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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업사회공헌활동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의 지침을 기업사회공헌활동에 적용하여 기초문

항을 구성하고,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GI와 개별면접, 자문, 예비조사를 거쳐 32개 예

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개발된 예비문항을 94개 기업의 사회공헌담당자를 대상

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6개 요인, 27개 문항을 확정하였으며,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알파계수방법, 측정의 표준오차, 문

항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논하였다. 

주제어 : 기업사회공헌활동 척도, ISO26000, 타당화

1. 문제제기 

오늘날 국제사회는 모든 조직에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실현

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한다(정택진 외, 2013). 세계화, 무역자유화와 규제개혁,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두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선

택이 아니라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ISO26000의 발표는 기업의 사회참여를 가속화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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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90년대 이후에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규모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에 더

욱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의 전문성도 키

워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이하 ISO)에서 2010년 11월에 사

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인 ISO26000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사회적 책임은 논의의 영역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규범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지혜,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평가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보다 크게 인식

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현장에서의 중요성과 발전에 비해 관련 연구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CSR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수화와 평가가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국내에서 사회공헌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7편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실린 CSR관련 논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김지

혜 외, 2010), CSR과 주주행동주의, 기업시민성, 지배구조 등 개념연구가 17편, CSR의 재무적 효과, 

소비자효과, 종업원 효과 등 성과관련 연구가 32편, 사례연구가 15편, CSR의 지수화, 척도개발, 평가

체계 등 평가와 척도관련 연구가 4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척도와 평가관련 4편의 연구는 모두 보다 

큰 개념인 CSR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중 자선적 책임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측정을 세분화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으며, ISO26000 등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CSR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Sweeney and Coughlan, 2008), CSR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공헌활동이 

더 이상 기업이 임의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기업이 당연히 해

야 하는 책무라는 인식이 UN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도출되고 있으며(김성택, 2012), 기업들

도 이를 인식하여 점차 사회공헌활동을 늘리고 있지만 개념이나 평가도구들이 미비하여 이러한 활동

들을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측정도구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의

에 의해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지만 세부적인 운영과 평가의 방향성을 선정하지 못한 채 효과측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GRI 지표, 유엔글로벌컴팩트, ISO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선적 영역인 기업사회공헌활

동 측정 영역은 문항이 적고 단순하여, 기업사회공헌활동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O26000을 기본 틀로 하여 기업사회공헌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

발하여 각 기업들이 자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진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기업들이 비용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이익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여러 지표 중 ISO26000을 기본 틀로 하는 이유는 국제표준으로  일반화, 객관

화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최근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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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사회공헌활동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전통적인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일련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말한다(김성택, 2012). 책임이란 용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고, 국가와 시대에 따라 그 개념도 조금씩 변화하

고 있다. 초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종교적, 온정주의적, 자선적인 측면이 강했으나 근대의 개념은 

일상적인 상행위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중점을 둔다(정택진 외,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학문적 정의를 내린 보웬(Bowen, 1953; 강태희․차희원, 

2010에서 재인용)은 그의 저서인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을 우리 사회의 목표 또

는 가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이나 원칙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따르는 행동

을 하는 기업인의 의무라고 하였다(강태희․차희원, 2010). Carroll(197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층적 개념으로 정의했는데, 경제적, 법적, 윤리적, 그리고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하였고(Blindheim and 

Langhelle, 2010), Dahlsrud(2008)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자, 자발

적 차원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경제·사회·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여를 통해 

사람·사회 전체에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선량한 경영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과 직

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 지역사회 등 사회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또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 개발, 직원과 그들의 가족 및 해당 지역사회가 함께 일

하며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데 기여하는 기업의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성택, 2012). 

기업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y)은 광범위한 개념인 사회적 책임, 기업시민으로부터 지

역사회 관계, 기부, 기업자선, 자발적 봉사활동 등 좁은 의미를 가진 용어들까지 혼용되고 있다. 대체

로 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사업과 무관하고 기업이 반드시 어떻게 행동해

야 한다고 사회가 기대하고 있지 않는 자선적 활동이나, 사회서비스에 자발적으로 기업의 자원을 어

떻게 배분할 것인지와 연관해서 기업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재량적 책임’으로 보고 있다(박경수, 

2009). 그러므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법적․경제적 역할 수행의 차원을 넘

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윤리적이며 재량적인 차원에서 사회와 바람직한 관

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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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용어라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자

선적 책임 부분을 강조한 표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공헌활동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신지숙, 2009).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사회공헌활동 지표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정지표 

국내외 연구에서 기업사회공헌활동만을 측정하는 지표나 연구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측정하는 지표나 척도 내에 일부 기업사회공헌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외국에서는 CSR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지표도 보

다 다양해지고 있다. 먼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1997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의 

환경단체인 세레스(CERES)가 중심이 되어 공동사업의 형태로 창설한 국제기구로써, GRI 가이드라

인은 규모와 산업,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경제적 성

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에 대한 보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성택, 2012). GRI 가이드라인

의 6장 53절에서는 기업의 공동체 참여와 관련하여 인류애와 기부금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 언

급하고 있다(이기훈 외, 2005).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FTSE 4GOOD은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지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TSE 인터내셔널이 개

발한 지수로 환경보호, 인권보장, 사회적 책임 등의 세가지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는 1999년 다우존스와 SAM이 만든 우량기업 주가지수 중 

하나로 기업을 단순히 재무적 정보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사회공헌도 등을 토대로 지

속가능경영을 평가해 우량기업을 선정하는데,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매출과 이익 

등 재무성과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의 Tripple Bottom Line인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부문의 비재무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하고 있다(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2012). 

