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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환경이 기업의 CSR 국제표준 이행에 미치는
영향: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탈퇴 기업 중심으로
김도형1) ․ 차경천2)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 CSR 표준(Standard)으로 부상 중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
칙이라는 규범을 소속 사회의 제도적 압력에 따라 각국의 기업이 내부로 수용키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데 있어서 기업 외부의 제도적 환경요인과 기업 내부 제도적 환경 요인 간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 외부 제도적 환경요인을 구분하고자
세계은행(World Bank)이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
고 있는 WGI (World Governance Index)지표인 시민참여성(VA), 정치안정성(PS), 정부효과성(GE),
규제의질(RQ), 법의 지배(RL), 부패의 통제(CC) 등 총 6개 지표를 기업을 둘러싼 외부 제도적 환
경 요인으로 재 정의하여 독립변수(2000~2012년)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전 세계 215개국
대상으로 UNGC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기업 또는 미 가입 국가의 기업 수를 국가별로 구분한
국가단위의 패널데이타를 종속변수(2000~2012년)로 사용하였다. 특히 종속변수를 공개기업
(public company)과 비공개 기업(private company)로 분류하여 기업의 외부환경 뿐만 아니라 기
업의 내부 환경 또한 고려하여 분석한 것은 선행연구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공개기업에게는 해당 국가의 제도적환경인 ‘정부 효과성(GE)’이 높을수록 UNGC
탈퇴가 억제(-)되고 있었으며, 비공개 기업에게는 해당국가의 ‘규제의질(RQ)'이 높을수록 기업의
UNGC탈퇴가 억제(-)되었으나, 해당 국가의 ‘정치 안정성(PS)'이 커질수록 비공개 기업의 UNGC
탈퇴가 촉진(+)되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GDP)이 좋을수록 비공개 기업의 UNGC탈퇴가
억제되었다.

