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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CSR이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배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의 여부에 이러한 관련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표본은 2011-2017년 KOSPI상장기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회계성
과보상민감도는 음(-)의 관계, 주식성과보상민감도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CSR과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는
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지배구조가 효율적일 때 경영자보상제도와 대체적으
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장기적
인 관점에서 주주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효과적인 경영자유인보상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서로 중복되는 장치들을 줄이거나 개선한다면 기업 가치를 높이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식성과보상민감도, 회계성과보상민감도, 지배구조, 보완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SR on the managers’ 
compensation-performance sensitivity,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is 
relationship as the governance structure is more efficient. The sample for analysis was from 
KOSPI-listed companies in 2011-2017,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releva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CSR company,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for managers’ 
compensation-accounting performance sensitivity and a positive relationship for managers’ 
compensation-stock performance sensitivity. Second, CSR and the managers’ compensation-performance 
sensitivit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corporate governance. In CSR companies, when the corporate 
governance is effective, the managerial compensation system generally complements each o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design an effective manager's compensation system within the 
company in order to induce managers' decision-making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shareholder 
profits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CSR companies. In addition, if we identify th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reduce or improve the devices that overlap each other, it is believ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corpor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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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업의 성장․발전은 해당 기업을 비롯하여 그 
기업이 속해있는 사회 또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
제사회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화되어가고 
있다. 기업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치
는 파급효과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위치는 높아
지고 기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_CSR)은 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 외에 법령․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면
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책임 있는 활동
을 의미하는데[1], 과거에는 CSR을 단순하게 윤리나 법
을 지키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수동적인 개념으로 여겨졌
지만, 현재는 기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
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2]. 다시 말해 CSR은 기업에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권장사항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전략이며 사회적 요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CSR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CSR은 기업이 이루려고 하는 주요목표는 아
니며, 적극적으로 수행할수록 오히려 비용만 커지게 되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CSR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주주
이익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경영자에게 기업 가치를 위한 선택을 하
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경영자
보상 정책이다. CSR 활동이 기업의 전략으로 자리매김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경영자보상과의 관련성을 연구하
는 것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배제하고 주주와
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
절하다고 할 것이다.

CSR 관련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
영자보상과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경영자보상수준
과의 관련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SR과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
여, 경영자로 하여금 CSR을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효율
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실무적·이론적으로 경영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때
는 지배구조가 크게 관여한다. 지배구조 특성은 기업의 
소유구조나 이사회 구조 등 기업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지배구조와 경영자보
상과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왔으며 각 지배구조
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CSR과 경영자성과
보상민감도에 지배구조가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추
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기
업의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며,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2. 이론적배경 및 선행연구

2.1 CSR
CSR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면서 윤리적

으로 법을 지키며, 사회·환경에 공헌함을 의미한다[3]. 
CSR은 1990년대부터 기업의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현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필수적인 생
존전략으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CSR관련 선행연구에서는 CSR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CSR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감소
시키고[4], 경영자의 이익관리행위를 제한하여[5], 궁극
적으로는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일각에서는 CSR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발생시켜 오히려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침을 보고하기도 하며[6], CSR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
적인 효과가 상쇄되어 유의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제시하기도 한다[7]. 이처럼 CSR은 그 가치나 의미에 대
해 명확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CSR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CSR을 지속해서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
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행연구에서는 
CSR이 기업경영의 주된 목표도 아니고 뚜렷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이에 참여하는 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져왔으며, 이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로 경영자 보상을 사용하여 두 가지 대립가
설인 이해관계자가설과 기회주의가설에 근거하여 설명하
고 있다. 먼저 이해관계자가설은 경영자의 CSR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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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주와 일치 시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여기므로[8], CSR성과가 좋다고 하더
라도 경영자는 자신이 모범적인 경영자로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내적보상을 받으므로 경영자보상은 감소함을 
주장한다[9]. 반면, 기회주의가설은 대리이론에 따라 경
영자의 CSR활동이 경영자의 명성을 높이거나 부정행위
를 은폐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높
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므로 경영자 보상은 증가함을 
제시한다[10].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경영자보상은 경영자에게 
CSR에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경영자의 노력을 주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유인하기 위해서
는 경영자보상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2 경영자 성과보상민감도
소유·경영이 분리되는 형태의 기업에서 소유자인 주주

