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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   필요성

최근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지에서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하 

CSR)1) 활동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특히 지에서 CSR의 요성이 여러 문헌에서 강조되고 

있다(남 숙 2015; 이양복․김창수 2016; 한충민․응엔티한․김경애, 2016). 그러나 해외에 진

출한 모든 한국 기업이 CSR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에 수행한 한국 기업의 CSR 조사에서, 

베트남 진출 116개 기업  40.5% 기업만이 CSR을 수행하고 있었다(Kotr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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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으로 지에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악하고

자 하 다. 이를 해, 내수 시장 진출 목 의 국 투자 기업 153개 업체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검증 결과, 모기업의 규모, 고용 규모, 매출 규모 그리고 랜드 명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CSR에  

극 인 기업은 모기업 규모가 크고, 고용 규모가 크고, 매출 규모가 크며, 랜드 명성이 높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기업의 지 법인의 특성으로, 한국 기업의 국에서의 CSR은 결국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소유 형태, 투자 규모와 시장성과는 CSR 수행 정도는 

CSR 수행 정도와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론  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CSR은 선제  의 

CSR이론 보다는 방어  의 CSR이론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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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으로 한국 기업들은 CSR을, Elkington의 지속가능한 발 의 삼  목  에서, 경제  측면 보다는 사회  그리고 

환경  책임으로 이해하고 있다(Kotra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업의 자선  활동, 사회 개발 활동 그리고 환경 보

호 활동에 을 맞춰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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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해외 지에서 CSR을 하는가? 이들 기업들이 CSR을 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를 들면, 기업들이 주로 CSR을 하는가? 소기업은 CSR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업 

성과와 CSR 수행은 어떠한 상 계가 있는가? 즉 지에서 성과가 좋은 기업만이 CSR을 하는

가? 성과가 나쁜 기업은 CSR이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와 련된 논쟁에 한 실증  학술 연구

가 반 으로 활발하지 않으며, 특히 한국 기업과 련하여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외국 기업들이 지 시장에서 수행하는 CSR은 지에서의 사업에 한 정당성

(legitimacy)을 확보하기 해 필요한 활동이라고 지 하고 있다(한충민 외 2016; Hah and 

Freeman 2014; Jamali 2010; Yang and Rivers 2009). 특히 시장 지배력이 높은 다국 기

업들은 제도  동형화  다양한 이해 계자의 기 와 압력에 따라 방어 인 목 에서 CSR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 하고 있다(Miska, Witt, and Stahl 2016; Kostova and Zaheer 1999; 

Park and Ghauri 2015).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하면, 소기업보다는 기업들이 CSR에 극

일 가능성이 높다. 신지 ․문정빈(2011) 연구도 국에서의 다국 기업의 자선  활동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 하고 있다. 동시에 지에서 양호한 사업성과를 보이는 기

업들이 사업 방어 목 으로 CSR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제  의 CSR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CSR을 통해 새로운 경쟁우 를 창출할 수도 

있다(Du et al. 2007; Groza and Walker 2011; Torugsa and Hecker 2013). 특히 공유가

치창출이론(creating shared value:이하 CSV)에 따르면, 기업은 CSR을 통해 기업 본연의 비즈

니스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충민 외 2016; 변선 ․김진욱․서민교 2012; 

Porter and Kramer 2006, 2011). 따라서 CSR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  강화의 필요성은 상

으로 소기업에게 높을 수도 있다(Aragon-Correa et al. 2008; Sen and Cowley 2013). 

이러한 에서 보면, CSR이 기업의 유물이 아닐 수도 있다. 동시에 사업성과가 나쁜 기업들

도 새로운 경쟁 우  창출을 한 지화 목 으로 CSR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

기본 으로, 선행 CSR 이론은 CSR의 목 에 하여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에서 언

하 듯이, CSR을 방어  목 으로 한다는 이론과 새로운 경쟁우 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론으

로 양분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 CSR 문헌은 어떤 기업이 CSR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하여 명확한 진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선행 문헌을 CSR 동기 즉 방어  그리고 선제  동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CSR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들 이론에서 주장하는 CSR 동기를 논의한다. 이를 

해서는 범 한 이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게 정리된 CSR 이론을 바탕으로 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으로 지에서 CSR

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 규모, 투자 규모, 매출 규모, 사업성과 등 

다양한 기업의 특성 변수를 통해 CSR 수행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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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하는 CSR의 동기도 간 으로 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한국 기업이 방

어 인 동기에서 아니면 선제 인 목 에서 CSR을 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동

시에 해외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악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CSR의 

필요성 정도에 한 략  시사 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우선, 본 연구는 다소 이론  

