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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Sustainable management which is recently the issue of corporate

managementisnew managementparadigm requestedwhileemphasizingthe

roles ofcompanies and industrialworld forthe sustainable development.

Much of the conceptual work in the area of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hasoriginated from researchesconducted in themanagement

field.Elkington(1997)proposedthatcorporationshavethreeresponsibilityof

sustainable management:economic,social,environmentalresponsibility.In

ordertoinvestigatethedimensionsofcorporatesustainablemanagementand

themeasurementitemsforCSRperceivedbyKoreanpeople,fourfocusgroup

interviewswereconductedwithseveralstakeholdergroups(twowithgeneral

consumers,andtwowithNGO groups).Scriptsfrom theinterviewsrevealed

thattheKoreanstakeholdersperceivedthreetypesofcorporatesustainable

managementwhicharethesameasthoseproposedbyElkington(1997).The

21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the fourfocus group

interviews.Factoranalysiswasperformedonthe21itemsinordertoverify

theunderlyingthreefactorstructure.Thisstudyprovidednew measurement

itemsfortappingtheKoreanCSR dimensions,whichcanbeusefulforthe

futurestudiesexploringtheeffectsofcorporatesustainablemanagementon

Koreanconsumers’evaluationtowardthecorporationsandproducts.

Keywords:corporatesustainablemanagement(economic,social,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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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문제제기

기업의 지속가능경 은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산업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경 패러다임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속가능경 은 ‘주주가치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외부 이해 자들에 한 사

회 환경 가치를 부가하려는 기업의 경 략’이며,‘기업이 자발 으로

비즈니스 활동과 이해 계자와의 상호 계에 있어 사회 ,환경 심을 통

합 으로 제시하는 경 략’이다.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나 이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사회 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이들과 더불어 지속가

능한 경제 발 을 이룩하기 한 기업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윤 ,

2011).

무엇보다 지속가능경 에 한 경 략 요성 인식으로 인하여 국

내․외 선도 기업들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극 으로 받아들여 경 활동

목표에 ‘지속가능경 (sustainablemanagement)’을 도입하고,이를 구체화하

는 방법으로 기업의 경 목표, 략과 조직,실행과제 등의 궤도를 수정하여

사회와의 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일반 으

로 지속가능경 은 기업경 에서 가치창출을 한 수익성도 요하지만(경제

책임활동),그 기업에 한 환경 건 성(환경 책임활동),사회 책임

성(사회 책임활동)을 경 지표로 두고 있다.따라서 지속가능경 은 앞서

기업이 언 한 세 가지 책임활동을 강하게 추구해야한다는 경 이념으로써,

지속가능경 에 한 효과는 기업내 으로 신경 ,윤리경 ,사회책임경

,환경경 ,창조경 을 가져오며,나아가 기업외 으로는 주주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고,기업 랜드 명성과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Elkington,

1997).

특히,최근 들어 기업들의 목표는 경 실정이 좋은 기업은 물론 존경받

는 기업이 되는 것이 기업의 성과 수 달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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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는 지속가능경

활동은 재 기업평가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동시에 사회 반 으로

이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국내의 경우,2003년부터 지속가능경

에 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목표에 윤리경 ,사회 책임,사

회에 한 배려 등 지속가능경 과 련된 이슈들을 반 하고 이에 한 성

과를 정기 으로 보고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삼성 자의 디자인

신에 의한 로벌 랜드,포스코의 사 친환경 경 계획에 의한 사회

지향 마 ).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 에 한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 이

며,기업이 지속경 활동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에 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도 많다.게다가,기업의 경 방식을 근본 으로 바꾸기 보다는 보

여주기식으로 지속가능경 열풍에 편승하려는 시도로서 폄하되고 있기도 한

다(신철호,김재은,2008).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ISO26000의 사회 책임과 련한 많은 노

력과 변화에 응하는 우리 기업의 재 입장은 네 가지이다.선두 그룹의

CEO들은 기업이 사회 책임을 수행하기 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 의 도래로 인식하고,사회

책임을 수행할 것이냐에 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

인가를 고민하며 장기 인 험 리 차원에서 이를 이행한다.두 번째 그룹

은 사회 책임의 수행에 한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비하고 있고,세 번

째 그룹은 아직 망하면서 구태여 앞장 설 필요가 있는지,자승자박하는 결

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네 번째 그룹은 소 닭 보듯 쳐다보고 있다

(조동성,2006).