는 대리인인 경영자에게 기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하
여 기업운영을 책임지고 꾸려나간다. 이러한 경우, 위임
자인 주주는 대리인인 경영자의 노력투입과 의사결정과
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경영자만이 알고 있는 
사적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없기에 경영자는 주주의 이
익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높일 유인을 가
지는 대리문제가 나타나게 된다[10]. 기업에서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은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Jensen & Meckling(1976)은 주주-경영자 사이의 대
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와 경영자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10], Jensen (1983)은 경영자 유인보상을 
설계할 때 그들의 의사결정과 노력투입 정도가 반영되는 
정보력이 있는 성과측정치를 이용하면, 경영자가 자신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닌 기업가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
록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1]. 이는 경영자의 행
동을 일일이 관찰할 수 없는 주주가 경영자로 하여금 자
발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력투입
이 반영되는 성과측정치와 연계된 유인보상계약을 확립
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영자 보상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자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전형적인 성과측정치로 회계성과측정치와 
주식성과측정치를 고려하고 있다[12]. 주식성과측정치는 
기업가치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며, 주주-경영자 사이의 
목표일치성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경영자 보상을 결정하
는데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개별기업 특성에 의한 내부
적인 요인보다 시장·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
이 받기 때문에 경영자의 통제력과 경영자의 노력에 대
한 정보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 보상을 
결정할 때 시장성과측정치만 고려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
상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달리 회계성과측정치는 
주식성과측정치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영자의 노력투입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며, 경영자의 통제범위를 넘어
서는 시장가치변동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경영자를 보호
하기 때문에 경영자 보상계약에 주로 이용된다[13]. 그러
나 회계이익은 단기적인 지표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경영자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근시안
적인 의사결정을 할 유인을 제공한다[14]. 따라서 경영자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선행연구에서는 회계성과측정치와 
더불어 주식성과측정치를 함께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2.3 CSR과 경영자보상 관련 선행연구 및 차별성
CSR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기업성과나 자본비용,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으나, 경영자가 CSR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영자 보상
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들은 저조하다. 

Y. Cai, H. Jo. & C. Pan. (2011)는 CSR과 경영자 
보상수준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영자 보상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3]. 

K. Karim. E. J. Lee. & S. H. Suh.. (2018)은 경영자 
보상을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으로 구분하여 CSR이 경영
자 보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CSR을 성과
가 높을수록 경영자보상에서 현금보상이 차지하는 비율
은 감소하는 반면 주식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최근 국내연구로 B. J. Park(2018)에서 경영자지분율
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CSR과 경영성과의 
상호작용이 경영자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그 외 H. W. Cho & B. J. Park(2017), Y. S. Kang, J. 
H. Lee, K. Baek(2018)의 연구에서도 CSR과 경영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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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이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으나 B. J. Park(2018)의 
연구와 같이 단순한 경영자 보상수준 변수만을 사용하고 
있다[16-18].

CSR이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연구는 S. J. Hwang. & D. I. Kim. (2019)이 유일하
다[19]. 그러나 경영자보상 설계에는 이사회를 비롯한 기
업지배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와의 관련성을 함께 분석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SR활동이 경영자성과보상민
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구조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
3.1.1 CSR과 경영자 성과보상민감도
경제·사회·환경적 성과를 핵심요소로 하는 CSR은 기

업의 장기생존전략으로 논의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을 수반하
는 CSR을 점점 더 늘려가며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
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
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CSR이 직원들의 사기 및 생산성을 
높여주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함을 
제시하고 있으며[20] 기업을 향한 투자자의 신뢰성이 제
고되어 투자위험이 낮아지고, 내재자본비용이 감소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함을 언급하고 있다[21]. 또한 CSR은 자
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오랫동안 시행을 지
속할 때 효과가 드러날 가망이 있으며[22],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원배분활동이라
는 관점에서 CSR에 대한 효과는 근접한 차기에만 국한
되어 있지 않고 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남을 언급하
고 있다[23]. 이러한 내용들로 비추어볼 때, CSR을 적극
적으로 수행할수록 비용은 점점 증가하여 단기적인 기업
의 이익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투자가 계속 이
루어지는 것은 CSR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창출되는 
기대 효익이 더욱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CSR은 
기업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이익을 높이기 위해 투
자하게 되는 비용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CSR을 많
이 수행할수록 기업의 회계적성과는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영자에게 단기성과를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의
사결정을 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CSR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기업에서 경영자보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계성과측정치는 경영자의 장기투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투입노력에 대한 정보력이 감
소하여 경영자의 회계성과에 대한 보상민감도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주식성과측정치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이 반영되어 경영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된 투자의
사결정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가격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경영자보상 민감도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설1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경영자 회계성과-보상
민감도는 낮아지며, 주식성과-보상민감도는 높아
질 것이다.