그리고 규범  논의 심의 기존 CSR 연구에 실증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구

체 으로 어떤 기업들이 CSR에 극 인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여 기존 CSR 이론의 실증 인 뒷

받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둘째, CSR 동기에 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

는 기존 CSR이론을 다시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을 소개

하고 CSR 동기에 따라 문헌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본 연구의 실증  결과가 어떤 이론을 

지지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이 방어 인 동기에서 아니면 선제 인 목

에서 CSR을 수행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실증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마지

막으로, 략  에서, 해외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악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모색하

는 기업에게 CSR의 필요성 정도에 한 략  시사 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  배경

에서 언 하 듯이, 기존 CSR 이론은 기업의 CSR은 이해 계자와 사회  압력에 응하기 

해 방어 인 동기에서 수행한다는 주장(Miska et al. 2016; Jackson and Rathert 2015; 

Kostova and Zaheer 1999)과 략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우  창출을 해 선제 으로 참여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Du et al 2007; Groza and Walker 2011; Hillman and Keim 

2001; Torugsa and Hecker 2013). 특히, 방어 인 목 의 CSR은 제도이론, 이해 계자이론 

그리고 사회계약론에 근간을 두는 반면에, 자원기반이론, 사회자본이론 그리고 공유가치창출이론

은 선제 인 목 의 CSR을 주장한다. 이들 이론들이 아래에서 구체 으로 논의된다. 

2.1 방어  CSR 의 이론

 2.1.1 제도이론 

 제도이론 에서 보면, CSR은 제도 응 목 인 방어  특성이 강하다. 제도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구조화하고, 통제하고, 규범하고, 인지하는 작용을 하는 요소이다(Marquis and Ray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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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orth 1991; Scott 2001). 제도에는 국가의 법과 정부의 규제 등의 공식 인 제도와 

통과 규범 그리고 공유된 신념과 문화와 같은 비공식 인 제도가 있다(Park and Ghauri 2015).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은 이러한 제도  환경에 순응하는 동형화(isomorphism)를 통해

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받을 수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Kostova, Roth, and Dacin 2008; Meyer and Rowan 1977). 따라서 기업의 CSR은 

제도에 순응하는 동형화의 노력으로 방어 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Kostova et al.2008).

CSR은 다국 기업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국가의 제도  차이로 인한 정보의 비 칭성에서 발생

하는 외국인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을 극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한충

민 외 2016; Jackson and Rathert 2015; Kostova et al. 2008; Su et al. 2016). 결국, 다

국 기업은 CSR을 통해 지 제도에 순응하고, 동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2 이해 계자이론 

이해 계자란 기업의 활동에 향을 주고받는 개인이나 단체로(Freeman 1984), 기업은 성과 

리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기 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Park et al. 2014; Yang and Rivers 2009). 한, 기업은 이해 계자의 요구  기

에 부응함으로써 사회  기 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Park et al. 2014; 

Reimann et al. 2012; Yang and Rivers 2009). 결국 이해 계자 에서 본 CSR은, 이해

계자로부터 기업과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방어하기 한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Ricks(2005)는, 한, 기업이 기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 그리고 환경  폐해에 한 

이해 계자들의 압력을 완화시킬 목 으로 CSR을 실시한다고 지 하고 있다. 

방어  목 에서의 CSR은 Ricks(2005)의 주장에서도 지 되고 있다. Ricks(2005)는, 기업이 

CSR을 하는 것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 그리고 환경  폐해에 한 이해 계자들

의 압력을 완화시킬 목 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CSR은 기업에게는 보험

인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지 되고 있다(Godfrey, Merrill, and Hansen 2009; Koh, 

Qian, and Wang 2014). Godfrey et al.(2009)는 2차 이해 계자 즉 불특정 일반 을 

상으로 하는 CSR은 보험 인 성격이 높고, Koh et al.(2014)는 CSR의 보험  효과는 특히 소

송 험이 높은 기업에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업의 CSR 동기가 보험과 동시에 속죄 목 에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Kang, Germann, 

and Grewal(2016)은, 4,500개 기업의 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 기업의 사회 무책임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 CSI)을 속죄하기 해 CSR을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발견

하 다. Kotchen and Moon(2012)도, 3,000개 기업의 패  자료를 근거로, CSI이 큰 기업이 

CSR을 하고, 특히 이해 계자 집단의 감시가 큰 산업에서 그러한 계가 강한 것으로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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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해 계자 에서 반 의 주장도 있다(Flammer and Kacperczyk 2016; Hillman 

and Keim 2001; Jones 1995). 이와 련하여서는 2.2 선제  의 이론 논의에서 다시 언

된다. 