이러한 정서를 반 하듯 2007년 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따르면,우

리 국민들의 기업에 한 호감도가 여 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기업

호감도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

는 윤리경 이나,사회공헌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최근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업 호감도는 상승되지 않고 있으며,2007

년도에는 오히려 기업에 한 호감도 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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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해결해야할 주요한 과제는 지속가능경 을 성

공 으로 도입하고, 외 으로 인정받기 해서는 어떠한 략이 요구되며,

기업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선행하여야 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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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목

첫째,기업의 지속가능경 에 한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에

게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통합된 경 략에 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

다.

둘째,향후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과 련된 연구에 한 기 를 제

공하고자 한다.

셋째,국내 상황에 맞는 기업의 지속가능경 척도를 개발함으로서 기업

들이 자사의 지속가능경 을 진단하는데 요한 실무 인 시사 을 제시하고

자 한다.

넷째,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개발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경 활동 덕목이 기업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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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의 구성

제1장에서는 지속가능경 에 한 연구목 을 밝히고,본 연구를 수행하

기 한 구체 인 방법과 차를 제시하 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경 의 개념과 특징,그리고 지속가능경 과 련

된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심층면 지속가능경 에 한 평가지표를 토 로 지속

가능경 에 한 측정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개발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이해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실증분석의 과정을 구체 으로 다루고 있다.그리고 이해타당성 검토를 해

만들어진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LISREL의 통계 분석방법을 이용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 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에 한 요약 이에 따른 시사 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6-

제2장 문헌고찰

제1 지속가능경

지속가능경 (sustainablemanagement)은 지속가능한 발 을 한 기업

과 산업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경 패러다임이며,일

반 으로 지속가능경 을 설명하는데 트리 바텀라인(TripleBottom Line;

TBL)이란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기업의 지속가능경 차원과 련하

여 Elkington(1997)은 “트리 바텀라인(triplebottom line)이란 기업이 경제

으로 생존가능하고,환경 으로 건 하며,사회 으로 책임이 있도록 조화

로운 노력을 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Elkington,1997).

무엇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은 선진국과 후진국, 재 세 와 미

래세 ,인간과 생태계 등의 형평성을 심으로 경제 ․사회 ․환경 측

면에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경 의 책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함으로써 세 가지 역에서 동시에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통합

된 략과 경 활동이며(이기훈,2004;윤 ,2011),기업열강의 감축 없이

재 는 미래 이해 계자의 욕구 충족을 해 경제 ,환경 ,사회 투자

수익률을 지속 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경 활

동을 뜻한다. 이러한 지속가능경 은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SD)과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responsibility;

CSR)의 두 개념이 결합한 개념이며,특히 지속가능발 은 산업 명 이후

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화된 데서 제기된 새로운 패

러다임이다.WBCSD(worldbusinesscouncilforsustainabledevelopment)에

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을 지속가능경 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이를

기업이 근로자나 그들의 가족,지역사회와 사회 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이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 발 을 하기 한 기업들의 노력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신철호,김재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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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 을 실 하기 한 세 가지 략으로 경제

신뢰성,환경 건 성,사회 책임성이 제시된다.경제 신뢰성은 가치

창출 수익의 합리 분배를 의미하고,환경 건 성은 사 환경 리

를 의미하며,사회 책임성은 고용창출 인 자원 련 인 라 개선을 의

미한다(Elkington1997).이는 기업 환경이 지속가능성 사회 책임이행에

의해 국제 으로 규제받는 움직임이 일면서 생존 략으로서 두된 것이다.