주요용어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도적 환경요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 서론
국내에서도 기업의 부조리 병폐는 심각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급증하고 있다. 국외에서 또한
과거 엔론사태(2001)로 빚어진 기업의 분식회계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기업의 폐쇄로
바로 이어진 바 있어 기업의 윤리경영 또는 CSR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요구
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기업의 CSR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배태된 역사, 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해당 국가별
로 개념 형성이 상이한 바, 국가별로 다양한 관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상민, 2008).
예를 들어 유럽은 노동자들의 인권 및 권익증진 등의 내용이 오랫동안 주요한 CSR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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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 논의 되어 왔으며, 비교적 정부 주도적인 CSR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특히 스웨덴
과 노르웨이, 프랑스에서는 외교부서 등에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국 기업들
의 CSR을 지원하기 위해 CSR대사직을 두고 있다. 또한 영국과 독일은 전담부서의 장
관을 임명해 운용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4).
반면에 미국은 빌게이츠, 워렌버핏 등 부자들의 개인적 자선적 활동이 보여주듯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과 봉사활동이 주요한 CSR 활동으로 간주
된다. 한국은 해방이후 대기업 위주의 급격한 자본주의 성장의 부작용으로 정부의 혜택
이 대기업에 집중되어옴에 따라 소외 계층과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자본의 힘
을 가진 재벌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빈번해 지자 국민들의 반 기업정서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일부 불법 상속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 재벌들의 잘못을 무마하
기 위한 자선적 기부행위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자선적 CSR활동이 중심이 되어 발전
되게 되었다. 이처럼 CSR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사회의 필요성 또는 배태된 문화와 역
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 기업의 CSR이행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은 해당 기
업이 속한 사회의 인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는 2010년 ISO26000이라는 CSR 국제
표준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UN에서는 2000년도에 UN Global Compact(이하
UNGC)라는 신설조직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인권, 반부패 등에 대한 10대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공표한 바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UNGC에 전 세계 162국, 약 8,30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출처: UNGC홈페이지) 이밖에 OECD의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 다우존스의 ‘지속가능 경영지수(DJSI)’, GRI 등 다양한 국제기관에
서 CSR관련 국제 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아직까지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CSR국제 표준에 대한 강제 이행 원칙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CSR에 대한 표준기준을 명확히 확립하려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대
부분의 기업들에게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왜
냐하면 만약 일부 시민단체가 이런 CSR관련 국제 표준을 이용하여 기업에게 일관된 점
수를 부여한다면 이용된 이런 국제기준은 해당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불문율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기업이라면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수립한 보편적
CSR 원칙을 이행하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상당수 글로벌기업들은 이미 CSR 전담부서와 담당자등을 내부에 지정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압력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보다 활발한 기술연구와 정부의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소속사회의
환경관련 규제의 수준 및 국민 필요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기업의 관련 대응
전략연구 또한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기업들은 해
당 분야에서 기술적 경쟁우위를 이룰 수도 있어서 CSR활동을 통한 기업의 수익을 증대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Waddock and Graves, 1997). 예를 들면 에너지절감 및 저공해 유
발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본질적인 행위 자체 또한 대내외적으로는 기업의 대표
적 CSR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로 기업에게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SR 규범 준수 및 실천과 관련한 기업의 철학 또는 정책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밝
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또한 UN과 같은 알려진 국제기구의 CSR 국제
표준을 기업 내부로 수용하여 기업의 행위준칙(code of conduct)으로 이행하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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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현상(이상민, 2008; Perez-Batres, et al., 2011)이 세계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데이터 수집 등의 어려움 등으로 국가변수 등 외부환경 변수를 정의하여
CSR관련 국가단위로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특히 국제기구가 제정한
CSR관련 제도 등에 참여하였다가 국가의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기업이 CSR 활
동을 중단하는 사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UNGC의 CSR
국제 표준 준수활동에 대해 국가별 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전 세계 215개국 대상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통하여 국가별 규
모 차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 모형을 통한 실증연구를 시행하였다.
국가 제도적 환경변수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1996년부터 전 세계 215개국 대
상으로 측정하고 있는 World Governance Index (WGI)는 시민 참여성, 정부 효과성, 정
치 안정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라는 6가지 변수를 거버넌스(Governance)
라는 입장에서 정리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GI 6개 변수를 국가별
제도적 환경요인으로 재 정의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UNGC에 가입
했다가 탈퇴한 921개 기업의 국가 단위 패널 데이터(2002~2012)를 사용하여 기업이 어
떤 제도적 환경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UNGC에서 탈퇴되는 지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CSR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 제도적 환경요인 파악과
함께 기업의 CSR 중단(UNGC탈퇴) 결정 간에 외부 제도적 환경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기업에 끼치고 있는 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코자 하였다. 특히 기업의 외부환경인
국가별 제도적 환경 뿐 아니라 기업 내부 제도적 환경을 구분하고자 소유권에 따른 구
분인 기업공개(Public Company)와 비공개기업(Private Company)로 구분하여 분석한
점과 연구가 거의 되지 않은 비공개 기업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 단위의 분석을 시도
한 것은 기존 연구와 상당한 차별 점을 가지고 있다.
논문의 구성으로는, 2장에서는 CSR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CSR에 대한 다양
한 개념과 유엔의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를 통한 CSR 국제표준 제정 의의
및 이에 대한 기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각국의 기업이 UNGC에 가입하여 국제
CSR표준을 따르는 제도적 동형화와 현상뿐만 아니라, 가입하였다가 탈퇴하는 탈 제도
화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독립변수 정의된 세계은행의 WGI 거버넌스
지표에 대한 개념 및 측정자료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종속변수를 공개기업과 비공개
기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독립변수인
6개의 제도적 환경요인과 종속변수인 국가별 기업의 UNGC 탈퇴 기업 간에 추정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선행 연구
2.1 CSR에 대한 다양한 관점
과거 경제학 입장에서 대표적인 학자인 Friedman(1970)은 기부금 등 자선적 CSR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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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필요로 야기된 기업의 비용집행은 기업의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런 비용의
과다 지출은 주주의 손실을 유발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행위로 생각했다. 이후 기업에 영
향을 끼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theory) 이론이 등장했다(Maignan, 2001; Brammer, et al., 2007; Daily, et al., 2009). 이
해관계자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 종업원, 소비자에서 더 나아가 정부,
지역사회, 언론, 학계 등 기업과 관계되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균형 잡힌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존속에 대한 정당성이 강화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비교적 소수인 비공개 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