3.1.2 지배구조의 영향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가 사적 이익보다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투입을 하도록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경영자보상은 성과에 근거한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주주-경영자 사이의 대리문제를 완화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한다. 이와 같이 지배구조와 
경영자보상은 경영자에게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
투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다[24]. 

선행연구에서는 지배구조와 경영자보상사이의 관계에 
대해 상호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대체관
계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경영자보상제도를 대체할 수 있
다는 개념으로 지배구조가 효율적인 경우 경영자보상제
도를 통한 감시·통제는 약화하며, 지배구조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경영자보상제도를 통한 감시통제는 강화된다
고 보는 관점이다. 이와 다르게 보완관계는 강력한 지배
구조 환경에서 성과에 근거한 강력한 보상제도가 설계될 
수 있기에 지배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경영자보상
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운영되며, 지배구조가 비효율적이
면 경영자보상제도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입
장이다[25].

상기와 같은 내용을 통해 CSR과 경영자 성과보상민
감도사이의 관계는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데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배구조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체 관계에 따라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운영
되어 주주의 이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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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경영자보상제도를 통한 경영자에 대한 감시·통제가 
굳이 강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배구조가 비효과적으로 운영되어 경영자에 대한 감시·
통제가 비효율적이라면 경영자의 투입노력을 주주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한 경영자보상을 보다 강력
하게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완관계에 따라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성
과에 근거한 경영자보상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으며, 반대로 지배구조가 비효과적이면 경영자의 권
한이 강화되어 경영자보상제도도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가설2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2] 지배구조는 CSR과 경영자 성과보상민감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변수정의는 아래와 

같다.

      
   
    
    

  <식1>

∆    ∆ 
  ×∆
 × ×
 ∆× ×
 ×∆×
 ××  
       

  <식2>

: i기업의 t년도 경영자1인당 총보상의 변화   
         = ln   ln  
: 총자산 순이익률의 변화 =    
: 주식수익률 = 년도 종가

년도 종가     년도 종가 

: 사회적 책임활동 여부 더미변수
: 지배구조
 - : 경영자지분율=대표이사보유주식수/유통주식수
 - : 이사회규모=LN(등기이사 수)
 -: 사외이사비율=사외이사 수/등기임원 수
: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 기업규모 (Ln(총자산))
: 성장성=(부채장부가치+자본시장가치)/총자산
 : 산업더미   : 연도더미

<식1>은 [H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CSR이 경영
자성과보상민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다. 종속변수는 경영자1인당 총보상의 변화이고, 독립변
수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성과와 주식성과이다. 경
영자 1인당 총보상은 등기임원 1인당 평균현금보상과 스
톡옵션보상1)의 합을 사용하였고, 회계성과와 주식성과는 
각각 총자산순이익률의 변화와 주식수익률을 사용하였
다. 경영자보상이 경영성과에 근거하여 지급된다면, 회계
성과와 주식성과를 나타내는 , 의 계수는 유
의적인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CSR은 자산적 성격을 가지는 비용으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며, CSR을 많이 수행할수록 
비용이 증가하여 단기적인 성과는 감소하므로 경영자로 
하여금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회계성과측정
치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나 투입노력에 대한 정보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회계성과보상민감도는 감소할 
것이며, 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러나 주식성과측정치는 경영자의 장기투자의사결정에 대
한 기대치가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경영자 
보상에서 주식성과보상민감도는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식2>는 [H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며, CSR을 수
행하는 기업에서 경영자 성과보상민감도가 기업지배구조
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요 
변수는 과 으로, CSR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지
배구조가 효율적이어서 경영자에게 강력한 보상체제를 
제공할 필요성이 약해진다면 CSR과 경영자성과보상민
감도 사이의 관계는 약화할 것이며, 반대로 지배구조가 
효율적이어서 경영자 보상제도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
되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CSR과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 
사이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3.3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1) 블랙숄즈모형을 활용하여 한 단위당 보상가치를 측정하였다
[24].블랙-숄즈 모형의 기본 항목은 배당수익률, 무위험수익률, 
주식수익률의 기대변동성으로, 해당 내용이 스톡옵션부여 기
업의 사업보고서상에 제시되어 있으면 보고자료를 활용하였고,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배당수익률은 옵션부여 연도의 현금배
당/연말 주식가격, 무위험수익률은 평가시점의 5년 만기 국공
채수익률, 주식수익률의 기대변동성은 옵션을 부여한 시점의 
회계연도 말 이전 120일간의 일별주식수익률에 대한 표준편차
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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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 

