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피니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위험에
63)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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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 위험의 관계를 통해, 직전년도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현재의 기업 위험(주가변동성 및 체계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분석 결과 과거(t-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현재(t) 기업 위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단순히 기업의 성과나 가치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음

전문
2010년 11월 ISO2600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국제표준이 제정된 후 국내외적으로 CSR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초기의 연구들은 기업가치 및 기업성과와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CSR이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로 확장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백도어 매커니즘(Back door mechanism) 측면에서
위험감소효과(risk reduction effect)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위험에 대한 보험역할을 한다면 기업의 위험은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잠재적인 법적,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 위험을
완화시킨다는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63) 본 오피니언은 임현일, 최경진(2018)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임현일, 최경진,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위험에 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3호). 이 글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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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전주의 이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목적이 주주가치의
극대화와 일치하지 않는 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Friedman(1970)64)은 공정한 경쟁 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익을 전제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오히려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
위험을 완화시킨다고 주장한다(Donaldson and Preston, 1995)65). Schwart(1968)66)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사회에 대한 간접투자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평판이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Landon and Smith(1997)67)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좋은 이미지와 평판을 쌓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기업의 가치와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Bauer et al.,
200568); Renneboog et al., 200869)). Ullmann(1985)7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Maignan and Ferrell(2001)7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측정방법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 및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김창수, 2009;
강윤식과 국찬표, 2011)72).
이와 같이 많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한 연구가 기업의 성과에 대한 일차 모멘트, 즉

64) Friedman, M.,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pp. 122-126.
65) Donaldson, T. and L.E. Preston, 1995 “The stakeholder theory of the corporation: Concepts, evidence, and
implic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pp. 65-91.
66) Schwart, R., 1968 “Corporate Philanthropic Contributions”, 「Journal of Finance」 51, pp. 1201-1225.
67) Landon, S. and C.E. Smith, 1997 “The Ise of Quality and Reputation Indicators by Consumers: The Case of
Bordeaux Win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0, pp. 289-323.
68) Bauer, R., K. Koedijk, and R. Otten, 2005 “International evedence on ethical mutual fund performance and
investment styl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9, pp. 1751-1769.
69) Renneboog, L., J. Ter horst, and C. Zhang, 2008 “The price of ethics and stakeholder governance: The
performance of socially responsible mutual fund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4, pp. 302-322.
70) Ullmann, A. A., 1985 “Data in search of a theory: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performance, social disclosure, and economic performance of US fir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pp. 540-557.
71) Maignan, I. and O.C. Ferrell, 2001 “Corporate citizenship as a marketing instrument- concepts, evidence, and
research direction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71, pp. 35-48.
72) 김창수,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치”, 「한국증권학회지」 38, pp. 507-545; 강윤식, 국찬표,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 「한국증권학회지」 40, pp. 713-748; 임현일, 김중혁,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금융연구」 29, pp. 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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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나 기업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면 백도어 메커니즘 이론은 이차 모멘트, 즉 기업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은 일시적으로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기업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출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객, 종업원, 공급자 등
기업을 둘러싼 커뮤니티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개별(또는 시장) 위험이 불러 오는 비용을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감소시킬 수 있다
(Donaldson and Preston, 1995; Jones, 199573)). Spicer(1978)74)는 환경오염통제(Control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EP)를 기업의 사회적 성과의 대용변수로 이용하여 환경오염통제와
기업의 전체위험 및 체계적 위험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관찰하여,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클수록 위험감소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Godfrey(2005)7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좋은 평판을 쌓은 기업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될 경우 그동안 쌓여진 평판과 이미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형벌이 약화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후속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기업이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평소 사회적 책임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Godfrey et al., 200976)).
Oikonomou et al.(2012)77)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위험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CSR을 저해하는 행위(CSR concern)가
기업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논의는 연구의 성격상 경제적, 재무적 관점에만 국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속한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고려 없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영향에 대한
온전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인 사회상에 대한 고찰 이전에
백도어 메커니즘 이론이 과연 다른 문화권에 속한 시장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 유가 증권 시장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73) Jones, T.M., 1995, “Instrumental stakeholder theory: A synthesis of ethics and econom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pp. 125-139.
74) Spicer, B.H., 1978 “Investors,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information disclosure: Am empirical study”, 「The
Accounting Review」 53, pp. 94-111.
75) Godfrey, P.C.,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philanthropy and shareholder wealth: A risk management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0, pp. 777-798.
76) Godfrey, P.C., C.B. Merrill, and J.M. Hansen,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hareholder Value: An Empirical Test of the Risk Management Hypothes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pp. 125-139.
77) Oikonomou, I., C. Brooks, and S. Pavelin, 2012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on Financial Risk
and Ut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Financial Management」 41, pp. 4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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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주가급락 위험에 미치는 영향
<표 1>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KOSPI)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2,54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기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에 사용된 CSR 변수는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매년 제공하는 경제
정의지수(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78)를 이용하였으며, 기업 위험은 총 위험
(Total risk) 즉 개별 기업의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간)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79) 아울러
기업 위험의 추가적인 대용변수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베타(beta)를 이용하였으며,
베타를 계산하는데 있어 무위험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 모형(Market model)을 이용하여
코스피 수익률의 연간 시계열 회귀계수로 측정한 체계적 위험 수준을 사용하였다.
<표 1>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기업 위험에 관한 실증 분석
<표 1>은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기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CSR은 KEJI 지수를 이용한
점수이며, 주가변동성은 개별 기업의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베타는 시장 모형을 통한 체계적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
[ ]안의 숫자들은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이 조정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s)로 계산된 t-value를 의미한다.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주가변동성(Volatility)
CSR
통제변수

베타(Beta)

***

-0.024

-0.398***

[-3.591]

[-2.707]

Yes

Yes

년도/산업

Yes

Yes

표본 수

2,544

2,544

R-Squared

0.190

0.271

각각의 모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주가변동성과 베타에 모두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수준 및 변화는 각각의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결론 및 시사점
국내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활발할수록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안팎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잠재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위험을 완화시킨다는

78)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하는 KEJI 지수는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 등 7가지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측정하는 대용변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79) 기타 변수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경제연구」 2018년 6월에 게재된 원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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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이론을 지지하고,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갖는 백도어 메커니즘 이론
(또는 부의 방어 효과, 위험 감소 효과)을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Donaldson and Preston, 1995;
Godfrey, 2005; Godfrey et al., 2009; Oikonomou et al., 2012).
이는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이 기업성과나 기업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 국내외 패시브 펀드들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이 아닌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회책임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의 위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파산위험(Default risk), 신용위험
(Credit risk) 등 다양한 기업위험들을 통해 연구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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