Turker(2009)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4개 영역에서 18개 문항을 추출

하였다. 4개 영역 중 첫 번째는 사회, 자연환경, 미래 세대, NGO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영역은 종업

원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영역은 소비자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 영역은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이 중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항목은 ‘우리 회사는 문제 지역에서 일하는 비영리 조직을 지원한다’, 

‘우리 회사는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프로젝트와 캠페인에 기부한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우리 회사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등이다. 국내의 연구로 

김해룡 외(200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척도 개발 연구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역·문화사업활동,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경제적 책임 등 5가지 차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회공헌활동 영역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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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단순히 이익창출을 넘어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

이다’,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할 것이다’의 4문항이다. 

(2) 기업사회공헌활동 측정지표 

박태규 외(2008)는 기업사회공헌지표 개발연구를 통해 사회공헌지표를 철학 및 전략(10문항), 의사

결정과정, 추진방법 및 인프라(50문항), 이해관계자교류(14문항), 사회공헌활동평가 및 성과평가(20문

항), 자원봉사(22문항) 등 5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면

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매뉴얼로서의 역할을 제공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각 구성항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척도로서 한계가 있다. 

황정은 외(2013)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필요

한 경영적 차원의 동기와 철학의 수립, 실행,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 지표를 사회공헌 동기, 사회공헌 실천, 사회공헌 사후관리의 3

개 상위지표 하에 중간지표 22개, 하위 지표 32개로 구성하였고,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문

항별 중요도를 고려하였다. 이는 기업사회공헌활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나 ISO26000등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이외에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 외(2012)가 개발한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평가지표가 있는데, 이는 

사회공헌활동 측정지표라기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사회공헌활동 및 ISO26000의 구성요소

(1) 기업사회공헌활동 구성요소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업사회공헌활동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태규 외(2008)는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철학과 전략, 의사결정과정 및 추진방법, 사회공헌인프라, 

이해당사자와의 의견교류, 사회공헌활동의 평가로 구분하였다. 황정은 외(2013)는 사회공헌동기, 사회

공헌실천, 사회공헌사후관리라는 상위지표로 구분하였으며, 사회공헌동기에는 사회공헌철학과 전담조

직, 인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공헌실천에는 임직원참여와 파트너십, 사회공헌집행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공헌사후관리는 임직원 재교육 및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 외(2012)는 기획, 실행, 기업적가치, 사회적가치라는 대분류로 구분하였고, 

기획에는 기획 및 기업전략 연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행에는 업무수행의 충실성, 파트너십 만족도, 

예산 집행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적 가치는 홍보,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조직문화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 가치에는 사회적 편익, 전문가 평가, 사회적 파급력이 포함되어 있다. 

각 연구가 대분류와 중분류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나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사회공헌

활동의 기획 및 전략, 기부 및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평가 등이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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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사회공헌활동의 구성요소와 구체  내용

요소 구체적 내용

기획 

및 

전략

1. 사회공헌의 전략이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3. 사회공헌 전담부서가 있는가? 

4. 사회공헌을 위한 전담인력이 충분한가? 

5.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가? 

6. 최고경영진에서부터 사회공헌 담당부서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관련성과 중대성에 대

하여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7. 조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8. 사회공헌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하는 전략, 목적 및 목표가 개발되어 있는

가? 

9. 사회공헌활동관련 우선순위를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고 

있는가? 

10. 사회적으로 공개된 중장기 비전과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가? 

11. 직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세스가 있는가? 

프로

그램

12. 기부, 자원봉사 등 직원참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는가? 

13. 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14. 회사차원에서 직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15. 사회공헌활동 규모(총지출액, 세후이익대비 총 지출액, 1인당 매출액 대비, 1인당 영

업이익 대비 등)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16. 사회공헌관련(자원봉사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이해

관계자

17. 이해관계자(파트너기관, 소비자 등)와 양방향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는가?

18. 사회보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19. 사회공헌관련 수상기록이 있는가? 

20. 사회공헌관련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21.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22. 파트너기관과의 역할분담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23. 조직내부에 사회공헌을 위한 매체나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존재하는가? 

24. 대외적으로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의 수준이 적절한가? 

25. 파트너 기관 선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평가 

26.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27.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조직전반에 공유하는가? 

28. 사회공헌관련 자금의 출처와 금액 및 용도를 공개하는가? 

29. 사회공헌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자체적인 표준과 기준이 있는가?

30.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가?

31. 사회공헌 성과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잘 규정되어 있는가?

32. 외부 전문가의 평가나 자문을 받고 있는가? 

33. 파트너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가? 

  

박태규 외(2008), 황정은 외(2013),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 외(2012)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업사

회공헌활동의 요소들을 정리 및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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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 26000의 구성요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70여 개 나라 대표는 2005년부터 5년 여 동안 8차 총회를 개최하여 2010

년 11월, ISO26000 국제표준을 93%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직들의 사회

적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표준이 제정되었고, 2012년 8월 우리나라 국가표준으로 최종 발간되었다(황

상규, 2013).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이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ISO26000은 기업,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조·인권·노동·환경·소비자·공정

운영·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지침서다. 이 지

침서는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 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컴

팩트 등 이제까지 나온 국제지침을 총망라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적 이행 지침들의 종

합판이라 할 수 있다(황상규, 2013). 