 

2.1.3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와 구성원사이의 역할과 의무에 한 공통된 합의로(Steiner 

1972), 이러한 계약이 수됨에 따라 구성원의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사회계약론

의 핵심이다(Donaldson and Dunfee 1994). 기업과 사회에도 계약이 존재하는데, 기업의 CSR

은 이 계약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Russell and Honea 2016). 기업은 소비자

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에 해 사회  책임이 있으며, 기업의 정책, 의사결정  행동이 사회  가

치와 목 에 부합해야 하며, 그 지 않으면, 사회계약을 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Neiman 2013; 

Russell and Honea 2016; Unsworth, Russell and Davis 2016). 따라서 사회계약론 

에서 CSR은 사회와의 계약을 수한다는 방어 인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2 선제  CSR 의 이론

2.2.1 자원기반이론 

자원기반이론 에서, CSR은 기업의 지속 인 경쟁우 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고 본다(한충민․김경애 2014; Sharma and Vredenburg 1998). 자원기반이론은 기업의 지속

인 경쟁우  확보를 해서는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어려우며, 체 불가능한(valuable, 

rare, inimitable, non-substitutable)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arney 1991). 선제

으로 CSR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은 그러한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Torugsa and Hecker 

2012). 이런 에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소기업에게도 CSR이 요할 수 있다(Torugsa 

and Hecker 2012; Sen and Cowley 2013). 

구체 으로 기업은 CSR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으며, 기업과 제품에 한 호의

인 이미지와 평 을 확보할 수 있다(이한 ․박종철 2009; Carroll and Shabana 2010; Ding, 

Ferreira and Wongchoti 2016). CSR을 통해 향상된 기업의 이미지와 평 은 우수한 인력 확

보에 유리하며, 종업원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여주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선행 연

구에서 지 하고 있다(유력 ․권 철 2012; Aguinis and Glavas 2012; De Roeck et al. 

2014; Suh 2016). 한 기업은 CSR을 통해서 소비자, 종업원, 공 자, 지역사회와 신뢰 인 

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는 사회  가치창출로 연결되는 다양하고 무형 인 원천이 되어 기업의 경

쟁우 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Hillman and Keim 2001; Harrison and Philip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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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은, 한, 기업의 신 활동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상품과 시장 개척에도 유익하게 작용한다고 

지 되기도 한다(배정호․박 숙 2016; Flammer and Kacperczyk 2016; Gallego-Álvarez 

et al. 2011; Groza and Walker 2011; Harrison and Phillips 2010; Torugsa and 

Hecker 2012). 

2.2.2 사회자본이론 

기업은 CSR을 통해 호의 인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자본이론 의 CSR

이론이다(Fuller and Tian 2006; Perrini 2006; Sen and Cowley 2013; Spence et al. 

2003). 사회자본이론에 따르면, 사회 자본은 사회  계와 네트워크에 내장된 자본과 자산의 형

태로 정의되고 있다(Adler and Kwon 2002; Ayios et al 2014; Coleman 1988; Putnam 

1993, 2001; Suh 2016). 기업은 선제 인 CSR을 통해 이러한 사회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 으로, 기업은 CSR을 통해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 신뢰  력  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계는 이해 계자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서, 정 인 

기업 성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h 2016). 한충민․김경애(2014)는 CSR 활동은 소비

자들을 포함한 시장이해 계자와의 계를 향상시키는 시장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소기업에게는 소기업의 자원과 규모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장경쟁에서 생

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Hoang and Antoncic 2003; Sen and Cowley 

2013; Spence and schmidpeter 2003). 

2.2.3 이해 계자 이론 

앞에서 이해 계자 이론의 논의에서 방어  에서 논의하 다. 그러나, 이해 계자 에서 

반 의 주장도 있다. 반 로 기업이 이해 계자 만족을 통해 경쟁  우 를 달성하고자 CSR을 실

시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Hillman and Keim 2001; Jones 1995). 기업이 CSR을 통해

서 상호신뢰와 력을 바탕으로 소비자, 종업원, 공 자, 지역사회와 다면  계를 형성하고 발

시키는 경우, CSR은 사회  가치창출로 연결되는 다양하고 무형 인 원천이 되어 기업의 신과 

경쟁우 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Flammer and Kacperczyk 2016; Hillman and Keim 

2001). 특히 Flammer and Kacperczyk (2016)는 이해 계자 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안정 인 

작업 환경 조성 그리고 직원과 고객 만족을 확보할 수 있어 신 가능성이 높다고 지 하고 있다. 