다른 관점으로는 기업도 시민의 일원이므로 그 지위에 맞는 법적, 윤리적, 이타적 책
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업 시민론(corporate citizen)이 있는데 이런 시각에서는 해
당 사회가 시민의 일원인 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CSR이행을 요구하거나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견해로 CSR은 투자(investment)란 주장이 있다(Porter and Krammer, 2006).
기업이 CSR활동을 통해 정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낼수록 해당 사
회 이익의 전체 총합은 늘어나며, 이런 기업의 행위가 길게 보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
다는 주장이다(Reich, 1998; Stump, 1999). 특히 Porter and linde(1995)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산업규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산업경쟁력에 부의 영향이 있다고 널리 알려진 미
국의 1980년대의 상황에서 ‘부의 영향’과 ‘정의 영향’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최초로 하였다. 이 주장은 기업의 CSR활동이 의무로서 기업의 비용만을 증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기업이 신규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
므로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후속연구에서 밝혀진 대
로 기업 고유의 자원과 결합하여 기업 본연의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해 주었다. 기업의 CSR관련 환경적 성과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연구(Hart, 1995)가 있었으며, 기업의 여유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 성과를 내는 것이 기
업에 이롭다는 연구(Waddock and Graves, 1997)가 있었다. 이런 연구는 기업의 CSR활
동이 기업에게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최근 Porter
and Krammer(2011)가 주장한 공유가치창출(Create Shared Value)이라는 주장은 CSR
활동을 전략적으로 시행하여 사회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동시에 증가되는 최적 지점을
찾도록 노력한다면 사회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의 파이의 총합이 커지게 되어 기업의 이
익 또한 증가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시사점을 알려주었다.
한편 기업과 사회뿐 아니라 파트너, 투자자, 고객, 종업원까지 확대한 네트워크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서로 연결된 생태계적 관점이라는 상호협력관점에서 CSR을 해석하
는 접근법도 새롭게 논의 되고 있다(김기찬, 2014). 즉 사회와 기업은 생태적으로 연결되
어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서로 협력하여 비용은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균
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이에 기업이 사회와 맺고 있는 네트워크의 밀
접성, 플랫폼(platform), 그리고 생태계의 질(Quality)이 중요하다는 연구(김기찬, 2014)
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이런 연구의 진척에 따라 CSR개념도 점차 진화하여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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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엔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CSR 10대 가이드라인
UNGC는 1999년 1월 World Economic Forum(WEF)에서 코피아난(Kofi Annan) 사
무총장이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UNGC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 및 동참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다. UNGC는 2000년도에
정식 기구로 출범하면서 친환경인권, 노동, 반부패 관련 <표 2.1>과 같은 CSR 10대 원
칙을 발표하였고, 이런 CSR원칙에 기반을 둔 기업전략 및 신념을 통해 세계경제와 사회
가 안정되고 정당해지며 포괄적으로 번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출처:
UNGC 홈페이지).
UNGC는 2000년도 발족이후 CSR 10대 원칙을 명확히 수립함으로 각국의 기업이 자
발적으로 경영원칙 또는 행위준칙으로 받아들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하는
등 기업 및 조직의 공적책임(public accountability)에 대한 이행을 전 세계적으로 촉구
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반기문 사무총장의 UNGC를 중시한 정책들과, 국제 사회
의 기업들의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CSR이행, 준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UNGC에 가입하는 기업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UNGC 설립 초년도인
2000년도에는 경우 44개의 기업이 일부 특정국가로 편중되어 가입하였으나 현재 2015년
9월 기준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약 162 개 국가에서 총 8,371의 기업이 UNGC에 가입하
였으며, 연간 약 33,227개 이상의 관련 보고서가 매년 산출되고 있다(출처: UNGC 15주
년 평가 보고서 외, 2015). 이처럼 UNGC 가입 기업 숫자가 세계적으로 매년 꾸준히 증
가하고 있음으로 가입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CSR 국제표준(global standard)으로서 인정
받아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UNGC 한국협회 지부가 설립된 이후 가입 기업이 늘어나게 되었고 2015년 기준, 총
168개 기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UNGC 한국협회는 UNGC의 동향 및 정보제공,
CSR활동 지원 및 자문, 월2회의 뉴스레터 발송, UNGC의 자료 번역 및 출간, 각종 포럼
및 강연회 개최 등의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글
로벌기업이라면 인권, 환경, 노동, 반부패란 보편적인 가치를 기업 내부의 경영원칙으로
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출처: UNGC 한국협회 홈
페이지).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UN사무총장에게 UNGC지지 및 참여의사가 담긴 기업 대표의
서신(letter)을 보내면 UNGC를 통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UNGC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업은 의무적으로 UNGC 10대 원칙에 대한 해당기업의 이행 및 참여에 대해 이행보고서
인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하 COP) 또는 참여보고서인 COE (Communication
on engagement,이하 COE)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되어지는 보고서는 지
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와 내용상 대동소이하므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들은 이행보고서(COP) 대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
나 가입 기업이 매년 제출해야하는 보고서를 2년 이상 제출하지 못하면 비 소통
(non-communication)상태로 분류하여 강제 제명조치를 당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2012
년 말 기준 10개 기업이 COP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 탈퇴되었다.
한편 UNGC가 추구하는 친환경, 인권, 노동, 반부패 등의 가치는 보편적인 가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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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CSR의 정의도 국가별 배태된 문화, 역사 마다 다를 수 있고 CSR필요성에 대한 국민
들의 인식수준도 상이함에 따라 모든 국가에게 일률적으로 동일 가치를 실천하라고 강
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에 UNGC는 가입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에
따라 UNGC가 표방CSR 10대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점차 기업조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유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UNGC는 CSR관련 모범사례
(best practices), 각국 정보 제공, 교육, 워크숍, 강연회, 포럼을 제공하며 전 세계 88개
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 UNGC에 가입하면 즉시 UNGC의 전 세계 88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타 기업 관련자 등 약 58백만 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가입 기업이 구축된 네
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해당 기업의 이미지 향상, 평판관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타국에 지사 등 별도 법인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면 현지국 이해관계자 관리 등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또는 제 3지역 국가인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에 글로벌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UNGC 가입 기업임을 현
지에 선 홍보하여 현지 시장 진입에 대한 지역 사회, 정부 등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UNGC의 가입을 통하여 선진 우수기업
의 혁신 기법에 대한 학습, 벤치마킹 등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의 성과에도 일조하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UNGC에 가입하고 있다고 알려졌다(Cetindamar and Kristoffer, 2007).
<표 2.1> UNGC의 기업의 CSR 10대 원칙
인권(Human Rights)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한다.
노동기준(Labor Standards)
원칙3: 기업은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해야 한다.
원칙5: 기업은 아동노동을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원칙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
원칙7: 기업은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원칙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원칙9: 기업은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Anti-Corruption)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출처: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연구센타, “유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2