ISO26000은 서론, 1절 표준범위, 2절 용어와 정의, 3절 사회책임에 대한 이해, 4절 사회책임의 원칙, 

5절 사회책임 인식과 이해관계자 참여, 6절 사회책임 핵심 주제 지침, 7절 조직 전반에 걸친 사회책임 

통합 지침 및 부속서와 문헌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노한균, 2011). 이 중 7절은 조직이 사회적 책임

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척도개발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

는 부분이다. 7절에서는 조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통합적 실행을 조직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의 관

계,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사회적 책임 관련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책임 관련 신뢰성 증진, 

사회적 책임 관련 조직의 행위 및 관행의 검토와 개선, 조직 내 사회적 책임 통합을 위한 실행의 6가

지 하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김성택, 2012).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지표구성의 기본 틀로 삼고 있는 ISO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

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회공헌에 관한 내용은 지역사회참여 부분에 일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

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침의 기본 틀은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인 사회공헌활동의 이행에도 적용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사회공헌활동의 구성요소를 ISO26000의 지침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사회공헌활동의 구성요소 중 기획 및 전략과 관련한 부분은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와 

조직 특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연관성에 배치하였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분은 

조직 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 항목에 배치하였다.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과 관련한 부분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사소통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 항목에 배치하였으며, 평가와 관

련한 부분은 사회공헌활동 관련 조직 행동과 관행의 검토 및 개선 항목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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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 및 척도개발 과정

본 연구는 기업사회공헌활동 척도개발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림 1>  척도 개발 과정 

먼저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기업사회공헌활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ISO26000의 7절

에 제시되어 있는 6개 지침을 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사회공

헌관련 지표들을 번역,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위 요인들을 구성하고, 유사한 문항들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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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기업사회공헌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진행한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와 기업사회공헌관련 컨

설턴트 5명을 대상으로 FGI와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문헌고찰과 FGI 및 개별면접을 통해 구성된 예비문항을 토대로 20여년간 기업 및 기업재단

에서 기업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한 사회공헌 전문가 1인과 척도개발 및 평가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에게 문항의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 받아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수정된 예비문항을 토대로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3명의 실무자에게 

2014년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및 각 문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예비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예비문항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 문항을 토대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기업사회공헌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을 위해 구성된 문항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115개 기업의 사회공헌담당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회수된 94개의 설문지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1개 기업에서 1명의 실무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표집은 사회공헌 컨설팅 

업체의 협조를 받아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리스트와 담당자를 확보한 후 설문조사를 의

뢰하였다. 본 조사 대상인 115개 기업은 사회공헌활동 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이다. 

3) 자료분석 

첫째, 예비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들 

간의 중복성 및 척도의 정제를 위해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토대로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자승 통계

치와 CFI, TLI, RMSEA를 살펴보았다. 

셋째, 판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척도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넷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 알파계수 방법과 측정의 표준오차, 문항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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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척도개발 결과 개요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FGI 및 개별면접, 전문가 자문, 예비조사, 본조사, 자료분석의 과정을 거쳤으

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과정 방법론 주요 결과

척도의 

개념화 및

초기문항

형성

문헌고찰

·기업사회공헌 구성요소 확인 - 기획 및 전략, 프로그램, 이해관

  계자, 평가 

 ·ISO26000의 지침 확인 및 지침에 따라 문항 재구성 

 ·ISO26000의 6개 지침에 따른 하위 요인 구성, 유사 문항 분류 

  및 통합 후 총 33개의 초기문항 구성

예비문항

구성

FGI 및 

개별면접

·사회적 신뢰(투명성),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사회공헌을 

  기업의 경영철학 및 전략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포함

·사회공헌활동이 주요 경영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지는지, 본사와 

  사업장 간의 긴밀한 사회공헌 협조와 소통체계가 있는지의 문항 

  포함

·임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지 등의 문항 추가 

·사회공헌 성과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평가 결과가 활용되

  는지 등의 문항 추가 

·직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세스가 

  있는지의 문항 모호, 사회공헌관련 수상기록 불필요 

·총 43개의 예비문항 구성

내용타당도 

검증
자문

·사회공헌관련 전담부서 보다는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더 적절

·이해관계자 참여 부분 일부 제외

·유사하거나 모호한 문항 제외 및 각 항목 간 문항 수 유사하게 

  배분 

·총 36개 문항으로 조정

예비조사
요인분석 ·모호한 문구 수정 및 통합

의견수렴 ·최종 32개 예비문항 확정

본조사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값이 낮은 5개 문항 제외

  (총 27개 문항)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 검증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판별타당도 검증

·표준오차, 알파계수 및 개별문항과 총점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신뢰도 검증

<표 2>  기업사회공헌활동 척도개발 과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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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구체적 내용

조직특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연관성 

1. 사회공헌 전담부서가 있는가? 

2. 사회공헌을 위한 전담인력이 충분한가? 전문성이 있는가?

3. 직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세스가 있는가?

