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CSR에 대한 인식 현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은 소비자의 수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비용 

등의 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 나아가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의 식은 기까지 존재하는 한 기업의 전체이윤의 현재가치, 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식이다. 여기서 와 는 각각 기의 이윤, 할인인자이며,   는 

각각 기의 총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나 변화

가 수요함수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에 영향을 주어 이윤에 영향을 줄 수 있

고, 노동공급함수의 변화나 총비용함수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에 영향을 미

쳐 이윤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소비자 수요가 기업의 CSR 이행에 영향을 받는지, 특히 국내 소

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CSR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비자의 CSR 관련 인식 현황 

가. 해외 소비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인식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해외 설문조사들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심화되었으며, 상당한 수의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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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결정할 때 가격, 품질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Kitzmueller and Shimshack(2012)에서도 대표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데, Environics International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2/3는 기업이 주

주의 부(shareholder wealth) 극대화 말고도 사회적 목표에 공헌하기를 원한다

고 응답하였다. 한편 Fleishman and Hillard(2007)는 설문 응답자의 52%가 기업

들의 CSR 정보를 찾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미국 소비자의 과반수가 기

업의 사회적 명성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영국 소비자의 

70%가 윤리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용

의가 있다고 밝혔다.

코즈마케팅(Cause Marketing)과 관련하여 56개국의 2만 8천여 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Nielsen(2012)의 결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17) 

동 조사는 사회 환원을 도입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며, 이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socially-conscious 

consumer)로 정의하였다. 66%의 응답자가 사회 환원을 도입한 기업의 상품이

나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2%가 그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선

호하며, 59%가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기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49%

의 응답자만이 사회환원을 하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는 젊은 편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63%가 40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도 차이가 있었는데, 북미나 유럽보다는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비자들이 더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코즈마케팅(Cause Marketing 또는 Cause-related Market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또는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 마케팅기업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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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소비자의 CSR 관련 인식: 기존 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

기할 만한 사항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많은 참여를 한 40대의 평가는 다른 연령

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이유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기적 영업이익, 세제혜택 등의 실질적 이익

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

헌활동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자들은 이를 

소비자들이 기업의 전략적 동기에 의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긍정적 동의를 나

타낸다고 해석하였다. 설문 중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부문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환경과 교육 및 학술연구에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

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분야별 비용 비율은 사회복지, 문화예술 및 체육, 응급 및 재난구호, 교육 및 학

술연구, 국제구호활동, 환경, 의료보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소비자

가 희망하는 비용 비율은 사회복지, 교육 및 학술연구, 환경, 응급 및 재난구호, 

문화예술 및 체육, 국제구호활동, 의료보건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2005)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해당 기업이미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한동우 외(2003)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18) 

한편 금융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기업의 실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김시월·김혜연(2012)은 2010년 서울지역의 대학생 소비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들은 법·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환경적 책임 중 법·경제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환경

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 정

18) 한동우 외(2003)가 실시한 조사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900여
명과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의 근로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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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점 만점의 2.8점으로 낮게 평가

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법·경제적 책임 실행 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자선적 책임, 윤리적 책임, 환경적 책임 순으로 평가하였다. 

3. 국내 소비자의 CSR 관련 인식: 설문 조사 

가. 설문조사 방법 및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는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20살 이상의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

로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조사되었으며, 응답자는 연령대, 성별

이 골고루 분포되었다.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결과 CSR에 대해 인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 응답자 중 79.9%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

으며, 연령대로는 50대, 성별은 남성, 거주지가 대도시인 경우 안다는 비율이 가

장 높았지만 다른 그룹과 경제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CSR의 개

념이 특정계층에게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응답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최소한만 인지하여도 안다고 답

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표 Ⅲ-1>의 결과만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의 수준

까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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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안다 모른다

전  체 (2,000) 79.9 20.1

연령대

20대 (437) 76.9 23.1

30대 (491) 77.6 22.4

40대 (476) 78.6 21.4

50대 (308) 87.7 12.3

60대 이상 (288) 82.3 17.7

성별
남성 (994) 84.0 16.0

여성 (1,006) 75.8 24.2

지역규모

대도시 (1,269) 81.2 18.8

중소도시 (636) 79.6 20.4

군지역 (95) 65.3 34.7

<표 Ⅲ-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명, %)

설문조사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윤리적소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다수의 응답자가 기업의 CSR 관련 정보가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하

였다. 85.9%의 응답자는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의 상품을 그렇지 않

은 기업의 상품보다 더 구매한다고 했다. 또한 75.8%의 응답자는 더 비싸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73.1%의 응답자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상품을 

일부러 구매하지 않았다고 했다. 구매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편법/탈법행위, 상

품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환원과 기부에 인색하기 때문

에 구매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1%로 낮은 편이다. 즉, 사회환원보다는 기업의 

정직성이 상품 수요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들

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높은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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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례수
Q1 Q2

그렇다 아니다 있다 없다

전  체 (2,000) 85.9 14.1 73.1 26.9

연령대

20대 (437) 83.1 16.9 70.0 30.0

30대 (491) 86.6 13.4 76.0 24.0

40대 (476) 87.4 12.6 71.6 28.4

50대 (308) 89.6 10.4 79.5 20.5

60대 이상 (288) 82.6 17.4 68.4 31.6

성별
남성 (994) 87.4 12.6 74.5 25.5

여성 (1,006) 84.4 15.6 71.7 28.3

지역규모

대도시 (1,269) 87.7 12.3 74.9 25.1

중소도시 (636) 83.2 16.8 70.3 29.7

군지역 (95) 80.0 20.0 68.4 31.6

<표 Ⅲ-2> CSR과 소비자의 구매행태
(단위: 명, %)

주: 1) Q1) 상품 구매 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편인가?