한, CSR은 이해 계자로부터 기업 명성 확보와 함께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한 ․박종철 2009; Campbell and Par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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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공유가치창출이론 

공유가치창출이론은 기업의 수익이 창출된 이후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본연

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사회  가치와 경제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orter and Kramer 2006, 2011). 이 에서는 기업은 CSR을 선제 인 목 으로 수행함으

로써 기업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면, 기업이 환경 문제를 방어 으로 

응할 것이라 아니라, 문제 해결에 극 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사

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략  차원에서 사회 문제를 근하고 해결할 때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략  CSR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변

선  외 2012). 

Ⅲ.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해외에서 CSR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구체 으로 

에서 논의한 CSR이론을 바탕으로 CSR을 극 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모기업의 규모, 지 자회사의 소유 형태, 투자 규모, 고용 규모, 매출 규모, 랜드 명

성 그리고 지에서의 시장성과를 검토한다.

3.1 모기업의 규모

먼 , 본 연구에서는 모기업의 규모와 CSR 수행 성향의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CSR이 

주로 기업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기업들도 CSR 수행에 극 인지 검증해보고

자 한다.

우선, 앞에서 논의한 방어  의 CSR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CSR을 활용하여 기업평 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 기업, 특히 로벌성이 높은 기업은 높은 가시성 때문에 

다양한 이해 계자의 감시를 받고 있다(Park and Ghauri 2015; Yu, Lo and Li 2017). 

Chapple and Moon(2005) 역시 국제기구와 국제 NGO들의 지속 인 감시로 인해서 로벌 기

업들이 높은 수 의 CSR을 실시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 하고 있다. 특히 국제NGO와 소비자들은 

기업이 사회  책임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국제 인 불매운동이나 제제 등의 압력을 행사하여 

기업의 성과나 평 에 향을 미칠 수 있다(한충민 외 2016; Romani, Grappi and Baggozzi 

2013). 실증 인 근거로, 신지 ․문정빈(2011) 연구에서는 국에서의 다국 기업의 자선  활



한충민․이효연․안 미

106  국제경영연구 제29권 제2호 2018년 5월

동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시 될 

수 있다.

H1: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모기업의 규모가 크다. 

한편, 선제  의 CSR 주장을 따르면, 소기업들은 부족한 자원의 확보와 경쟁우 를 해

서 극 으로 CSR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Torugsa and Hecker 2012). 

특히, 소기업은 지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과 정치  향력이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Hillman and Hitt 1999; Sen and Cowley 2013). 따라서, 소기업은 지에서의 사회자본 

확보의 필요성이 높을 수 있다(Sen and Cowley 2013). 선행 연구에 따르면, CSR 활동은 시장

이해 계자와의 계를 향상시키는 시장기반자산과 역량으로 기업의 신제품과 개발과 고객 리 등

에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  성과에도 정 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한충

민․김경애 2014; Yang et al. 2013; Ramaswami et al. 2009; Hooley et al. 2005). 따라

서, 다음의 립 가설도 제시될 수 있다.

H1A: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모기업의 규모가 작다. 

3.2 소유형태

지 자회사의 소유형태 역시 기업의 CSR 실행 성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특성이 될 수 

있다. 완 소유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와 국제합작투자(international joint venture)

의 CSR 수행 성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방어 인 에서, 완 소유 자회사는 합작투자에 비해 지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자산

이 크다. 동시에 합작투자는 지 합작 트 를 통해 지 역량 즉 지 정부, 소비자  다양한 

지 이해 계자들과의 계 개발  리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완 소유 자회

사는 보호 인 목 에서 극 인 지 CSR을 할 가능성이 높다. 

H2: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완 소유 자회사보다는 합작투자 회사이다.  

 이와 반 로 선제  에서, 합작투자자회사가 극 인 CSR 활동을 개할 수도 있다. 일반

으로 합작투자는 지에서의 통제가 원활하지 않고, 정보의 비 칭성과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서 

지 지식이 필요한 경우라고 지 하고 있다(Brouthers 2002; Puck et al. 2009; Yi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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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o 2002). 따라서, 합작투자는 상 으로 지화의 필요성이 높을 수 있다. 동시에 합작투

자 트 와 력 인 계를 확보하기 해서는 지 CSR을 통해 지 사회와의 사회자본 확보

에 노력할 필요가 높을 것이다. 물론, 지 트 의 CSR에 한 압력에 의해 방어 으로 CSR를 

할 수도 있다. 반 으로 보아, 선제 인 목 에서 합작투자가 지 CSR에 극 일 수 있다. 따

라서, 다음의 립 가설이 제시될 수 있다. 

H2A: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합자투자 회사보다는 완 소유 자회사이다.  