2.3 제도적 동형화와 탈 제도화
2015년 기준 UNGC에 가입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62개국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UNGC 10대 원칙이 보편적이며 기업이 준수할만한 행위준칙(Code of conduct)
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향후 가입 기업수가 증가 할수록 UNGC CSR 표
준 원칙 이행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DiMaggio and Powell(1983)에 따르면 기업은 문화, 제도 등으로부터 발생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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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인식하여 기업 내부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 기업에 대한 외부
사회적 압력 및 요청을 조직 내부로 받아들여 사회의 기대 수준에 순응(Davis et al.,
1997)함으로 기업의 정당성(legitimacy)을 강화 시킨다(Berrone et al., 2010). 이를 제도
적 동형화라 하는데 이에 대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등 규제기관의 영향이 강
력하여 기업이 원하지는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강압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정부주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업
별 CO2 절감량 만큼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 또한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확립될 경우 기업은 원하지 않지만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성공한 관행 또는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 등을 그대로 모방 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에서 ‘행복날개’라는 나비 모양의 로고를 통해 CSR관련 CI를 통합
하여 계열사별로 일원화하였다. 이를 통해 SK는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널
리 홍보할 수 있으며 계열사별로 서로 다른 CSR활동을 ‘행복날개’로 통합하므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이런 성공한 제도를 다른 기업이 따라하는 것이다.
셋째, 규범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제도는 구조적인 틀로서 제도가 새로 성립하
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규율, 관행 등이 자연스럽게 수반된다. 이처럼 시민들의 인식 속
에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제도를 기업 내부로 수용하게 되는 경우이
다. 이와 같은 신 제도화이론을 통해 국제기구의 CSR 국제표준 이행 요구에 대하여 기
업이 내부적으로 수용하여 기업들이 서로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되는 현상을 제도적 동형
화로 설명할 수 있다(Campbell, 2007; 이상민, 2008; Matten and Moon, 2008). Rowan
(1982)은 제도화되는 과정을 제도화의 수립, 확산, 정착 단계로 나눴고, Jepperson(1991)
은 제도화 형성, 정교화, 탈 제도화, 재 제도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Jepperson의 분류에
서는 Rowan의 제도화 확산 및 정착단계를 제도화, 정교화로 통합하여 단계를 분류하였
고, Rowan이 제시하지 않은 탈 제도화와 재 제도화단계가 추가되었다. 이 같은 학자들
의 견해를 종합하면, 제도화의 수립･확산･정착, 재 제도화 및 탈 제도화 단계로 분류됨
을 알 수 있다(출처: 신유근 외, 1999, 재정리).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에서는 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
자원을 적기에 외부환경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기업의 핵심요인으로 파악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중요한 기업의 발전 요소로 생각한다. 반면에 제도적 동형화 관점은 사
회의 제도적 압력에 대한 기업의 수동적이며 대응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
론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업은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등
을 기업 내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업은 본연의 자율성을 제약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Pfeffer(1982) 는 기업은 지속적인 생존을 위
해 필요한 많은 자원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는 조직의 자율성을 최
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UNGC에 가입하는 기업수가 매년 늘고 있으나, 2012년 기준으로 UNGC에 가
입하였다가 탈퇴한 기업도 전 세계 215개 국가(세계은행 WGI지표 조사 국가) 중 총
921개 기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탈퇴 사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나
UNGC 한국협회 문의 결과, 공식적인 주된 사유는 이행보고서인 COP등의 보고서를 2
년 내에 제출하지 않아 탈퇴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제도적 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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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UNGC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지하기로 선언하여 가입한 상당수의
기업이 탈퇴하고 있다. 결국 서로 모방하여 가입하는 제도적 동형화현상과 조직의 내부
와 일치시키지 못하여 탈퇴하는 탈 동조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자원기반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한다면 강제적, 모방적 또는 규범적인 요인으로 인해
UNGC에 가입한 상당수 기업들이 조직의 정당성이나 명성의 획득(Meyer and Rowan,
1977; Meyer and Scott, 1983), 필요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Salancik and
Pfeffer,1978; DiMaggio and Powell, 1983)등의 기대를 하였으나 기대만큼 얻지 못했다
는 사실로 설명된다.
탈동조화는 표면적 동형화(Zucker, 1987) 또는 형식적인 일치(Pfeffer, 1982)로 채택
된 제도가 조직에 흡수되어 내재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제도적 환경과
조직의 실제 환경이 상충되어 제도적 압력에 따르는 것이 조직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기
존 관행과 신규 제도적 압력간의 모순이 발생할 때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해당 조직의 구성원 등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항이 남아 있는 상태 즉, 수용
과 인식이 차이가 해결되지 않아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Boxenbaum and Jonsson,
2008). 이런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유는 조직이 외부 형성된 규범 등을 수용하여
제도적 동형화 되는 것은 조직의 합리적인 선택도 될 수 있지만 기술적 효용성(technical
efficiency)을 감소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Meyer and Rowan, 1977). 따라서
탈동조화는 공식 조직구조가 조직실무와 합치 되지 않고 구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Meyer and Rowan, 1977). 통상 기업조직은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며 계층 간 조직구조
와 조직 활동 간의 조정절차를 거치는데 고도로 제도화된 환경에서 조직은 효율성추구
의 요구와 제도적 맥락의 의례상의 규범과 믿음(신화)을 준수할 필요 사이에서 불일치
가 발생하는 갈등관계에 처할 수도 있다(Meyer and Rowan, 1977).
UNGC 한국협회 관계자에 문의결과 일부 기업이 무임승차(Free rider)로서 UNGC가
입 후 구체적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의
한 탈 동조화는 도입한 제도의 성과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경우다. 이는 실제 신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직의 감독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을 때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도덕적 해이에 의한 탈동조화는 조직 제도를
도입할 때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김공록,장용석,문
명재, 2012).
또한 해당기업이 UNGC에 대한 가입동기가 상징적이었는지 진실했는지에 따라, 기
업 내부에 수용되어 확산 되는 제도화과정은 다를 수 있다. 특히 환경관련 연구 중 사회
적으로 형성된 규범, 규제에 대해 기업이 상징적(symbolic)으로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이하 VA)에 가입했는지 실질적인(substance) 행위의 주체로서 진실하게 가
입했는지에 대해 구분하여 기업의 협약(VA) 수용시기별로 선발가입자(late joiner)와 후
발가입자(early joiner)의 차이를 구분한 연구도 있었다(Delmas and Maria, 2009). 이를
UNGC에 적용해 본다면 UNGC 10대원칙이 2000년도에 제정되었을 당시 초창기에
UNGC에 가입한 기업과 대다수의 기업이 UNGC의 원칙을 수용한 이후에 합류하는 기
업의 거래 비용은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생성된 규범이라면 늦게
가입할수록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확장되므로 사회의 요구수준의 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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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것이나, 기업의 규범 이행에 대한 거래비용은 작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도, 규범 등이 기업내부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어야 하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기업 내부의 공감대가 부
족하므로 내부 저항이 쉽게 생길 가능성이 높고 신규 제도이행 및 정착에 대한 모범답
안(best practices)이 적으므로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내부 경영자의 추진 의지 및 실천
력이 약해진다면 해당 제도는 쉽게 탈 동조화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종합적으로 신규 제도가 기업에 수용될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때문에 형성될 절차,
틀, 프로그램 등이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 등의 자원이 결합하여 외부 정당
성 또는 기술적 경쟁우위(competitiveness)를 산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신설 제도
가 내부로 쉽게 확산되어 정착된다. 그러나 내부 확산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사회의 요
구와 실질적 기업 내부의 환경과의 괴리 또는 이해관계의 차이 등이 발생한다면 바로
기업의 기술력의 약화 또는 비용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탈 동조화
(decoupling)현상이 발생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기존연구를 근거로 UNGC가입이라는 기업의 전략적 행위는 기업 외부의 제도
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해당 기업이 처한 기술, 인력 등의 내부적인 환경과의 접합 점에
서 기업의 대응으로 나타나는 제도적 산물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UNGC가
입 시기결정과 이행 지속력 여부는 외부의 제도적 사회적 압력 수준과 기업 내부적인
특징요인들의 결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UNGC의 규범이 제도적 경
과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입, 이행하는데 나타나는 외부환경
의 여건 또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UNGC 도입 기간 동안의 학습과 적응기
제(석조은, 2012)로서 역할 또한 새로운 제도안착(UNGC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
2.4 세계은행(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표
세계은행은 전 세계 215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제도적 환경을 거버넌스(governance)
라고 명명하며 6개 WGI(World Governance Index)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2년에 한번
그리고 2002년부터는 매년 지표를 발표해 왔다. WGI 지표 등장 배경은 세계은행이 시
행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원조프로그램이 국가별로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시행한 동일한 프로그램이 특정 국가에서 성공하였으나 다른 국가에서