4. 조직의 특성과 사회공헌활동과의 연관성이 있는가?(조직의 전략과 사회공

  헌활동 전략간의 일치여부) 

5.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 

6.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가? 

7. 최고경영진에서부터 사회공헌 담당부서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관련성과 

  중대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8. 조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9. 사회공헌활동관련 우선순위를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직 전반

  에 공유하고 있는가? 

10. 사회공헌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하는 전략, 목적 및 목표가 개발

   되어 있는가? 

11. 사회적으로 공개된 중장기 비전과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

션)

12. 이해관계자와 양방향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는가?

   (파트너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가?)

13. 사회보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14. 사회공헌관련 수상기록이 있는가? 

15. 사회공헌관련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16.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17. 파트너기관과의 역할분담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18. 조직내부에 사회공헌을 위한 매체나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존재하는가?

19. 대외적으로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의 수준이 적절한가? 

20. 파트너 기관 선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

21.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는가? 

22. 사회공헌관련 자금의 출처와 금액 및 용도를 공개하는가? 

사회공헌

활동 관련 

조직행동과 

관행의 검토 

및 개선 

23.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24. 사회공헌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표준과 기준이 있는가?

25. 사회공헌 성과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잘 규정되어 있는가?

26. 외부 전문가의 평가나 자문을 받고 있는가? 

27. 파트너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가? 

28.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가?

먼저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기업사회공헌활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ISO26000의 7절

에 제시되어 있는 6개 지침을 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사회공

헌관련 지표들을 번역,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위 요인들을 구성하고, 유사한 문항들을 분

류·통합하는 과정을 거친 후 총 33개의 문항을 초기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공헌활동

의 구성요소로 밝혀진 기획 및 전략,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ISO26000의 

지침에 따라 6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구성한 33개의 초기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ISO26000의 지침에 따른 기문항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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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

29. 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는가? 

30. 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31. 회사차원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재정, 자원봉사, 근무시간 내 자원봉사)이

   적절한가? 

32. 사회공헌활동 규모(총지출액, 세후이익대비 총 지출액, 1인당 매출액 대

   비, 1인당 영업이익 대비 등)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33. 사회공헌관련(자원봉사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요소 구체적 내용

조직특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연관성 

1. 사회공헌 전담부서가 있는가? 

2. 사회공헌을 위한 전담인력이 충분한가? 

3. 사회공헌의 전략이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4.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 

5.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가? 

6. 최고경영진에서부터 사회공헌 담당부서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관련성과 

중대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7. 조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8. 사회공헌활동관련 우선순위를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직 전반

에 공유하고 있는가? 

9. 사회공헌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하는 전략, 목적 및 목표가 개발

되어 있는가? 

10. 사회적으로 공개된 중장기 비전과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가? 

11. 사회공헌을 기업의 경영철학 및 전략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가?

12. 사회공헌이 정기적으로 주요 경영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

션)

13. 이해관계자(파트너기관, 소비자 등)와 양방향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

어 있는가?   

14. 사회보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15. 사회공헌위원회 등 사회공헌관련 운영체계가 존재하는가? 

16.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17. 파트너기관과의 역할분담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18. 사회공헌 관련 내부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가? 

둘째, 기업사회공헌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진행한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와 기업사회공헌관련 컨

설턴트 5명을 대상으로 FGI와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FGI 

및 개별면접 결과, 사회적 신뢰(투명성),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사회공헌을 기업의 경영철학 및 

전략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공헌활동이 주요 경영

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지는지, 본사와 사업장 간의 긴밀한 사회공헌 협조와 소통체계가 있는지 등의 

문항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직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세스가 있는지의 문항은 모호하다는 의견과 사회공헌관련 수상기록이 있는지는 본 척도

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토대로 문항을 추가 및 삭제하여 <표 4>와 같이 총 43

개의 초기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4>  FGI  개별면 을 토 로 비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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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가?

20. 이해관계자(직원, 파트너 기관, 소비자 등)가 전략 및 정책개발에 참여

하고 있는가?

21.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조직의 지배구조 및 관행에 반영되고 있는가?

22. 사회공헌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 

23. 본사와 사업장 간의 긴밀한 사회공헌 협조와 소통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

24.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는가? 

25. 사회공헌관련 자금의 출처와 금액 및 용도를 공개하는가? 

26. 대외적으로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의 수준이 적절한가? 

27. 파트너 기관 선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사회공헌

활동 관련 

조직행동과 

관행의 검토 

및 개선 

28.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29. 사회공헌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자체적인 표준과 기준이 있는가?

30. 사회공헌 성과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1. 성과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가 활용되고 있는가?

32. 사회공헌 성과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잘 규정되어 있는가?

33. 외부 전문가의 평가나 자문을 받고 있는가? 

34. 파트너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가? 

조직 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

35. 기부, 자원봉사 등 직원참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는가? 

36. 임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37.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38. 연간사회공헌 예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39. 회사차원에서 직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40. 사회공헌활동 규모(총지출액, 세후이익대비 총 지출액, 1인당 매출액 

대비, 1인당 영업이익 대비 등)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41. 사회공헌관련(자원봉사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42. 사회공헌담당자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만족하는가? 

43. 고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활발한가?