특히 사회 책임투자펀드의 향력이 확 되면서 기업은 지속가능성 사

회 책임성을 강조한 경 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지속가능성과

사회 책임성을 강조한 용어가 ‘지속가능경 ’,‘사회 책임경 ’이다. 재

는 지속가능경 이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그 철학 배경으로 ‘기

업의 사회 책임’을 언 한다(김도 ,2006).따라서 지속가능경 은 지속가

능한 발 을 해 기업의 사회 책임을 경 략에 착시킨 경 형태를 뜻

하며,기업의 경제 책임활동,사회 책임활동,환경 책임활동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1.경제 책임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한 비과정,생산하는 과정,생산

이후의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유한한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며,그러

한 생산 활동은 사회 반에 걸쳐 효율 인 자원분배를 이끌게 한다.그러한

결과로 기업은 자신 뿐 아니라 주주,이해 계자,소비자 개개인에게도 고르

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이는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

자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이종 ,2003).지

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한 사회공헌 활동의 기본 제는 경제 책임이다.

경제 책임은 기업의 1차 책임으로 신을 통해 사회발 을 도모하며,사

회의 발 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다른 기업과의 경쟁 속에

서 최 한의 이윤(이익 최 화)을 남기기 해 끝없는 기술 신을 통해 사회

의 질을 향상시킬만한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 한의 효과를 얻기 한 자발 노력이 덧붙어 자원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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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을 한 기술개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는 다른 사회발 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더 나아가 기업은 경 활동을 통하여 지속 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이를 통하여 기업을 존속 발 시키면서 이해 계자(주주,종

업원,고객, 력사,국가 지역사회 등)에게 경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 신과 새로운 가치의 창안,효율 경 리를 통하여 새로운

제품개발(R&D투자나 품질개선)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그 결과 발

생하는 이익을 이해 계자에게 분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Amalric and

Hauser,2005).

2.사회 책임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이 종래의 이윤추구라는 목 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성내지는 여타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매년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비

용을 지출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는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확 되고 활동

범 가 넓어지면서 이해 계자들(stakeholder)과의 계를 고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

창호,2006).특히,과거에 사회 책임은 경제 책임,법 ․윤리 책임처

럼 기업이 반드시 이행하여야할 책임은 아니었지만,오늘날은 기업 활동의

요한 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BrownandDacin,1997).

그리고 이후 기업의 사회 책임의 정의는 더 넓은 사회 환경하에서

기업의 역할과 치에 한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을 순수하게 경제

인 것부터 동 인 사회시스템 내에서 기업의 장기 역할을 고려한 ,

그리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포 이고 순행 인 사회 책임활동(proactive

socialresponsibility)으로까지 확 되었다(McGee1998;재인용).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논쟁 이후,본격 으로 이해 계자에 한 이해모형 이들

의 이익 우선순 에 한 연구 보고서들이 제시되었다(Hoffman and

Moore1990;Carroll1991;HarrisonandFreeman1999).

그동안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CSR)은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Clarkson(1995),그리고 Donaldson& Preston(1995)은 기업이 구에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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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져야하는지에 한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을 정의하 다.이들은

기업이 사회 체에 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기업의 행 에 의하여

향을 받고,기업의 행 에 향을 주는 이해 계자들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해 계자이론을 주창하 다.

3.환경 책임

환경 책임에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지만,우리 주 에서 친환경 제

품생산 등과 같은 환경 책임 활동은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를 들어,환경

리시스템은 환경 성과를 지속 으로 개선시켜 수 있는데,이와 련

하여 베올리아워터는 최고 수 의 진보 인 운 기 을 세워 고객의 요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환경 성과를 지속 으로 개선 시켜주는 환경

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행 에 있다.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통합 리의 일환으로 투명한 운 리와 정보를 지속 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국내에서는 2006년 이후 사업장에서 환경 리시스템이 실

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 감사가 지속 으로 실시되고 있

다.그리고 국내 사업장에 걸쳐 보다 깨끗하고 쾌 한 지구를 만들기

해 사업장 주변 주민들과 함께 지역 사회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으며,직원들

의 자발 인 참여로 환경 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한,2002년에 HP

는 기업의 사회 ,환경 책임에 한 약속을 공 망으로 확장하기 해

자업체로는 처음으로 공 망의 사회 ,환경 책임 정책과 공 업체 윤리

강령을 확립하 으며,2004년에는 행 용 기 인 EICC( 자업체 행동 규

범)제정을 추진하 다.EICC는 자업계의 로벌 공 망 반에서 노동,

인권,건강 안 ,환경 윤리 분야의 책임감 있는 경 과 운 행을

장려하고 있다(김도 ,2006;신철호,김재은,2008).따라서 기업의 환경 노

력은 기업 평 을 높이고,기업의 효율을 창출하고 비용을 감하며 력

계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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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지속가능경 에 한 연구