 0.014 1.000 

∆ 0.013 0.025 1.000 

 0.091** 0.055** -0.099** 1.000 

 -0.049* -0.037 0.002 -0.021 1.000 

 -0.019 -0.012 -0.001 0.004 0.090** 1.000 

 -0.005 0.082** 0.008 0.001 -0.150** -0.001 1.000 

 -0.030 -0.138** -0.014 -0.057** 0.348** -0.100** -0.209** 1.000 

 -0.027 -0.212** -0.018 -0.033 0.036 0.006 -0.158** 0.265** 1.000 

 0.069** -0.032 0.027 0.098** 0.123** -0.015 -0.093** -0.062** -0.055** 1.000 

Table 2. Correlation

    

 0.027 0.026 16.489 -11.898 

 0.521 1.000 1.000 0.000 

∆ -0.005 -0.001 1.474 -2.301 

 0.108 0.000 12.617 -13.523 

 6.773 6.000 20.000 1.000 

 0.187 0.200 0.750 0.167 

 0.205 0.006 0.865 0.000 

 20.425 20.162 26.292 16.300 

 0.483 0.495 0.999 0.027 

 1.121 0.940 9.299 0.27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본 연구에서 CSR 자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에서 창출하는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사용하였다. 경실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CSR 활동 기업들은 상위 200개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보상자료와 연계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모집단
의 속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경실련에서 공
시되고 있는 CSR자료 외에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상위 400위까지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러
한 특성을 반영하여 추출한 자료의 표본기간은 2012년
-2016년까지이며, 변수측정을 위해 2011년-2017년 재
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의 동질성을 위해 금융업을 제외한 KOSPI상장기업 
2,475개로 한정하였으며, 사업보고서 내 경영자 관련 보
상자료가 공시되지 않는 기업들도 제외되었다. DATA 
Guide와 TS2000을 이용하여 재무․주가자료를 추출하였
고, 경영자관련보상자료는 DART에 공시되는 사업보고
서를 이용하였다.

4.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일

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기술통계
량을 살펴보았다.

경영자총보상의 변화()에 대한 평균은 0.027로 
중위수인 0.026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에 표
본분포의 비대칭성이 낮아 정규성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계성과측정치(∆)의 평균과 중위수는 –
0.005와 –0.001, 주식성과측정치()의 평균과 중위
수는 0.108과 0.000로 나타나 경영성과와 관련된 변수

들 역시 정규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CSR활
동여부는 더미변수를 사용함에 따라 최대값이 1, 최소값
은 0이며, 평균이 0.521로 나타나 CSR을 수행하는 기업
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표본수가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지배구조관련 변수 중 이사회규모()는 클수록 지배구
조가 건전함을 의미하는 데, 표본기업의 등기이사 수가 
많게는 20명 적게는 1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비율()은 이사회 독립성을 나타내며 가장 
높은 비율은 75%, 가장 낮은 비율은 0.16%이며, 경영자
지분율()은 경영자가 많게는 86.5%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아주 미미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
으로 확인된다. 

Table 2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경영자총보상의 변화는 CSR과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
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또한 경영성과변수 중 회계성
과측정치(∆)와는 양의 방향이긴 하나 비유의적이
며, 주식성과측정치()와는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영자 보상의 변화가 주식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지배구조변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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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0.268 0.992 0.276 1.029 0.244 0.911
 -0.049 -1.216 -0.059 -0.998 -0.228 -2.107

∆ 0.520 2.489** 0.332 0.801 0.899 1.670*

 0.046 1.885* 0.072 2.153** 0.161 2.596***

   -0.211 -2.386** -0.332 -1.777* -0.035 -3.195***

×∆ -0.496 -1.743 -0.484 -0.994 1.053 1.293
× 0.103 2.883*** 0.025 0.531 -0.042 -0.667
× 0.272 2.374**

∆ × -0.309 -0.357
× -0.004 -0.046

×∆ × -0.064 -0.058
×× -0.184 -1.762*

× 0.346 1.330
∆ × 0.679 0.357
× -0.193 -1.150

×∆ × -0.073 -0.032
×× 0.221 1.011

× 0.035 2.301**

∆ × -0.070 -0.880
× -0.019 -2.059**

×∆ × -0.284 -2.167**

×× 0.017 1.793*

 -0.013 -1.269 -0.014 -1.318 -0.004 -0.344
 -0.066 -0.736 -0.044 -0.497 -0.061 -0.688
 0.061 2.560** 0.065 2.760*** 0.073 3.043***