는 실패하는 등 국가별 경제 규모, 국민의 인식수준 등 제도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프로
그램 성과가 다르게 산출되었다. 이런 국가별 제도적 환경차이를 세계은행은 ‘거버넌스’
라 칭하며 매년 공표함으로 국가별 제도적 환경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거버넌스’란 사전적 의미로는 협치, 통치, 다스림이란 뜻이나 근래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이해조정이란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어 주로 번역하지 않고 거버넌스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출처: 위키피디아백과). 거버넌스란 소위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에서 말하는 ‘제도(institution)’로 재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Lynn et al., 2001; Stoker,
1998).
WGI 6개 거버넌스 지표는 시민 참여성 (Voice and Accountability, VA), 정치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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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PS),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GE),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RQ),법의 지배(Rule of law, RL), 그리고 부패의 통
제(Control of Corruption, CC)로 구분한다(Kaufmann, D., et al., 2002, 2009). 본 연구에
서는 WGI 6개 지표 모두 국가별 각국의 시민들의 인식수준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
표로 판단하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별 제도적 환경요인으로 정의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첫째, 시민 참여성(Voice Accountability)이란 시민 의사표시의 자유를 측정하는 것
으로 시민들이 탄압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지에 대
한 측정지표이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의견 표현정도
(business have voice to express),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등을 알아
보기 위해 해당 국가의 언론의 자유, 집회참여의 자유, 정치참여 자유, 정부의 언론검열
정도, 국민의 민주주의 만족도 등을 측정하였다.
둘째, 정치 안정성은(Political Stability & Absence of Violence, 이하 Political Stability)
으로 해당 사회가 얼마나 정치 불안과 폭력성에 노출되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지
표로 해당국가의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는지, 반대자에 대한 정치 테러, 내
전, 암살, 시위 폭력성, 폭동 등 사회불안,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사회의 긴장 및 갈등 등을 측정한다.
셋째,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으로 정부의 효율성 즉 정부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관료적인 지연(bureaucratic delays), 정부행정
의 효율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정도(percent who believe the government is efficient),
공무원들의 역량(competence of public sector personnel), 그리고 관료제의 질(bureaucratic
quality) 등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넷째,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이란 주로 경제적 규제와 정부의 간섭과 개입에
중심을 둔 개념으로서 얼마나 시장 지향적이며 규제 완화적 사회인가를 측정하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s), 정부 간섭(government intervention),
외국투자정도(foreign investment) 등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다섯째,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개념을 살펴보면, 독재나 무정부주의와 구별되
는 개념으로 합법적 권위를 통한 정부의 노력과, 법에 순종하는 시민의 의무에 대한 기
초나 합리화를 제공하는 관념과 연결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절차의 규칙성과 함께 지배
자나 피지배자 모두가 법률에, 법의 동일한 규칙에, 동일한 법률제도에 종속된다는 재판
권의 보편성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시민의 복종뿐만 아니라 지배자의 행위
를 저지하고 제한하는 개념을 가지며, 권력의 분리 개념과 입법과 행정으로부터의 사법
적 자율성을 가정하고 있다(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사회학사전, 2000). WGI 지표로서는
해당 국가의 법제도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한 측정지표로서 시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적판결 등이 보장되는 법치준수(law and order)여부, 사법
부의 독립성(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범죄 수준에 대한 관심(concern with level of
crime) 등의 자료가 사용되어 측정되었다.
여섯째,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이다. 본 지표는 해당 사회가 부패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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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는 투명성이 어느 정도인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등의
자료가 사용되었다(최창현, 2003, 재정리).
WGI 지표는 두 가지로 발표한다. 첫째는 표준정규분포처럼 평균이 0이고, 약 –2.5
∼2.5까지의 범위를 갖는 것과, 두 번째는 0∼100 순위척도(percentile rank)로 발표된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표준정규분포처럼 발표되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참고로 정성호
(2010a)는 0∼100으로 된 지표를 사용하여, 본 연구와 다르다.
2.5 기업 내부 환경 구분: 공개기업(Public Company)과 비공개 기업(Private Company)
사회적 요구나 압력에 대응하는 기업의 대응결과는 외부 제도적 환경뿐만 아니라 기
업의 규모등 기업 내부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이에 CSR관련 해당 사
회 내 기대 수준 또는 국민의 인식수준이 높아지거나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처해진 기업
별 내부 제도적 환경에 따라 관련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업계를 대표하
는 지위를 갖는 상장된 대기업이라면 이해관계자가 다수이며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사회적 요구나 압력은 강력하게 작동되므로 사회적 기대 수준과 해당 기업 평가
의견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나, 매출이 적고 비 상장된 중소기업이라면 이해관계자의
영향이 크지 않음으로 사회의 압력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
럼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제도적 내부 환경을 구분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권 기준에 따
라 공개기업(Public Company)과 비공개 기업(Private Company)으로 구분한다.
기업공개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함으로 다수로부터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식발행에 따라 기업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경우
가 많으며 기업공개에 따라 소유주가 불특정 다수로 분산된다. 원하는 모든 기업이 기업
공개 후 상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출규모 얼마이상, 또는 설립부터 존
속기간 몇 년 이상 등 해당국의 상장요건 및 거래시장에 대한 상장법 등으로 정부에서
제도화하여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소유주가 소액주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상장된 기업은 기업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공시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런 사유로 공개기업은 필요조건을 갖춘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이며 소유자와 경
영자가 분리된 시스템을 갖춘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인 경우가 많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
됨으로 야기된 대리인비용을 해결하고자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 등 다양한 집단의사
결정 제도를 통해 대리인인 경영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 할 수 있는 지배구조 또
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 수 록 해당기
업의 CSR활동이 기업 가치를 용이하게 제고할 수 있었다(최운열 외, 2009). 따라서 기
업이 지배구조시스템을 잘 갖춘 공개기업이 비공개 기업 보다는 CSR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를 비교적 쉽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많으며 소속사회로 부터
의 필요한 자원을 제때에 원활히 획득하는 것이 중요해짐으로 공개기업의 사회로 부터
의 필요 자원 의존성이 비공개 기업 보다는 높다. 이에 기업은 해당 사회가 요구하는
CSR활동에 대한 적절한 실천을 통해 기업의 정당성을 높여 기업 필요자원의 조달이 용
이해진다면 기업의 경쟁력 또한 용이하게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규모가 크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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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기업일수록 외부사회로부터 보다 큰 관심과 주목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CSR관련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Stanwick and
Stanwick, 1998).
비공개 기업은 기업 소유주가 비교적 소수이므로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소유주의 잘못된 판단이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확률 또한 높다. 또한 상장
법 등 제도화 영향이 적어 정부 등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간섭이 비교적 적다. 이해관계자
또한 많지 않음으로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공개기업
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비공개 기업은 경영 정보에 대한 시장수요도 적음으로 시장에
공개되는 기업정보 역시 부족하게 되며 공개된 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공개된 2차 자료의 검증 부족 및 정보 접근 제한 등으로 비공개 기업에 대
한 CSR관련 성과측정 연구는 상당히 적은편이며 비공개 기업 관련 국가 단위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비상장 기업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익의 질이 좌우되며, 공개
여부에 따라 회계정보의 질(quality)과 특징에 차이가 있다(국찬표, 강윤식, 2011). 이에
Burgstahler et al.(2006)은 상장기업(공개 기업)과 비상장 기업(비공개 기업)간의 이익
조정 수준을 비교결과, 비공개기업의 이익조정유인이 높았음을 밝혀냈다(Coppens and
Peek, 2005; 김정옥과 배길수, 2008). 이에 공개기업과 비공개 기업 간의 외부 제도적 환
경 압력에 대한 해당 기업의 대응방안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요인을 도출하여 아래 <그림 3.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제도적 환경요인으로 세계
은행의 거버넌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독립변수를 첫째, 시민 참여성(VA), 둘째, 정치 안
정성(PS), 셋째, 정부 효과성(GE), 넷째, 규제의 질(RQ), 다섯째, 법의 지배(RL), 여섯째,
부패의 통제(CC) 로 총 6가지 변수로 분류하였다. 국가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설명변
수로 전년도까지 UNGC가입 기업 누적수, GDP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UNGC가 주장
하는 CSR 10대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해당 기업에서 이를 내재화되지 못하고 탈 제도화
하는 데 미치는 제도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분석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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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탈퇴기업 수