지속가능경 은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development;SD)과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socialresponsibility;CSR)의 두 개념이 결합한 개념

이다(신철호,김재은,2008).이 지속가능한 발 에 한 개념은 기업을 바

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발 해 왔다.과거에는 기업을 '독립

이고 자율 인 주체'로 인식하 으나 오늘날에는 '사회 생태계 환경 속

에서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기업을 인식하면서 지속가능경 에 한 개념은

주주 심주의에서 이해 계자 심주의로 발 되었고,다시 생태계 심주의

형태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윤 ,2011).다시 말해서 지속가능한 발

을 해 기업이 해야할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 책임의 이 있을 수 있

고,지속 심으로서 장기 인 생존을 한 제조건으로 보는 도 있

을 수 있다. 한,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기업의 경쟁력 요소

로 보는 도 있으며,지속가능한 발 의 이념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보는

도 존재한다(KBCSD,2004).

그러나 기업의 경제주체로서의 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심이 증 되었고,이로 인하여 이해 계자 심주의가 탄생하게 되었

다.다시 말해 고객,경쟁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기업에

한 기 수 이 높아지면서 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박종철,

2010),이들과의 조화로운 계 정립이 요구되면서 윤리경 이 기업경 의

략 인 축이 되었다.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을 측정하기 한 경

제 ,사회 ,환경 측면의 이슈들을 독립 으로 구분하고 고려하는 방법들

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Lee,2004;Wagneretal.,2002;박종철,오민정,홍

성 ,2010;윤 ,2011).이들 결과에 의하면,먼 박종철,오민정,홍성

(2010)은 기업의 지속가능경 덕목 경제 책임활동에 한 노력이 소비

자들로 하여 기업에 한 신뢰와 호혜성 지각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만,기업의 사회 책임활동과 환경 책임활동에 한 노력은 호혜성 지각

에만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 다.그리고 윤 (2011)은

지속가능경 활동의 세 가지 차원이 직무만족,조직몰입,이직의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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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실증 으로 제시하 다.이 결과에 의하면,지속가능경 활동의 인식

과 직무만족과의 계에서는 사회공헌활동,제품 서비스 환경고려,사회경

제잘번에 기여,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변수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조직몰입과의 계에서는 력 노사 계,사회공헌활동,

기업 신 등의 순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

직의도와의 계에서는 기업이 력 노사 계,선도 인 윤리경 ,사회공

헌 활동,사회경제 발 에 기여 등에 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조직구성원들

의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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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속가능경 덕목에 한 척도개발

Churchill(1979)은 다항목 척도를 개발하기 하여 8단계 과정을 제시하

다.무엇보다도 척도개발에 있어 신뢰성과 타탕성 확보가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Churchill(1979)의 다항목 척도 제시법에 입각하여,기업의 지

속가능경 측정에 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제1 측정항목 도출

앞서 언 하 듯이,본 연구에서는 Elkington(1997)이 제시한 “트리 바

텀라인(triplebottom line)”에 입각하여 지속가능경 활동의 세 가지 측면,

즉 경제 책임활동,사회 책임활동,환경 책임활동에 한 척도를 개발

하고자 한다.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측정항목은 1차 으로 기존

연구(박종철,오민정,홍성 ,2010)를 바탕으로 일부 항목을 추출하 다.특

히,기존의 세 가지 책임차원에 한 측정개념들을 좀 더 보완하기 하여 2

차․3차 이해 계자 4개 집단을 상으로 집단면 (FGI)을 실시하 다(일반

인 2 ,NGO단체 2 ).그리고 각 책임차원에 한 문항도출방법은 참여자들

로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이 무엇인지에 해 개별 으로 기술하

게 한 후,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표 하게 하 다.나아가

각 집단별로 Elkington(1997)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트리 바텀라인

(triplebottom line)”을 간략하게 제시한 후,자신들이 생각하는 각 책임에

한 정의를 다시 내리게 하 고,사회자의 조율 하에 서로 간에 토의를 진

행하도록 하 다.집단면 을 통해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염OO씨는 기업의 지속가능경 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 다.“기