     2) Q2) 상품 구매 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부정적 기업의 상품을 일부러 구매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윤리적 소비 혹은 윤리적 행위를 다양하게 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 혹은 윤리적 행위에 관한 8가지 일19) 중 지난 12개

월 동안 한 일의 개수에 연령별, 성별 간 차이는 적었지만, 가구소득은 행위의 

개수와 정비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

품을 판매하는 기업일수록 CSR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19) Ipsos MORI(2003)를 참조하였으며, 금전적 기부, 자원봉사, 사회적 책임 활동을 잘하
거나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 자선단체가 판매하는 상품 구매, 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봄,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불매운
동에 참여, 회사의 윤리적 명성에 의해 상품을 선택, 헌혈 등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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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 국내 소비자의 CSR 인식 관련 설문 1

▒ ○○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 상품 구매 시 모든 조건(가격 포함)이 동일하다고 할 때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한다고 평가한 기업의 상품을 그렇지 않은 회사의 상품보다 더 구매

하는 편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상품 구매 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상품을 

일부러 구매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일부러 구매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① 사회환원, 기부에 인색 

개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여성
개인
소득

가구
소득

1 37.3 38.5 34.9 32.5 39.9 33.4 39.9 2,071 4,429 

2 34.8 33.8 33.4 33.4 34.4 35.6 32.3 2,558 5,030 

3 15.3 14.7 16.2 19.8 16.7 17.2 15.3 2,735 5,495 

4 8.2 7.9 8.8 10.1 5.6 8.6 7.9 3,154 5,870 

5 3.2 3.9 4.4 2.3 2.8 3.5 3.4 2,947 6,429 

6 0.0 0.6 1.9 1.6 0.7 1.0 0.9 3,312 6,168 

7 0.5 0.2 0.0 0.3 0.0 0.3 0.1 3,950 7,250 

8 0.7 0.4 0.4 0.0 0.0 0.4 0.3 2,771 8,143 

<표 Ⅲ-3> 최근 1년 동안 행한 윤리적 소비 및 행동의 개수와 소비자 특성
(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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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법, 탈법행위

③ 피고용인(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④ 환경 파괴 행위

⑤ 어린이, 청소년에 유해한 서비스 제공

⑥ 상품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 

⑦ 기타(                                   )

▒ 다음 보기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 일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금전적 기부를 했다.

② 자원봉사를 했다. 

③ 사회적 책임 활동을 잘하거나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다

    (펀드 가입 포함). 

④ 자선단체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했다. 

⑤ 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았다.

⑥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불매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⑦ 회사의 윤리적 명성에 의해 상품을 선택한 적이 있다. 

⑧ 헌혈한 적이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은 해당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82.9%였다(약간 동의함: 23.1%, 동

의함: 36.1%, 전적으로 동의함: 23.8%). 그러나 기업의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CSR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영진의 

불법 행위, 재무건전성이 CSR의 영역인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사회공헌보다 신

뢰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입장에서 CSR

이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주는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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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만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라면 CSR보다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보다 효과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SR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적 소비에 대응

하는 수단으로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CSR을 통한 신뢰

도 제고는 부수적인 이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영향 없음1) 보통 영향 있음2) 평점

자산규모 8.0 31.6 60.5 4.79

재무건전성 4.4 16.4 79.2 5.41

시장점유율 7.2 24.1 68.8 5.04

소비자와의 소통 5.9 22.2 72.0 5.13

경영진의 불법행위 4.2 13.7 82.2 5.70

상품 및 서비스 품질 2.4 12.4 85.3 5.87

기부나 사회공헌 3.9 17.8 78.4 5.32

환경오염 예방활동 4.1 17.4 78.6 5.36

오랜 역사 10.9 29.8 59.4 4.80

<표 Ⅲ-4> 기업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
(단위: %, 점)

주: 1) 별로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전혀 영향 없음을 모두 합친 비율.
 2) 약간 영향 있음, 영향 있음, 매우 영향 있음을 모두 합친 비율.