<그림 3.1> 연구 모형

3.1.1 가설의 설정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개인 휴대기기의 보편화로 인하여 어떤 기업이든 잘못
된 제품 생산, 공급사슬에서의 착취, 또는 비윤리적인 경영행위 등이 발생한다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해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과거 나
이키의 공급사슬망에서의 아동착취의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시민단체들
의 주도로 인터넷을 통해 해당 사실이 빠르게 유포 되었으며 나이키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잘못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기업 이미지
가 빠르게 형성되었고 불매운동으로까지 확대된 바 있었다. 이에 이런 사건은 그 당시
대기업 일수록 협력업체 또한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엄격히 관리해야한다는 사회의 요
구를 일깨워준 중요한 계기가 된바 있다. 이제 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위해 모든
가치사슬에서의 투명하고도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이 정부로부터 권력이 이동(Jessica, 1997)을 촉발할 수 있으며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정책 결정권자들의 이익과 선호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오
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Margaret
and Sikkin,1997). 이에 이런 시민 및 NGO와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스스럼없는
의견 개진의 빈도 증가 및 기업조직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를 통한 사회의견 증가는 기
업에게는 커다란 사회적 압력으로 다가와 기업의 CSR활동을 강화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Berman and Webb(2003)에 의하면 많은 해외진출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등에
서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현지국가 국민들의 CSR인식 및 진출하는 해당기업의
CSR 수준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의 산업에서는 환경오염, 아동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 진출 기업은 현
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일부 선도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의 요구수준에 따라 기업의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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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설1] 소속 사회의 시민 참여성(VA) 수준의 향상은 기업(공개, 비공개)의 UNGC
탈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당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정치 보복 등 테러에 의해서 정부가 전복되는 등 사회
불안정성이 높으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할 수 없으며 기업 또한 미
래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해 위축되게 된다. 작금에는 지구 온난화 등 주요 사회적 문제
를 국가에서 전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시민단체, NGO 등에서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 우수한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앞
장서서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적 욕구 및 압력 등이 강하게 형성
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한 벌목 등의 생태계 파괴, 자동차로 배기가
스 증가에 의한 오존 층 파괴 등의 행위가 지구공동체 번영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인
식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친 환경기술을 사용한 배기가스 절감, 무공해 자동차 개발 등 기업의
혁신적이며 창조적 노력을 통한 기업의 CSR 이행요구 압력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이런 혁신적 기술 개발에 근거한 기업의 CSR 이행 요구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정부전복이 빈번한 국가나 테러, 내란, 전쟁이 발생한 국가 보다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폭력성이 낮은 국가에서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치 안정
성이 높은 국가나 사회에서의 사회적 CSR이행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가설2] 소속사회의 정치안정성(PS) 수준의 향상은 기업(공개, 비공개)의 UNGC 탈
퇴를 억제(-)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 신규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현지국
가와 진출기업의 CSR 수준(level)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Berman and Webb, 2003). 예
를 들어,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에서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부패 등의 사회적 문제 발
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신흥시장 진출 기업은 시장을 선도하여 여론을 형성하
고 있는 지식층 소비자와 NGO단체들로부터 신규 시장 진출자인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받기 쉽다. 이에 현지 정부의 CSR관련 분위기 조성, 제안,
규제완화 정책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은 해당사회의 구매증대 또는 신규 투자유치를 유
인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정부주도하에 규범적인 CSR 정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는 반면에 미국은 유럽에 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기업의 CSR활동을 간섭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유선택에 맡기고 있다(안영환, 2007). 일부 국가에서는 CSR관련 법제
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인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CSR집행비용을 1∼ 2%로 의무적으로
정하는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국가별 정부의 정책 및 가이드라인은 해당 국
가 진입 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더불어 CSR추진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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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소속사회의 정부 효과성(GE) 수준의 향상은 기업(공개, 비공개)의 UNGC 탈
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규제의 수준과 간섭정도는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며
현지 시장을 신규로 개척하려는 기업은 이런 규제를 수용할 때의 발생될 비용을 고려해
야만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당국의 간섭은 기업의 자율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기관의 요청을 해당기업이 수용할 때 기업
활동에 대한 해당 사회로 부터의 정당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규제기
관의 CSR관련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외부적 정당성을 적절히 확보하여 기업행위에 대
한 경쟁력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원활하게 확보하
기 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사회로부터 원하는 자원을 원활히 공급받아
야 생존할 수 있는데 필요자원 중 특히 시장과 투자에 대한 공급 의존성은 절대적이다.
지역정부 등의 규제의 질은 이런 기업의 필요자원 확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
음으로 중앙정부, 지역정부 등 규제기관의 질(Quality)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4] 소속사회의 규제의 질(RQ) 수준의 향상은 기업(공개, 비공개)의 UNGC 탈퇴
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주요한 CSR(Carrol,1991)활동의 하나이며, 법을 준수하
지 않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므로 법 준수행위는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기업 존속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해당사회의 법치
수준에 따라 기업의 경영행위에 합리성 부여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일수록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 등 CSR관련 준수해야할 법이 많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
회적 갈등은 법의 발달로 합리적으로 이해조정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후진국 일수록 법
을 집행하는 기관이 행정기관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법의 해석 및 적용도 일관성이 없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치수준이 발달한 국가 일수록 CSR관련 원칙들이 비교
적 잘 지켜지며 당연히 지켜야할 불문율로서 기업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인도, 중국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의 CSR관련 법제화 추진은 가장 강력한 제도로서 해당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는 자원공급 차단 및 제제 수단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
키거나 도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가설5] 소속 사회의 법의 지배(RL) 수준의 향상은 기업(공개, 비공개)의 UNGC 탈
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기업이 경쟁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의 게임의 룰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권력자
에게 줄 대기와 관계밀착형성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자체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는 있으나 형식적일 것이며 이런 현실과 기업의 CSR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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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표준 (UNGC 등)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CSR활
동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주, 언론 및 정부를 포함한 해당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추구하여
기업의 필요자원의 획득을 사회로부터 원활히 하는데 있으나, 이런 부패사회에서는 기
업의 자원의 획득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행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행위
도 사회적 관행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반부패 CSR활동을 기
업이 추진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기는 어렵고 기업
의 CSR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가설6] 소속사회의 부패의 통제(CC) 수준의 향상은 기업(공개, 비공개)의 UNGC 탈
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실증분석
4.1 분석자료
4.1.1 기술 통계량 분석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UN Global Compact 홈페이지(www.unglobal
compact.org)에서 UNGC에 가입 및 탈퇴한 13년(2000∼2012년)간 전 세계 215개국 기업
데이터를 연도별로 가입 및 탈퇴 기업수를 구분하여 국가별로 정리하였으며 미 가입한
국가 또한 포함(0으로 표기)하여 총 215개국 모두에 대해 탈퇴 및 가입 기업수를 정리한
국가별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World Bank 홈페이지(www.
worldbank.org)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215개국의 World Governance Index 패널
데이터(2000~2012)를 사용했다.
국가별 차이가 나는 경제규모를 통제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중 인당 GDP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기업 내부 환경의 차
이를 구분하고자 종속변수를 기업의 소유권 분류에 따라 공개기업(Public)과 비공개기
업(Private)으로 구분하였다. 전 세계 215개국에서 2000∼2012년 약 13년 사이에 UNGC
에 탈퇴한 기업의 숫자는 총 921개(공개기업 138개, 비공개기업 783개) 기업이었으며
2000∼2011년 까지 총 가입한 기업의 숫자는 4,687개(공개기업 828개, 비공개기업 3,859
개) 기업이었다.
<표 4.1>는 종속변수인 공개기업의 탈퇴 수이며, <표 4.2>은 WGI 지표 6개 독립변
수의 기술통계량이다. WGI 6개 데이터 변수 값은 동일년도에 일부 변수 값만이 조사되
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특정년도에서는 변수 값이 전혀 측정되지 않은 국가도 있었
다. 아울러, 세계은행에서는 2002년 이전에는 2년에 한번씩 WGI변수를 측정해 왔으며,
2002년부터 매년 6개 WGI 변수를 측정해왔다. 이에, 아래 <표 4.3>의 기술통계량에서
관측치가 변수별로 차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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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UNGC 공개(Public) 및 비공개(Private) 기업의 기술통계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관측치

공개기업
탈퇴 수
0.223
0
6
0
0.691
620

공개기업
가입 누적 기업 수
1.912
0
90
0
6.864
2,580

비공개기업
탈퇴 수
0.912
0
71
0
4.131
859

비공개기업
가입 누적 기업 수
4.531
0
609
0
22.905
2,580

<표 4.2> World Governance Index(2000∼2012) 독립 변수별 기술통계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관측치

