation
25.0 4 13.3 10 15.4 14

distorted view of anti-

business sentiment 
12.5 2 10.7 8 11.0 10

problems in law and 

institution
6.3 1 8.0 6 7.7 7

et cetera 0 0 4.0 3 3.3 3

total 100.0 16 100.0 75 100.0 91

3.2. 관련 담당자 심층면담 조사 결과

건설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건설업체 관련 업무 책임자 3인,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2인, 관련 협회 및 단체 3인으로 구

성된 전문가들이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다. 여기서는 사회공

헌활동방안 논의 및 검정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결과의 주

요 내용을 종합ㆍ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건설경기 변화 등으로 건설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 기부 활동 이외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건설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대기업 뿐만 아니라 영세한 건설업체들의 사회공

헌 노력도 홍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건설업체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높

지 않으므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를 촉구하

고 그 성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건설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수

준은 더 올려야 하며, 특히 중소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일 필

요가 있다. 실제 외관상으로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

으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업체들의 지원과 홍보 등은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건설기업들의 인지

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건설기업을 

상대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인지

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건설업계 종사

자, 전문가 등 사회공헌활동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

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설기업들은 대체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규모 건설기업들

은 대규모 기업들이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데 반해, 보통 

정도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소 건설업체 CEO 및 경영진의 사회공헌 관심도는 아직

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관심도가 높

음이 가장 높았으나(41.2%), 중소 건설업체 CEO 및 경영진

의 사회공헌 관심도는 보통이 가장 높았다(54.5%). 연간 참

여횟수에서도 대기업은 1~4회가 압도적이었지만(70.6%), 

중소기업은 참여한 적이 없다가 가장 높았다(43.6%).

사회공헌활동의 추진형태는 대규모 및 중소규모 건설업

체 모두 직접사업보다 NGO와 파트너십이 많았다. 파트너십

을 선호하는 이유는 NGO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때문이 압

도적으로 높았는데, 중소기업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직접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독자적 사업개발이 압

도적이었으며(80%),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비중이 더 높았

다(88.9%). 아울러 파트너십 선정기준은 대기업에서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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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있었으나(58.8%), 중소 건설업체는 대부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7.1%).

원활한 파트너십을 위한 전제조건은 대규모 건설기업에

서는 NGO역량 강화, 매뉴얼 개발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중

소기업에서는 NGO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인프라 마련, 기

업생리에 대한 이해 제고, NGO 역량 강화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극복해야 할 내

부적 과제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예산부족, 담당인력 부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적인 극복 과제로는 제도적 지원 

부족이 가장 높았는데, 중소 건설업체에서 그 비중이 더 높

았다. 

향후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먼저, 중소기업 CEO들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회

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필요

성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

이다. 

둘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NGO와의 유대 및 정보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건설기업들이 NGO의 전문성, 전

담인력 부족 등으로 NGO와의 파트너십을 선호했는데, NGO

의 건설기업에 대한 생리 이해부족, NGO 관련 정보을 얻을 

수 있는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특히 중

소규모 건설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셋째, 원활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

하고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정부

의 제도적인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홍보가 강

화되어야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여유와 

능력이 부족하므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의 역할이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건설기업들의 설문 참여가 저조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정보가 유출되는 우려

한 점과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거나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위해서는 많은 건설기업들의 참

여를 유도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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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건설기업들의 인지도를 분석하고, 대기업과 중소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비교해 보았
다. 이를 위해 국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건설기업들
은 대체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중소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기업들에 비해 필요성의 인식 정도가 낮았다. 중
소 건설업체 CEO 및 경영진의 사회공헌 관심도는 아직은 부족했다. 사회공헌활동의 추진형태는 전문성과 네트워크 때문에 모두 직
접사업 보다 NGO와 파트너십이 많았다. 향후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중소기업 CEO들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NGO와의 유대 및 정보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건설기업들이 NGO의 전문성,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NGO와의 파트너십을 선호했는데, NGO의 건설기업
에 대한 생리 이해부족, NGO 관련 정보을 얻을 수 있는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특히 중소규모 건설기업에서 두
드러졌다. 셋째, 원활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정부의 제
도적인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회공
헌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여유와 능력이 부족하므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의 역할이 
강조된다.

키워드: 건설 사회공헌활동, 중소 건설업체, 참여 독려, 예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