셋째, 문헌고찰과 FGI 및 개별면접을 통해 구성된 43개의 예비문항을 토대로 20여년간 기업 및 기

업재단에서 기업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한 사회공헌 전문가 1인과 척도개발 및 평가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에게 문항의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 받아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자문결과, 사회공헌관련 전담부서 여부보다는 전담부서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더 적절하다는 의

견과 모호한 문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및 각 항목 간 문항수를 유사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36개 문항으로 조정하였다. 

넷째, 수정된 36개의 예비문항을 토대로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3명의 실무

자에게 2014년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및 각 문

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예비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예비문항은 

32개이며, 이 문항을 토대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확정된 32개의 예비문항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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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비조사 결과 도출된 최종 비문항

요소 구체적 내용

조직특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연관성 

1.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개된(홈페이지, 백서 등) 중장기 비전  

과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가? 

2. 사회공헌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하는 전략, 목적 및 목표가 개발

되어 있는가? 

3. 사회공헌의 전략이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4. 사회공헌전략이 정기적으로 주요 경영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5. 사회공헌을 위한 전담인력이 충분한가? 

6. 사회공헌 전담부서는 사회공헌활동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 

7.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가? 

8. 최고경영진에서부터 사회공헌 담당부서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관련성과 

중대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9.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

션)

10. 이해관계자(파트너기관, 소비자 등)와 양방향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

되어 있는가?   

11. 사회공헌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

12.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성과에 대한 내부 홍보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가?

13.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성과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실시하

고 있는가?

14.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부서간에(또는 본사와 사업장간의) 긴밀한 협조

와 소통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15. 직원, 파트너기관, 소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사회공헌활동의 전략 및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있는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

16. 파트너기관이나 지원기관(또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는가?

17. 사회공헌위원회 등 사회공헌관련 운영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가?

18. 사회공헌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19.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공헌관련 예산과 집행내역을 외부에 

충분히 공개하는가? 

사회공헌

활동 관련 

조직행동과 

관행의 검토 

및 개선 

20.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21. 사회공헌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자체적인 표준과 기준이 있는가?

22. 사회공헌 성과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3. 성과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가 활용되고 있는가?

24. 사회공헌 성과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잘 규정되어 있는가?

조직 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

25. 기부, 자원봉사 등 직원참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26. 회사차원에서 직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27.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28. 사회공헌관련(자원봉사 등) 직원교육은 충분히 실시되고 있는가?

29. 사회공헌활동에 고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활발한가? 

30. 사회공헌관련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31. 사회공헌담당자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가치, 방향, 규

모, 내용 등) 만족하는가? 

32. 우리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문제해결 등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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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50 53.2

여성 44 46.8

연령

20대 8 8.5

30대 52 55.3

40대 27 28.8

50대 7 7.4

직급

사원급 6 6.4

대리급 22 23.4

과장급 20 21.3

차장급 25 26.6

부장급 20 21.3

임원급 1 1.1

마지막으로 본조사는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2개 문항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하기위해 실시되었으며, 최종 27개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본조

사의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본조사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총 94개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각 기업당 1명의 담당 직원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총 94명 중 남성이 50명

(53.2%), 여성이 44명(46.8%)이었고, 연령은 20대가 8명(8.5%), 30대가 52명(55.3%), 40대가 27명

(28.8%), 50대가 7명(7.4%)으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많았다. 직급은 사원급 6명

(6.4%), 대리급 22명(23.4%), 과장급 20명(21.3%), 차장급 25명(26.6%), 부장급 20명(21.3%), 임원급 

1명(1.1%)으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급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사회공헌 전담부서 유무로는 전담

부서가 있다는 응답이 75명(79.8%), 없다는 응답이 19명(20.2%)으로 대부분 사회공헌 전담부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1000명 미만이라는 응답은 25명(26.9%), 1000명이상 

5000명 미만이라는 응답은 30명(32.2%),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이라는 응답은 12명(12.9%), 10000

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26명(28.0%)이었다. 응답자의 소속은 사회공헌전담부서 소속이 48명(51.1%), 

타부서 소속이면서 사회공헌 업무를 전담한다는 응답자가 16명(17.0%), 타부서 소속이면서 사회공헌 

업무를 겸직한다는 응답자가 20명(21.3%), 재단 소속이 10명(10.6%)으로 사회공헌 전담부서 소속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6>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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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전담부서 유무

전담부서 있음 75 79.8

전담부서 없음 19 20.2

전체근로자수 

1000명 미만 25 26.9

1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30 32.2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2 12.9

10000명 이상 26 28.0

응답자 소속

사회공헌 전담부서 48 51.1

타부서 소속이면서 사회공헌 전담 16 17.0

타부서 소속이면서 사회공헌 겸직 20 21.3

재단 10 10.6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94개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 94명을 대상으로 한 본조사를 토대로 사회공헌활동 척도의 예비문항

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제시된 요인들 간의 중복성 및 척

도의 정제를 위해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

다. 

요인 추출의 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으로 하였으며, 요인적재값이 .3이상인 문항을 척도

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DeVellis, 1991; 노충래·김정화, 2011에서 재인용), 요인별로 부

하되는 척도항목들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요인에 교차적재된 문항을 제외하여 분석하

였다(Costello & Osborne, 2005; 노충래·김정화, 2011에서 재인용). 교차적재된 문항들 중 이론적 근

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더 타당한 요인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은 ‘사회공헌을 위한 전담인력이 충분한가?’, ‘사회공헌 

전담부서는 사회공헌활동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사회공헌관련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

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사회공헌담당자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가치, 방향, 규모, 

내용 등) 만족하는가?’, ‘우리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문제해결 등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다고 생각하는가?’의 5문항이다. 