시민
참여성
-0.008
0.010
1.830
-2.280
1.001
2,901

정치
안정성
-0.025
0.100
1.950
-3.320
1.000
2,851

정부
효과성
-0.007
-0.170
2.410
-2.450
1.003
2,839

규제의
질
-0.007
-0.120
2.250
-2.680
1.000
2,839

법의
지배
-0.011
-0.145
2.000
-2.670
0.998
2,902

부패의
통제
-0.006
-0.240
2.590
-2.060
1.003
2,844

4.1.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 변수 상호간, GDP(인당) 변수간 상관관계를 <표 4.3>과 같
이 살펴보았다. 6개 독립변수인 시민 참여성(VA), 정치 안정성(PS), 정부 효과성(GE),
법의 지배(RL), 규제의 질(RQ), 부패의 통제(CC) 등의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발생
할 다중공선성(정성호, 2010)을 해소 하고자, 독립변수 6개를 합쳐서 분석하지 않고 변
수별로 각각 종속변수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3>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표

시민의
참여성
정치
안정성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
GDP

시민
참여성
1.000
----0.712
***
0.803
***
0.843
***
0.830
***
0.824
***
0.708
***

정치
안정성

정부
효과성

1.000
----0.796
***
0.784
***
0.810
***
0.809
***
0.748
***

1.000
----0.947
***
0.965
***
0.962
***
0.857
***

규제의 질

법의 지배

1.000
----0.939
***
0.936
***
0.843
***

1.000
----0.966
***
0.850
***

부패의
통제

1.000
----0.849
***

GDP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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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UN Global Compact가 주장하는 CSR 10대 가이드라
인을 수용하였으나 해당 기업에서 이를 내재화되지 못하고 탈 제도화하는 데 미치는 제
도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분석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의 모형을 설정하
였다. 아래 연구 모형 수식은 독립변수인 WGI 6개 변수의 효과를 개별로 하나씩 추정한
모형이다. 상수항을 국가별로 다르게 하는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으로 Hausman test 결
과 값에 따라 국가별 규모의 차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고정효과모형
을 사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 국가별 경제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국가별 인당 GDP
와 전년도까지 국가별 UNGC 가입 누적 기업수(t-1)를 추가하였다.

국가별탈퇴기업수
 개국

 

    ∙국가별  가입누적기업수





  

  ∙  지표  ∙   

 지표 ≡번째국가의년도의번째  지표의값
4.3 모형추정결과
4.3.1 공개 기업에 대한 모형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UNGC 설립이후 전 세계 215개국 대상 12년(2000∼2011)
간의 기업의 가입과 11년간 탈퇴(2002∼2012)에 대해 관측한 패널 자료이다. 국가별 차
이를 조절하는 장점이 있는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고정효과모형은 관
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제거하고 보다 정확한 통계적 추론이
가능하며, 또한 다중공선성과 생략변수(omitted variable bias)로 인한 내생성문제를 통
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중 어느
모형을 사용할 것인지는 Hausman Test를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표 4.4>는 공개기업
중 UNGC에 탈퇴한 기업 수에 대한 추정결과로 Hausman test 결과 Chi-square value
= 7.448(p-value = 0.024)로 나타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표 4.5>는 비공개기업 중 UNGC에 탈퇴한 기업 수에 대한 추정결과로 Hausman
test 결과 Chi-square value = 88.29(p-value = 0.000)로 나타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WGI 6개 독립 변수 하나씩 추정한 모형(Model
1,2,3,4,5,6)으로 추정하였으며, 총 215개 국가 중, GDP, WGI 등 변수가 측정되지 않은
해당년도와 국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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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공개기업 UNGC 탈퇴 기업 수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0.496

-0.334

0.047

-0.382

-0.587
(**)

-0.237

UNGC 가입 공개 기업의
누적 수(t-1)

0.028
(***)

0.028
(***)

0.027
(***)

0.029
(***)

0.028
(***)

0.029
(***)

시민참여성

0.242

상수항

정치안정성

-0.090

정부효과성

-0.458(*)

규제의 질

0.058

법의 지배

0.453

부패의 통제

-0.168
-5

1.48*10

-5

1.47*10

-5

1.44*10-5

1.16*10 (*)

국가 수

73

73

73

73

73

73

Observations

513

513

513

513

513

513

0.158

0.158

0.163

0.158

0.161

0.159

Adj-R

1.19*10

-5

GDP

2

1.49*10

-5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공개기업에게는 ‘정부 효과성(GE)’변수만이 UNGC탈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
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NGC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공개기업의 제도적 환경을 연구한 김도형,차경천(2015)의 연구결과에는 UNGC
가입에 ‘정부의 효과성(GE)' 변수가 가입을 촉진하는 변수로 밝혀진 바 있는데 이런 선
행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공개기업은 필요자원 특히
시장과 투자를 외부의 정부, 학계, 주주, 지역사회 등 여러 채널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며
소유권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많다. 이에 공개기업은 사회에
대한 자원의 의존성이 높아서 기업 브랜드, 명성, 평판 등 기업 이미지 관리에 비공개 기
업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를 감안하여 공개기업은 이해관계자 중 가
장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정부 정책 등 정부의 효과성 수준이 향상된다면 해당 국
가에서의 기업들의 UNGC 탈퇴가 억제되어 해당 소속 기업의 CSR활동이 제도적으로
촉진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국가별 경제상황을 통제 하기위한 GDP변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으로 공개 기업에게는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과 기업의 CSR활
동 추진은 비교적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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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비공개 기업의 UNGC 탈퇴 기업 수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0.745

0.442

0.433

1.021

0.735

0.550

누적 수(t-1)

0.087
(***)

0.087
(***)

0.087
(***)

0.087
(***)

0.088
(***)

0.087
(***)

시민참여성

-0.801

상수항
UNGC 가입 비공개 기업의

(**)

정치안정성

0.821(**)

정부효과성

0.031

규제의 질

-1.604(**)

법의 지배

-1.113

부패의 통제

-0.255
-5

-5

-5

-5

-5

-5

GDP

-5.88*10
(**)

-5.34*10
(**)

-5.51*10
(**)

-4.76*10
(*)

-5.31*10
(**)

-5.64*10
(**)