3.3 투자 규모

투자 규모 역시 CSR 수행과 련된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기업은 투자 규

모에 따라 기업 CSR에 한 투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방어 인 에서, 투자의 규모가 큰 기업이, 투자의 보호를 해서 CSR을 극 수행할 수 있

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질 인 정치․경제  제도와 구조로 인해 다양한 험과 외국인비용에 노출

되어 있다(Meldrum 2000). 특히 국과 같은 신흥국시장은 성장성이 크지만 변동성과 불확실성

이 높아 험 부담이 매우 크다(Marquis and Rayanard 2015). 이러한 험을 상쇄하기 해

서 기업은 극 으로 CSR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지 한 바와 같이, CSR은 기

업에게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Varadarajan and Menon 1988; Peloza 2006). 한편, 

선제  에서는 투자 규모와 CSR 수행 정도에 한 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어  의 CSR이론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H3: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지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이다. 

3.4 고용 규모

 

우선, 방어  에서 고찰할 때, 직원의 수가 많은 기업은 핵심이해 계자인 직원의 요구에 

응하기 해서 활발한 CSR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해 계자 이론에 따르면, 직원은 기업의 

핵심 인 이해 계자이다(Jamali 2008; Longo et al. 2005; McWilliams and Siegel 2001; 

Preuss et al. 2009).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제시될 수 있다. 

H4: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지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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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제  에서도 유사한 가설이 가능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CSR은 직원들의 조직 

소속감과 조직 동일시 인식이 높아진다고 지 되고 있다(Brammer et al. 2007; Jones 2010; 

Shen, Jie and Benson 2016; Suh 2016). 따라서, 직원이 많은 규모는 직원의 조직 소속감과 

충성심을 선제 으로 제고시킬 필요성이 높아, CSR을 극 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 

3.5 매출 규모

우선, 방어  에서,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지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방어 인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의 핵심 이해 계자인 소비자로부터 정 인 평 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가 있을 수 있다. 앞의 이론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CSR은 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의 구매 의

도에 향을 미친다(박병일․Adam H, Cave 2013; Berens, Riel and Bruggen 2005; Brown 

and Dacin 1997; Gurhan-Canli and Batra 2004; Mohr and Webb 2005). 한편, 선제  

에서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반드시 CSR을 극 으로 는 소극 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측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어 인 에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H5: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지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다. 

 

3.6 랜드 명성

  

랜드 명성과 지에서의 CSR 수행 성향도 련성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방어  에서, 

랜드 명성이 높은 기업은 랜드 보호를 해서 극 인 CSR을 수행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CSR은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랜드 명성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김주헌․조

정 2011; Mishra and Suar 2010; Yoon, Gurhan-Canli and Schwarz, 2006). 따라서, 방

어  에서 다음의 가설이 가능하다. 

H6: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랜드 명성이 높은 기업이다. 

반 로 랜드 명성이 낮은 다국 기업의 자회사는, 선제  에서, CSR을 통해서 랜드 이

미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제  에서 립 가설이 가능하다. 

H6A: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랜드 명성이 낮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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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시장성과

시장성과도 지에서의 CSR 수행 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기업의 특

성은 시장성과이다. 우선, 방어  에서 성과가 좋은 기업이 지에서의 사업 보호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활발한 CSR을 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계약이론 에서 고찰할 때, 기업

은 사회의 자원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취득한 잉여를 분배해야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

(fiduciary duty)를 가지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Sacconi 2004). 즉 기업이 달성한 성과만큼 

사회  책임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 한다는 것이다(Carroll 2004). 한, 시장성과가 좋은 기업

은 CSR을 수행할 여력이 크기 때문에 활발한 CSR을 수행할 것으로 측 할 수 있다. 따라서, 방

어  에서, 다음의 가설이 제시될 수 있다. 

H7: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시장성과가 좋은 기업이다. 

반면 선제  에서, 성과가 조한 기업은 좋은 기업 평 을 얻기 해서 CSR을 요하게 여

길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CSR은 기업  랜드 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립 가설도 가능하다. 

H7A: 지 시장에서 활발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시장성과가 나쁜 기업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방어  과 선제  에서 고찰할 때, 해외 지 CSR에 극 인 

기업의 특성은 CSR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 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Table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Firm characteristics Reactive CSR theory predicts Proactive CSR theory predicts

1. Size of the parent firm Large firms Small firms

2. Ownership pattern 100% subsidiary Joint ventures

3. Size of investment Large size -

4. Size of employment Large size Small size

5. Size of sales Large size -

6. Brand reputation High reputation Low reputation

7. Firm performance Good performance Bad performance

<Table 1>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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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4.1 표본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하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등록된 국 투자 진출 기업 

4,178개의 기업  지 가공 수출 업체를 제외한 내수 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1,000개 업체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지 실무 부서 책임자를 상으로 이메일, 화 그리고 팩스