보험회사의 신뢰도에도 CSR보다는 재무건전성, 시장점유율, 상품서비스 품

질 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보험회

사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사회 환원 및 기부, 친환경경영 등의 CSR과 

관련된 요인을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는 보험회사 역시 CSR은 윤리적 소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써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CSR을 통한 신뢰도 제고는 부수적인 이

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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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순위 1+2순위

높은 재무 건전성 29.5 40.5

높은 시장점유율 18.4 38.5

높은 상품·서비스 품질 18.3 39.1

질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 애프터 서비스 12.8 28.6

오랜 역사 10.1 20.2

정직·준법경영 4.2 9.6

능력있는 설계사 2.5 7.4

많은 사회환원 및 기부 1.6 7.1

<표 Ⅲ-5> 보험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위: %, 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전략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그러한 활동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응답자의 52.9%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며,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CSR활동에 대

한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사나 홈페이지 공시를 접한 적이 있

다고 한 응답자는 58%였다. 참고로 응답자가 주로 정보를 얻는 매체는 텔레비

전이나 블로그 및 포털 사이트, 신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홍보 효과가 가장 높다

고 생각하는 미디어도 그와 유사했지만 신문보다 소셜미디어가 더 큰 홍보효과

가 있는 것으로 답하였는데, 특히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셜미디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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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 국내 소비자의 CSR 인식 관련 설문 2 

▒ 다음 요소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
기

전혀 영향 없음               보통               매우 영향 있음
①----------②---------③----------④----------⑤----------⑥-----------⑦

영향 정도

-1 자산규모

-2 재무건전성

-3 시장점유율

-4 광고를 포함한 소비자와의 소통 (communication)

-5 경영진의 불법 행위 

-6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7 기부나 사회공헌

-8 환경오염 예방 활동

-9 오랜 역사 

▒ ○○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생명보험회사 (1순위:      , 2순위:       )  

손해보험회사 (1순위:      , 2순위:       )

▒ 위 보험회사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한 주된 이유를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

오. (1순위:      , 2순위:       )

① 높은 재무 건전성 

② 높은 시장점유율

③ 질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 애프터 서비스

④ 정직·준법경영

⑤ 높은 상품·서비스 품질

⑥ 많은 사회환원 및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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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오랜 역사 

⑧ 친환경 경영

⑨ 능력있는 설계사

⑩ 근로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복지 

⑪ 기타 (                         )

▒ ○○님께서 주로 정보를 얻는 매체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① 신문

 ② 텔레비젼

 ③ 라디오 

 ④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⑤ 블로그, 포털 사이트 

 ⑥ 기타 (                        )

▒ ○○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광고 및 홍보 효과가 가장 높은 미디어는 무엇

입니까?

① 신문

② 텔레비젼

③ 라디오 

④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⑤ 블로그, 포털 사이트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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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로 정보를 얻는 매체
광고 및 홍보 효과가
가장 높은 미디어

텔레비전 37.6 57.6

블로그, 포털 사이트 34.0 24.3

신문 18.9 6.2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7.4 10.6

라디오 2.0 1.3

<표 Ⅲ-6> 미디어 
(단위: %, 점)

4. 기업의 CSR 관련 인식

소비자의 인식이 달라지고 CSR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되면서 기업 또는 

기업 경영자들의 CSR관련 인식 또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07년 온라인 설문조사는 경영자들의 우선순

위에서 CSR가 차지하는 위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20) 세계 고

위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전략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어

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조사한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의 설문조사는 이

러한 경향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사 결과에 의

하면 응답자의 60%가 CSR이 전 해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응답했으며, 6%만이 

전 해보다 더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응답하였다(Riddleberger and Hittner 

2009. 7). 또한 응답자의 69%가 사회적 책임 이행이 새로운 이익창출 기회를 마

련한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설문대상 중 우수기업들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회

적 책임 목표 달성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 The Economist(2008)는 자매회사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실시한 1,192명의 
세계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Global Business Barometer)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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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UN Global Impact는 2007년부터 기업들의 CSR 관련 정책 이행 및 관행

에 대한 설문조사를 행하여 왔다.21) 2011년 100개국의 1,325개의 회사를 대상

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기업이 판단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알려 

주고 있다(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012). 기업의 지속가능성(Corporate 

Sustainability)을 기업이 재무적,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조건에 따른 장기가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업의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및 지속성

(sustainailbity)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기업 전략 및 운영에 있어서 

Global Compact 10대 원칙의 실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환경, 노동 기준에 대한 

실행 정도가 가장 높고, 인권 관련 기준에 대한 실행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부패 관련 기준에 대한 실행 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환경 위험 평가가 지속가능경영의 표준이 된 반면, 1/4 

이하의 기업이 인권, 노동, 반부패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림 Ⅲ-1> 기업 전략 중 CSR의 우선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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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7). 

21) 앞서 밝힌 바와 같이 UN Global Compact는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와 관련된 
10대 원칙을 위해 200년에 발족된 전략정책계획이다. 동 계획에는 135개국의 6천여 
개 기업을 포함하여 8천 개 이상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29개의 기업이 
가입하고 있다(2011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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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CSR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 또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여

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배적 다수가 기업은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가

져다 주어야 하지만, 넓은 의미의 공공재(public good)에 대한 공헌과 균형을 맞

추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BCCC(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의 대면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48명 

중 3명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McKinsey & Co의 116개국의 4,000명 이상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웹기

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6%만이 기업은 법과 규제를 준수하면서 투자자에게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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