국가 수

114

114

114

114

114

114

Observations

690

690

690

690

690

690

0.461

0.464

0.460

0.466

0.462

0.461

2

Adj-R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비공개 기업에서는 ‘정치 안정성(PS)’변수는 UNGC탈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
으며, ‘규제의 질(RQ)' 변수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
머지 4개 WGI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소속사회의 정치안정성이 향상될수
록 탈퇴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해당 국가의 규제의 질이 향상될수록 UNGC
탈퇴기업이 줄었다. 아울러 GDP가 부(-)방향으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함으로 비공개 기
업에게는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UNGC 탈퇴가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비공개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경제 환경이 악화될수록 탈퇴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어 CSR활
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5. 결론
5.1 결론
최근 기업의 존속 및 성장발전에 있어서 지속가능경영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기업
의 CSR활동이 전략적으로 주요한 경영활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업
의 전략적 CSR활동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수익 창출의 기회도 만들 수 있다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진화중 이다(Porter and Kram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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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서 CSR정의는 해당 국가의 배태된 문화,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
로 국가별로 다르게 발전되어왔음을 살펴보았으며 이런 국가별 다른 제도적 환경 속에
서 소속 기업에 끼치는 사회의 CSR이행에 대한 제도적 압력은 상이하였다. 국제 사회
는 이런 다양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UNGC의 친환경, 인권, 노동, 반부패 관련 10대 원칙이었다. 이런 국제 CSR표준을 기업
의 행위준칙(Code of conduct)로 수용하여 이행하는 것은 기업이 속한 사회적 압력과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런 기업의 사회적 제도
를 수용하여 기업의 생존에 대한 정당성이 강화될 때 기업은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조
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본연의 인력, 기술 등과 결합할 때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기대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시민들의 인식수준에 따라 기업이 느끼는 제도적 압력의 차이가 다를 수 있으며
아울러 기업 내부 환경인 기업의 공개, 비공개 여부에 따라서도 CSR관련 사회의 제도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 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 제도적 압력 요인과 기업 내부의 환경차이에 따
라 기업의 CSR활동 대응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도적 환경의 독립변수로는 세
계은행의 WGI패널 데이터(2000∼2012)를 사용하여 시민 참여성(VA), 정치 안정성(PS),
정부 효과성(GE), 규제의 질(RQ), 법의 지배(RL), 부패의 통제(CC)를 독립변수로 정의
하여 사용하였고, UN Global Compact의 가입(2000∼2011, 총 4,687개 기업)하였다가 탈
퇴한 921개 기업(2002∼2012, 공개기업 138, 비공개기업 783개) 데이터와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 215개국의 국가단위 패널데이타를 종속변수로 분류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제도적환경과 기업의 CSR활동(UNGC탈퇴)간에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개 기업에게는 총 6개 독립변수 중 ‘정부 효과성(GE) ‘이 유일하게 기업
의 UNGC탈퇴에 부(-)의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공개기업에게는 정부의 효율성
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UNGC탈퇴는 억제된다고 해석된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소속사회에 대해 자원의존성이 상대적으로 큰 공개기업에게는 정부 서비스의 질 등 정
부의 영향력이 CSR활동 지속에 가장 큰 제도적 환경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비공개 기업에게는 ‘정치 안정성(PS)’이 통계적으로 양(+)의 관계에 있었으며 '규제
의 질(RQ)' 변수는 음(-)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즉 이해관계자가 소수이며 사회에 대
한 필요자원의존성이 비교적 적은 비공개 기업에게는 사회의 정치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치 테러 등 폭력 수준 현저히 낮아질수록 인권, 노동, 반부패 등을 표방하는 UNGC의
가입 지속 필요성이 약화되어 탈퇴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반면에
공개 기업의 ‘정부효과성(GE)' 변수처럼 비공개 기업에게는 사회의 ‘규제의 질(RQ)'이
높아질수록 UNGC탈퇴가 억제되었는데 이는 시스템을 갖춘 공개 기업에게는 정부의 효
율성 등 기업에 끼치는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비공개 기업에게는 행정기관의 규
제와 간섭 등의 수준이 기업의 CSR활동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비교적 작은 비공개 기업에게는 해당 사회의 경제상황이 좋을수
록 UNGC탈퇴가 억제되고 있어 기업 경영이 잘될수록 CSR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공개 기업에게는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기업의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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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의미가 없었다. 이는 기업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도 시스
템을 갖춘 공개 기업의 CSR추진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비공개 기업 보다는 덜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기업의 CSR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외부 환경요인 변수를 세계은행
의 거버넌스 지표인 WGI를 사용하여 기업 제도적 외부환경의 변화와 UNGC 탈퇴 즉
기업의 CSR이행 중단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한 바, 공개 기업에게는
‘정부 효과성(GE)’변수가 UNGC 탈퇴에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
공개 기업에게는 ‘정치안정성(PS)이’ 탈퇴를 촉진시키고 ‘규제의 질(RQ)’은 탈퇴를 억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제도적 영향에 덜 영향을 받는 비공개 기업에 대해 국가
단위의 실증분석을 시행한 것은 공개 기업에 한정해서 연구되어온 선행연구의 외연을
대폭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별점이 있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째, 본 연구는 한 국가 내 UNGC 탈퇴 기업 수의 변화량을 해당국가의 제도적 변화량으
로 설명하고 또한 국가별 UNGC 탈퇴 기업 수의 차이를 국가별 제도적 요인들의 값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국가별 통계분석에서 기업 내부 환경을 세부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음으로 소유권의 차이인 공개 와 비공개 기업으로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경우
본 연구에는 탈퇴한 기업들이 UNGC 탈퇴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의사 결정에 자신
이 속한 국가의 제도적 환경변수가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가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탈
퇴는 기업 자신이 결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의무인 이행보고서
(COP,COE)를 2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강제 탈퇴됨으로서 탈퇴결정이 기업의
필요에 의한 전략적인 결정인지 무임승차 등의 도덕적 해이의 결과인지 분간이 다소 모
호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향후에는 소유권 구분이외에 기업의 의사결정과정
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로 판단되는, 기업별 성과, 특성, 규모 등의 변수 추가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CSR관련 대표적인 지수로 다우존스 인덱스(DJSI), FTSE4Good Index, ISO26000,
GRI 보고서 등이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UNGC에서의 탈퇴가 기업의 CSR활동 중단
에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로 다우존스 등 다른
지표를 종속변수로 삼아 동일한 분석을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비공개 기업의 연구결과는 비공개 기업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선행연구의 부
족 등으로 본 연구에서 밝힌 정치 안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UNGC의 탈퇴가 촉진되며
해당사회의 규제의질이 높을수록 UNGC 탈퇴가 억제되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기존연구의 근거가 부족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2016년 3월 3일 접수, 2016년 4월 20일 수정, 2016년 5월 26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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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factors on
Compliance of CSR Global Standard: Focusing on the
Expelled Companies from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Do Hyoung Kim1) ․ Kyoung Cheon Cha2)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environment factors and compliance
of UN Global Compact(UNGC)'s CSR 10 principles for expelled public companies from UNGC.
Particularly, the impact of different national environment was investigated like institutional
factors in respective countries for enterprise to internally decide to accept the demand of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compliance of Global Standard 10 CSR principles in terms of
human right, environment, labor, and anti-corruption claimed by UN Global Compact. In order
to draw external environment, institutional factors were appli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ru
operational definition of 6 factors such as Voice Accountability(VA), Political Stability(PS),
Government Effectiveness(GE), Regulatory Quality (RQ), Rule of Law(RL) and Corruption
Control(CC) on the basis of World Governance Index(WGI) data(2000~2012) by World Bank.
The causal relationship was verified thru fixed effect model by applying the panel data
(2000-2012) of expelled companies and non participant countries' data as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Government Effectiveness(GE)' had statistically the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the increasing number of expelled public companies. 'Political Stability(PS)' had the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the increasing number of expelled private companies.
However, 'Regulatory Quality(RQ)' had the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the increasing
number of expelled privat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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