 3.081*** 2.731*** 3.552***

  0.022 0.019 0.027

Table 4. Regression Analysis for testing H2 

관련성을 살펴보면, 이사회규모를 나타내는 만이 유
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는 비유의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CSR과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
Table 3은 [H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로, CSR이 경영

자성과보상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경영성과관련 변수인 와 에 대한 계수는 

각각 0.490, 0.043으로 5%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보상의 변화는 경영성
과와 연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된 관심변수인 
×∆의 계수는 –0.530로 5%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의 계수는 0.061로 5%수준에
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경영자에게 보상
을 지급할 때, 경영자가 주주이익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회계성과측정치에 
대한 보상가중치를 낮추고 주식성과측정치에 대한 보상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단기적성과를 반영하는 회계성과측
정치보다 장기적성과를 반영하는 주식성과에 더 큰 가중

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V
Model1

Coef t

 -0.187 0.707

 0.007 0.197

 0.490 2.543**

 0.043 1.997**

×∆ -0.530 -2.054**

× 0.061 1.995**

 -0.012 -1.153

 -0.048 -0.546

 0.064 2.713***

 3.268***

  0.019

Table 3. Regression Analysis for testing H1

 
4.3 지배구조의 영향

Table 4는 [H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로, CSR을 수행
하는 기업에서 지배구조의 효율성에 따라 경영자성과보
상민감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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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변수로 먼저 경영자지분율을 고려했을 때, 가
설검증을 위한 주된 변수인 ×∆×의 계
수는 -0.064로 음(-)의 값을 가지나 유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 계수는 –
0.184로 음(-)의 값을 가지며 10%수준에서 미약하게나
마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관계에 
따라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경영자지분율이 높으면 
경영자에게 굳이 강력한 보상체제를 제공할 필요성이 낮
아지므로 주식성과에 대한 보상민감도를 낮추는 것으로
도 해석할 수 있지만, 경영자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자
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배구조가 약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완관계가 성립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지분
율을 구간별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수행한다면 보다 명확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외이사비
율의 경우 ×∆×의 계수는 –0.073으로 
음(-)의 값을, ××의 계수는 0.221로 양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이지는 않
았다. 그러나 이사회규모를 고려한 경우 주된 변수인 
×∆×는 -0.284로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는 0.017로 10%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경영자 보상제도를 강력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제
공될 것이므로, 경영자에게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
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경영자 보상제도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이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련성이 지배구조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KOSPI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2017년까지 2,475개
의 firm-year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회계성과보상민감도
는 감소하며 주식성과보상민감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SR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경
영자로 하여금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유인하기 위해 상대
적으로 주식성과에 대한 보상가중치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둘째, CSR,과 경영자성과보상민감도는 지

배구조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국내 CSR기업에서는 지배구조와 경영자보상을 상호보
완적인 관계에서 지배구조의 기능이 강화될 때 경영자 
보상제도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반대로 지배구조
의 기능이 약화할 때 경영자 보상제도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구에서 지배구조의 형
태로 고려한 경영자지분율과 관련해서는 경영자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에 대한 주식보상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자지분율에 대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기에 향후 미래연구
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경영자가 CSR에 참여하는 동기가 자
신의 보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경영자 보상
계약에서 CSR 활동에 대한 투자가 유용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기에 CSR에 대한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수행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경영자
의 노력투입이나 의사결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 가
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식보
상제도를 도입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자유
인보상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CSR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경영
자 보상과 대체관계에 있으면서 기능이 서로 중복되는 
장치들은 줄여나감으로써 기업 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경영자 보상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장치들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가치를 높
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피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경제정
의지수를 활용하여 CSR에 대한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기
에 KEJI지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CSR을 
미약하게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둘쨰, 
실무적으로 경영자보상의 지급형태는 다양하나 금융감독
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내 사업보고서에서 추출가능
한 경영자보상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시되고 있는 정보인 등기임원 1인당 평균현금보
상과 주식보상에 해당하는 스톡옵션보상만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 보상과 연계하여 확보가능한 CSR 자료 기간
이 한정되어 최근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넷째, 보상위
원회와 같은 경영자보상에 미치는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추가로 존재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CSR과 지배구조에 대한 측정이 
더욱더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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