를 통한 설문조사로 153개 업체의 응답을 확보하 다. 조사 상 업체와 실무 책임자의 연락처는 

Kotra로부터 확보하 다. 응답률은 15.3%로, 153개 응답 업체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Average size of investment USD 5.22 million

Size of the parent firm
∙ Employment over 300 persons: 44.5%

∙ Employment under 300 persons: 55.5%

Ownership pattern
∙ 100% ownership: 25.2% 

∙ Joint ventures: 74.8%

Years in market 
∙ Over 7 years: 55.3% 

∙ Under 7 years: 44.7%

Average annual sales USD 1,056,000

Average annual operating income USD 70,600

Average size of employment 749 persons

Sectors

∙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22.5%

∙ Machinery: 30.3%

∙ Chemicals: 33.0%

∙ Plastics: 12.7%

∙ Others: 1.4%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4.2 변수의 조작과 신뢰도

우선, 기업의 CSR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해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척도를 사용하 다. 

구체 으로, Carroll(1979), Hou and Reber(2011) 그리고 한충민․김언정(2013)이 제시한 

항목 에서 3개 항목 즉 지 사활동에 극 참여하는 정도, 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정도와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문제에 극 참여하는 정도를 5  척도로 측정하 다. 이들 항목의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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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크론바하 알  계수가 0.896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와 집 타당성을 보여주는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도 각각 0.898과 

.746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 항목의 신뢰도 지표들은 <Table 3>에 변수별로 정리되어 있다.

Constructs Measurements
Factor 

loadings

Standard 

errors

Composite 

reliabilities
AVE

Cronbach 

alphas

CSR 

activities

Local charity activities .909 .174

.898 .746 .896
Donations .887 .213

Local development 

activities
.790 .376

Brand 

reputation

Awareness .773 .402

.821 .607 .810Image .874 .236

Consumer satisfaction .679 .539

Satisfaction 

with 

performance

Growth .744 .446

.879 .647 .878

Profitability .753 .433

Meeting investment 

objectives
.800 .360

Overall satisfaction .910 .172

주: 1) Model fit: χ2/df=1.367(80.674/59), CFI= .977, RMSEA= .049, NFI= .923 

    2) Other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were measured with single indicators. 

<Table 3> Measurement reliabilities 

기업의 특성 변수로, 랜드 명성은 Dickinson(2009), EI-Tawy and Tollington(2008)과 

그리고 Aaker(2008)가 사용한 랜드와 기업의 지 인지도, 이미지 그리고 지 고객의 만족도

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이들 항목의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크론바하 알  = 0.810 AVE = 

0.607, 합성신뢰도 = 0.821). 기업의 성과도 Cavusgil and Zou(1994)와 Morgan et al. 

(2009)이 제시한 항목에서 사용한 시장성과에 한 만족도로 조작하 다. 구체 으로, 지 법인

의 성장성, 수익성, 투자 동기 성취도 그리고 국 시장 진출에 한 반  만족도의 4개 항목을 

5  척도로 측정하 다(크론바하 알  = 0.878, AVE = 0.647, 합성신뢰도 = 0.879). 

나머지 기업 특성 변수  기업 규모와 지분 형태는 더미 변수로 조작화하 다. 모 기업 규모는 

종업원 300명 이하(0) 그리고 300명 이상(1)로 더미 변수화하 다. 이 구분은 통상 으로 300명 

이하의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는 행에 따른 것이다. 지분은 합작투자(0) 그리고 단독 투자

(1)로 하 다. 한편, 투자 규모, 고용 규모 그리고 매출 규모는 수치의 큰 편차로 인한 분포의 비

칭성을 통제하기 해 로그값을 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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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설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비교  고용 규모와 매출 규모를 제외하고는 

상 계가 높지 않았다(<Table 4> 참조). 따라서, 이 두 변수를 제외하고는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CSR BRAND PARENT OWN EMP INV PERF SALES

CSR 1 .308** .384** -.089  .290** -.159 .109  .377**

Brand reputation 

(BRAND)
1 .262** -.093  .154 -.024 .159  .191*

Size of the parent 

(PARENT)
1  .282**  .223*  .061 -.195*  .270

Ownership pattern 

(OWN)
1 -.212* -.156 -.094 -.215*

Size of employment 

(EMP)
1 -.009 0.080  .786**

Size of investment

(INV)
1 -.020 -.024

Firm performances

(PERF)
1  .115

Size of sales

(SALES)
1

*p = .05 . **p = .01    

<Table 4> Correlations 

  

  

연구 가설 검증은 다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 다. 앞의 <Table 4>에서 보았듯이, 고용 규모와 

매출 규모 사이에는 강한 상 계가 있어 모형1에서는 고용 규모를 제외하 고, 모형2에서는 매

출 규모를 제외하 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정리되어 있다. 모형1과 모형2의 수정된 R 

제곱의 값은 각각 0.335와 0.328이며 F값은 각각 7.390과 7.307이었다. 