위의 5개 문항이 삭제된 총 27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용가능성은 Bartlett의 단위행

렬 점검 및 KMO(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

렬 분석결과 카이제곱 값이 1610.064(df=351, p=.000)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도 .884로 표본 적합도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7개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에서도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3이하로 문제가 있는 문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결과 고유값 1이상은 다음과 같이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조직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에 해당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적재값은 .599~.783

이었다. 요인 2는 사회공헌활동 관련 조직행동과 관행의 검토 및 개선에 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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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문항
요 인

1 2 3 4 5 6

조직 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

1.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성과에 대한 내부 

홍보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783 .016 .189 .036 .140 .230

2.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성과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639 .087 .140 .112 -.161 .374

3.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부서간에(또는

본사와 사업장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체

계가 마련되어 있다. 

.621 .216 .304 .180 .245 .069

4. 기부, 자원봉사 등 직원참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607 .380 .074 .216 .386 -.177

5. 회사차원에서 직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되고 있다. 
.657 .289 .187 .152 .285 -.263

6.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참여에 대한 만족도

가 높다.  
.748 .299 .035 .198 .125 -.063

7. 사회공헌관련(자원봉사 등) 직원교육은 충

분히 실시되고 있다. 
.599 .141 .028 .459 .053 .144

사회공헌

활동 관련 

조직

행동과 

관행의 

검토 및 

개선

8.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89 .426 .338 .228 .247 .258

9. 사회공헌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자체적인 

표준과 기준이 있다. 
.216 .794 -.030 .180 .217 .155

10. 사회공헌 성과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118 .900 .159 .138 -.001 .118

11. 성과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가 활용되고 

있다. 
.117 .874 .198 .089 .079 .103

12. 사회공헌 성과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잘 규정되어 있다. 
.300 .802 .105 .167 .167 .041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

13. 사회공헌전략이 정기적으로 주요 경영회

의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84 .037 .575 .016 .419 .278

14.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의 중

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006 .187 .817 .268 .185 .087

15. 최고경영진에서부터 사회공헌 담당부서에 

이르기까지 사회공헌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다.  

.305 .076 .801 .204 .200 .116

있으며, 요인적재값은 .426~.900이었고, 요인 3은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적재값이 .488~.817이었다. 요인 4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사소통으로 5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적재값은 .426~.721이었다. 요인 5는 조직특성과 사회공헌활동의 연관성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적재값이 .558~.807이고, 요인 

6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 관련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적재값은 .555~.791

이었다. 

6개 요인의 누적 설명량은 69.5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1(조직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

천)의 설명량이 40.61%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탐색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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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의 목표 및 내용

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 
.363 .283 .488 .414 -.074 .185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17. 이해관계자(파트너기관, 소비자 등)와 양

방향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다. 
.208 .177 .289 .721 .154 .071

18. 사회공헌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95 .172 .408 .426 .218 .220

19. 직원, 파트너기관, 소비자 등 주요 이해관

계자가 사회공헌활동의 전략 및 정책개발

에 참여하고 있다. 

.151 .192 .021 .636 .395 .200

20. 사회공헌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충분

히 받고 있다. 
.092 .124 .210 .690 .099 .297

21. 사회공헌활동에 고객,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활발하다. 
.476 .153 .153 .602 .089 -.006

조직

특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연관성

22.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개된

(홈페이지, 백서 등) 중장기 비전과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 

.117 .080 .154 .197 .807 .134

23. 사회공헌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

하는 전략, 목적 및 목표가 개발되어 있

다. 

.188 .209 .362 .303 .644 .060

24. 사회공헌의 전략이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196 .205 .454 .019 .558 .112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

25. 파트너기관이나 지원기관(또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결과를 공개한다. 
.032 .152 .198 .167 .017 .791

26. 사회공헌위원회 등 사회공헌관련 운영체

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080 .233 .268 .165 .431 .555

27.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공헌

관련 예산과 집행내역을 외부에 충분히 

공개한다. 

.105 .101 .051 .301 .356 .563

평균(SD)

전체평균(SD) : 3.467(.563)

3.594

(.610)

3.311

(.766)

3.521

(.748)

3.315

(.651)

3.798

(.796)

3.280

(.882)

고유값(eigen value)

설명량 : 전체 69.53%  

10.97

40.61

2.30

8.53

1.91

7.08

1.44

5.32

1.15

4.25

1.01

3.74

또한, 6요인 모형 각 문항의 변별도를 확인하기 위해 27개 총 문항과 각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척도의 평균은 3.467(SD=.563)이었다. 조직특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연관성 요인

의 평균이 3.798(SD=.796)로 가장 높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 요인의 평균이 

3.280(SD=.882)으로 가장 낮았다. 조직 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 요인의 평균은 

3.594(SD=.610), 사회공헌 활동 관련 조직행동과 관행의 검토 및 개선 요인의 평균은 

3.311(SD=.766)이었고,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 요인의 평균은 3.521(SD=.748),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요인의 평균은 3.315(SD=.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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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조직 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

1.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성과에 대한 내부 홍보를 활발

하게 실시하고 있다. 
.742 .671*** .108

2.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성과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

션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497 .502*** .102

3.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부서간에(또는 본사와 사업

장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768 .709*** .104

4. 기부, 자원봉사 등 직원참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1.000 .819

5. 회사차원에서 직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

절하게 되고 있다. 
.874 .790*** .103

6.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852 .784*** .101

7. 사회공헌관련(자원봉사 등) 직원교육은 충분히 실시

되고 있다. 
.709 .652*** .107

사회공헌

활동 관련 

조직

행동과 

관행의 

검토 및 

개선

8.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538 .589*** .085

9. 사회공헌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자체적인 표준과 기

준이 있다. 
.963 .835*** .087

10. 사회공헌 성과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1.000 .899

11. 성과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가 활용되고 있다. .986 .876*** .081

12. 사회공헌 성과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잘 규정

되어 있다. 
.916 .859*** .078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

13. 사회공헌전략이 정기적으로 주요 경영회의 안건으

로 다루어지고 있다. 
.753 .649*** .106

14.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890 .786*** .095

15. 최고경영진에서부터 사회공헌 담당부서에 이르기까

지 사회공헌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잘 형성하

고 있다.  

1.000 .917

16.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 
.740 .679*** .098

사회공헌 17. 이해관계자(파트너기관, 소비자 등)와 양방향 의사소 .953 .778*** .157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① 구성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토대로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p<.001), 모든 문

항의 표준화계수가 .5이상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다(배병렬, 2009). 

<표 8>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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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통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다. 

18. 사회공헌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78 .737*** .178

19. 직원, 파트너기관, 소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사

회공헌활동의 전략 및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995 .694*** .116

20. 사회공헌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

다. 
1.000 .636

21. 사회공헌활동에 고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

여가 활발하다. 
.964 .681*** .175

조직

특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연관성

22.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개된(홈페이지, 

백서 등) 중장기 비전과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 
.928 .728*** .125

23. 사회공헌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하는 전략, 

목적 및 목표가 개발되어 있다. 
1.000 .859

24. 사회공헌의 전략이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

다. 
.703 .722*** .096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

25. 파트너기관이나 지원기관(또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

과 결과를 공개한다. 
.718 .608*** .134

26. 사회공헌위원회 등 사회공헌관련 운영체계가 활발

히 운영되고 있다.
1.000 .815***

27.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공헌관련 예산

과 집행내역을 외부에 충분히 공개한다. 
.823 .643*** .146

 ***p<.001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델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카이자승치에 의한 합치도 평가가 

표본 수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카이자승치를 자유도로 나눈 수치(CMIN/df)가 3이하일 때 모형수

용이 가능하다는 기준(Kline, 2005)을 적용한 결과, 본 모형의 CMIN/df 는 1.579로 좋은 수준이었다. 

또한,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를 살펴본 결

과, CFI는 .877, TLI는 .860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도 .079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표 9>  모델 합도

χ
2 df CMIN/df CFI TLI RMSEA

487.759*** 309 1.579 .877 .860 .079

 ***p<.001

② 별타당도 

판별타당도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배병렬, 2009).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먼저,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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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요인 간 상관관계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정

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와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의사소통(r=.644)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상관관계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과 조직 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r=.358)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85보

다 작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된다고 보기 때문에(Kline, 2005), 본 척도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 10>  요인 간 상 계

요인 1 2 3 4 5

1. 조직 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 1

2. 사회공헌 활동 관련 조직행동과 

관행의 검토 및 개선
.573*** 1

3. 조직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 .552*** .482*** 1

4.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639*** .532*** .644*** 1

5. 조직특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연관성 .511*** .461*** .635*** .571*** 1

6.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 .358*** .446*** .545*** .564*** .495***

 

***p<.001

다음으로 측정도구와 이론적으로 관련이 없는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급, 근로자수와 기업사회공헌활동 척도와의 관계를 분석하

였고,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급, 소속기업의 근로자수와 기업사회

공헌활동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기업사회공헌활동 척도와 변수들간의 상 계 분석

척도 성별 연령 직급 근로자수

기업사회공헌활동척도 -.035 .200 .135 .022

(4) 신뢰도 검증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알파계수 방법과 측정의 

표준오차, 문항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0으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요인 1의 신뢰도는 .875, 요인 2는 .905, 요인 3은 .827, 요인 4는 

.783, 요인 5는 .811, 요인 6은 .727로 모든 요인에서 신뢰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측정의 표준오차의 경우 값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척도 총점의 

5% 이내를 기준으로 삼는다(McMurtry and Husdon, 2000; 노충래·김정화, 2011에서 재인용). 각 요

인의 가능한 점수는 5점이기 때문에 총점의 5%는 .250인데, 전체 척도 문항의 표준오차는 .058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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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항

개별 문항과 

총점 간 

상관관계

1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성과에 대한 내부 홍보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

다. 
.588

2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성과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실시

하고 있다. 
.492

3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부서간에(또는 본사와 사업장간의) 긴밀한 협

조와 소통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697

4 기부, 자원봉사 등 직원참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676

5 회사차원에서 직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되고 있다. .614

6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615

7 사회공헌관련(자원봉사 등) 직원교육은 충분히 실시되고 있다. .614

8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

다. 
.721

9 사회공헌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자체적인 표준과 기준이 있다. .651

우 안정적인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각 요인별 표준오차도 .063~.091로 매우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2>  표 오차  알 계수