<Table 5>에서 보듯이, 모형1에서는 모기업의 규모(b = .341, p < .05), 매출 규모(b = 8.157, 

p < .05) 그리고 랜드 명성(b = .264, p < .10)의 회귀 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 규모 신에 고용 규모를 넣은 모형2에서는 모기업의 규모(b = .406, p < .05), 고

용 규모(b = 4.060, p < .05) 그리고 랜드 명성(b = .376, p < .05)의 회귀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랜드 명성이 모형1에서 10% 수 에서만 유의한 것은 매출 규모와의 다소 높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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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Model 1 Model 2

b SE Beta b SE Beta

Size of the parent .341*  .103  .326 .406*  .101  .389

Ownership pattern .306  .216  .138 .282  .217  .125

Size of investment -1.719 1.327 -.127 -1.713 1.354 -.124

Size of employment - - - 4.060* 1.834  .217

Size of sales 8.157* 2,433  .329 - - -

Brand reputation .264**  .143  .170 .376*  .152  .228

Performances -.148  .116 -.115 -.144  .118 -.111

Modified R2 0.335 0.328

F 7.390 7.307

*p = .05, **p = .10

<Table 5> Multiple regression results

계(r = .191, p < .01)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국 지 CSR을 극 으로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모기업 규모가 크고, 고용 규모가 

크고, 매출 규모가 크며, 랜드 명성이 높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SR 수행 정도는 가

설과 달리 소유 형태(단독 투자 vs. 합작투자), 투자 규모와 시장성과는 CSR 수행 정도와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Table 6>에 요약되어 있다. 

Firm characteristics Reactive CSR theory predicts Proactive CSR theory predicts

1. Size of the parent Large firms -

2. Ownership pattern - -

3. Size of investment - -

4. Size of employment Large size Large size

5. Size of sales Large size -

6. Brand reputation High reputation -

- -7. Firm performance

<Table 6> Hypothesis test results

<Table 6>에서 보듯이, 앞의 이론  배경과 연구 가설에서 논의한 방어  그리고 선제  에

서 볼 때, 검증 결과는 반 으로 한국 기업은 방어 인 에서 CSR을 수행하는 가설을 지지하

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한국 기업은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 평 을 보호하고, 지 매출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에서의 랜드 명성을 지키기 해서 CSR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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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이 CSR에 극 인 결과는 방어 과 선제  의 CSR을 모두 지

지하는 것이다.

반 으로 보아,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한국 기업이 방어  목 에서 해외 CSR을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론 으로는 기업이 CSR을 통해 선제 으로 새로운 경쟁우  는 사회 자본

을 창출할 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어도 한국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Ⅵ. 결론  한계

본 연구에서는 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으로 지에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

을 악하고자 하 다. 특히, 기업 규모, 소유 형태, 투자 규모, 매출 규모, 랜드 명성 그리고 시

장성과 등의 기업 특성 변수를 통해 CSR 수행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기존 CSR 이론을 바탕으로 어떠한 특성의 기업이 CSR에 극 인지를 측하고, 방어  과 

선제  에서의 연구 가설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CSR의 동

기가 방어 인지, 아니면 선제 인지를 간 으로 악하고자 하 다. 

검증 결과, 모기업의 규모, 고용 규모, 매출 규모 그리고 랜드 명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CSR에 극 인 기업은 모기업 규모가 크고, 고용 규모가 크고, 매출 규모가 크며, 랜

드 명성이 높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 기업의 국에서의 CSR은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결과는 신지 ․문정빈(2011)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한편, 소유 형태, 투자 규모와 시장성과는 CSR 수행 정도는 CSR 수행 정도와 유의한 계를 보

이지 않았다. 우선, 기업의 소유형태가 기업의 CSR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국 기

업들의 CSR에 한 심이 크지 않아서, 국제합작투자에서 지 트 의 압력이 상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성과와 CSR 수행 정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소 

이외 다. 아마, 류두원 외(2017)가 지 한 바와 같이, 한국 기업들이 CSR활동이 비용으로 인식

하여 시장성과가 좋아도 추가 인 CSR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성과가 나쁜 

기업도 CSR을 통해 새로운 경쟁우 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

익이 높은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보존하기 하여 더 이상 CSR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반 으로 보아, 한국 기업의 해외 CSR은 선제  의 CSR이론 보다는 방어  의 CSR

이론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한국 기업은 지 제도에 순응하고, 동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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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함으로써 지에서의 사업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제도 이론: 

DiMaggio and Powell 1983; Kostova et al. 2008; Meyer and Rowan 1977). 한, 이해

계자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이해 계자의 기 와 압력에 부음함으로써 지 사업의 정당성을 확

보하고자 CSR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Park et al. 2014 Yang and Rivers 2009). 그리고, 

사회계약론 에서 CSR은 사회와의 계약을 수한다는 방어 인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Neiman 2013; Russell and Honea 2016).

한편, 한국 기업은 CSR은 가치창출을 통해 지속 인 경쟁우 를 달성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자원기반이론 (Sharma and Vredenburg 1998; Torugsa and Hecker 2012)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한, 한국 기업은 CSR을 통해 지에서 정 인 사회자본을 구축한다(Hoang and 

Antoncic 2003; Sen and Cowley 2013; Spence et al. 2003)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Porter and Kramer(2011)가 주장하듯이, 한국 기업은 CSR을 선제 인 목

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와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식이 없는 듯하다. 다만, 종업원 규모

가 큰 기업이 CSR에 극 인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이 CSR을 통해 종업원의 사기를 제고시키고자 

선제  동기는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은 선제  CSR의 필요성을 지 하는 일부 이해

계자 이론의 연구(Flammer and Kacperczyk 2016; Hillman and Keim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은 한국 기업에게 주는 략  시사 으로, 기업, 지 매출 규모가 큰 기업 그리고 랜드 

명성이 높은 기업은 방어 인 목 으로 지 CSR을 극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기업이 방어 인 목 으로 CSR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방어  CSR이 더 효과 이라는 의미

는 아니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소기업이나 랜드 명성이 낮은 기업들은 CSR에 한 필요

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해 다. 부분의 한국 기업이 CSR이 경쟁 우  요인이나 랜드 제고의 수

단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CSR 보다는 경쟁력이나 랜드력 강화와 련된 직

인 마 과 커뮤니 이션이 더 효율 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CSR이 매출 확 에 기여

하기 보다는 시장 방어 목 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매출 확 에는 CSR이 효과 인 수단이 아

닐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 한계 을 지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기본 으

로 상 계를 분석한 특성 연구이다. 따라서, 변수간의 인과 계를 규명함에 미흡한 이 있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CSR에 극 이라는 결과를 발견하 으나, 기업의 CSR 동

기가 구체 으로 무엇인지는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CSR 동기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뿐이다. CSR 동기 연구는 기업 실무자와의 직  면담과 다양한 동기 변수

에 한 측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와 같은 횡단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인과

계 검증에 필요한 시계열  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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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의 표본과 련하여, 우선 응답률이 15.3%로 낮아 잠재  미응답 편기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지 법인의 투자 련 실무자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

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사의 실무자의 의견을 포함하면 기업의 성과  지에서의 랜드 

명성과 CSR에 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지 CSR에 한 평가가 다소 부정 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장성과로 활용된 측정 항목  매출성장률

은 국 시장 연수가 커질수록 낮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성과 측정치로 다소 한계가 있음

도 지 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측정 항목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CSR에 한 평가에 기업의 조직문화와 시장지향성과 같은 요인에 한 고려가 미흡한 

이 있다. 이들 요인들도 지 CSR 수행 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마 략과 시장 

환경 변수에 한 고려도 부족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마 략과 환경에 한 다양한 변수를 포

함하는 종합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본 규모(N=153)의 한계로 업종별 

분석이 어려운 도 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CSR이 직 으로 기업의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지 않은 도 

연구의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다만, 기업 성과와 CSR 수행 정도의 상 계를 악하는 데 그쳤

다. CSR이 성과에 미치는 향은 장기 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려운 이 있다. 따

라서, 이를 해서 Kang et al.(2016)과 Kotchen and Moon(2012)과 같이 시계열 패  자료

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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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irms Conducting Local CSR in China

C. Min Han․Xiao Yan Li․Hyoun Mi Ah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irms conducting CSR in China. 

Surveys were conducted with 153 firms doing local business in China. The study 

found that large firms were conducting greater CSR activities in China than small 

firms. Specifically, subsidiaries with large parent firms, a large number of local 

employees, large local sales, and strong brands were more likely to conduct CSR in 

China.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SR in China is mainly carried out by local 

subsidiaries of large firms. On the other hand, the ownership pattern, size of investment, 

and market performance did not show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CSR.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e findings imply that CSR theories suggesting defensive 

motives for foreign CSR are more relevant than those suggesting preemptive motives 

for CSR in explaining CSR activities by Korean firms in China.

Key Words: CSR, China, CSR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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