요 인 항목수 표준오차
신뢰도

(Cronbach's α)

요인 1(조직 내 사회공헌 통합을 위한 실천) 7 .063 .875

요인 2(사회공헌 활동 관련 조직행동과 관행

       의 검토 및 개선)
5 .079 .905

요인 3(조직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 4 .077 .827

요인 4(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5 .067 .783

요인 5(조직특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연관성) 3 .082 .811

요인 6(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신뢰성 증진) 3 .091 .727

전  체 27 .058 .940

전체척도의 총합과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문항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문항분석결과 

상관관계 크기의 범위가 .473-.722로 개별문항과 척도간의 상관관계가 최소 .30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기준(Streiner and Norman, 1995; 김용석 외, 2007에서 재인용)에 모두 부합하였다. 즉, 각 문항이 척

도구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3>  개별문항과 총  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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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공헌 성과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620

11 성과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가 활용되고 있다. .626

12 사회공헌 성과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잘 규정되어 있다. .688

13 사회공헌전략이 정기적으로 주요 경영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588

14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629

15 최고경영진에서부터 사회공헌 담당부서에 이르기까지 사회공헌의 중요

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다.  
.701

16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 .705

17 이해관계자(파트너기관, 소비자 등)와 양방향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

되어 있다. 
.676

18 사회공헌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97

19 직원, 파트너기관, 소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사회공헌활동의 전략 

및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643

20 사회공헌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다. .611

21 사회공헌활동에 고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활발하다. .646

22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개된(홈페이지, 백서 등) 중장기 비

전과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 
.587

23 사회공헌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하는 전략, 목적 및 목표가 개

발되어 있다. 
.722

24 사회공헌의 전략이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619

25 파트너기관이나 지원기관(또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결과를 공개한다. .473

26 사회공헌위원회 등 사회공헌관련 운영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649

27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공헌관련 예산과 집행내역을 외부

에 충분히 공개한다. 
.547

5. 결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면서, CSR을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증

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CSR 평가기관은 약 58개 정도이며, 대부분 기업의 경

영환경 전체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생태학적 추세와 함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성택, 2012). 이에 반해 CSR의 하위요소인 기업사회공헌활동만

을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대부분 CSR 평가 척도 내에 일부분으로 기업사회

공헌활동을 측정하고 있으나 문항의 수가 적고, 내용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회

사가 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는지, 직원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지 등 단순한 질문에 그치

고 있다. 그러나 CSR의 자선적 책임 영역인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

고, 이를 평가하고자 하는 기업과 사회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사회공헌활동을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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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의 지침을 기업사회공헌활동에 적용하여 기업사회

공헌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94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를 대상

으로 기업사회공헌활동 측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사회공헌활동 관련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 척도를 비교, 분

석하여 초기문항을 구성하였으며, FGI 및 개별면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업사회공헌활동의 구성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된 척도의 구

조를 분석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들을 제외한 후 6개 요인, 27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

의 요인적재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든 문항의 표준화계수가 .5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셋째,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85이하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넷째, 알파계수방법, 측정의 표준오차, 문항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각 요인의 

신뢰도는 .727에서 .905였으며, 각 요인별 표준오차는 .063에서 .091로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전체척도의 총합과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문항분석 결과 상관관계 크기의 범위가 .473

에서 .722로 각 문항이 척도구성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책임관련 국제표준인 ISO26000의 지침을 토대로 기업사회공헌활동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사회공헌만을 측정하는 지표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각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및 한계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보편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사회공헌활동 측정 

척도로 현재 많은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가이드라인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SO26000의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CSR 평가와 연계하여 기업사

회공헌활동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B2B기업과 B2C기업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측정해야 할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기

업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문항이 추가로 개발되어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문항과 기업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분된다면, 척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최근에 기업들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본 척도에서는 해

외 사회공헌활동에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제외되어 있다. 해외의 사회공헌활동은 현지 문화에 대한 



기업사회공헌활동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및 타당화  29

이해와 조사, 현지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비중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해외사회공헌활동을 비중 있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측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문항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조사시 94개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실제 기업사

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중 담당자가 있는 기업은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표본크기가 작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ISO26000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 문

항수를 유사하게 하여 각 항목 간 비중을 동일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조정이 

필요하여 영역 간 문항 수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영역별 중요도의 차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아니면 각 문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영역 간 중요도를 유사하게 살펴보는 것

이 적절할 것인지 고찰하는 것은 추후 연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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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rporate Philanthropy Scale
: focusing on the guidelines of ISO26000

Kim, Jihae

(Namseou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corporate philanthropy scale focusing on the 

guidelines of ISO26000 and to test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uthor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individually interview, 

consult and pilot test in order to clarify description and relevance of scale items.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ation of scale, 94 staffs in charge of the corporate 

philanthropy work in the companies were surveyed as research subjects. The 

results of the explanatory factor analysis on scale found the six factor structure 

and 27 items. The construc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confirmed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also remained 

at a high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corporate philanthropy was suggested. 

Key words : corporate philanthropy scale, ISO26000, valid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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