업의 지속가능경 을 내부 보다는 조 더 외부 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

다.기업이 지속가능하기 해서 기업 경우 국가 이미지, 소기업 경우 지

역 이미지에 일조를 해야 합니다. 를 들어 삼성을 들면 삼성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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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삼성을 바라보면,삼성의 이미지가 국가

의 이미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사명감까지 가지고 기업 활

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두 번째 로는 각 종 사회의 사업생각에 해

서 생각해 보았습니다.요즘 들어 기업이 이윤을 추구 하는 데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벌었던 돈을 사회 에 환원하기 때문에 를 들면,미국 같은 경우

빌 게이트 회장이 자신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불우한 이웃 는 자선 사업,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데 쓰고 있습니다.세 번째로는 환

경에 한 책임을 생각해보았습니다.요새는 IT 기업이나 환경과 련이 없

는 기업도 있지만, 에는 페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요즘은 배출

량을 한정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인 측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 책임과 환경 책임차원에

한 문항을 이끌어 냈다.먼 자선 책임활동과 련된 구성개념으로 ‘자

선사업’이나 ‘지역사회 기부,’그리고 ‘자사의 수익을 사회에 잘 환원하는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환경 책임과 련된 구성개념으로는 ‘환경오염을 일

수 있는 제품개발,’‘환경 책임활동 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정OO씨는 기업의 지속가능경 에 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기업은 먼 기본 으로 기업의 경제 책임 차원에서 제품개발 제품

매,나아가 A/S측면에서 신경써야할 것입니다. 같은 경우 이번 멜라닌

사건으로 사회 인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한 보상과 사후 조치까지 기업

이 책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사회 으로 미치는 향을 알리고 단순한

사과뿐 아니라,실질 으로 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이라든가,보상이라든지,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해서 기업의 발 뿐 아니라,국가 으로 발 할 수 있

게끔,공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기업이 단순히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

윤 추구를 해서만 아니라 구성원들을 배려해서 구성원들에게 사후복지도

많이 하고,안정 으로 경 을 해서,연속 으로 유지 될 수 있게끔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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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합니다. 를 들면,IMF 때처럼 기업이 무 지면서,국가 으로도

경제난으로도 효과가 컸기 때문에,기업은 장기 인 략 같은 것을 고

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고용만족도를 높이기 해 무엇보다 교육

로그램이나 복지 로그램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통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과 련하여 경제 책임

과 사회 책임활동에 한 구성개념을 추론할 수 있었다.먼 경제 책임

활동 측정과 련된 구성개념과 련해서는 ‘제품개발 노력정도,’‘고객불평처

리에 한 A/S구축,’‘직원들의 만족도,’‘기업의 장기 인 략구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그리고 사회 책임차원과 련해서는 ‘직원들에 한 교육

복지 로그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안OO씨는 다음과 같이 언 하 다.먼 “기업의 내부 인 입장에

서 보면 구성원들에 한 책임이 요한다고 생각합니다.직원들의 복지라든

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만족도를 높여 다든가,아니면 직원들의 안 이나,직

원들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요하다고 생각합니다.두 번째로

는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새 취업하기가 힘든데 기업이나, 소

기업이나 고용창출에 한 의무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일자리를 많이 공

해서 시장경제가 더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해 수행해야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세 번째로는 멜라민 사건을 보면

안 한 제품을 생산하고 공 해야 하며,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시 사용된 자

원이나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끝으로 불우 이웃 돕

기라든가,자연 재해 발생 하 을 때 수재민 돕기나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 한 기업이 수행해야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통해서는 먼 경제 책임활동과 련해서 ‘일자리 창출,’사

회 책임활동과 련해서는 ‘고용창출,’‘불우이웃돕기,’‘수재민 돕기’등,환

경 책임활동과 련해서는 ‘자연보호활동 캠페인,’‘환경을 생각하는 자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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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같은 구성개념을 이끌어 냈다.

끝으로 김OO씨는 “기업이 성장하기 해서는 주 에 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를 들어,기업이 최근 공원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녹

지 사업 같은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를 들어 유한

킴벌리는 녹지 가꾸기 캠페인을 하면서 사회공원까지 하는데 환경 책임을

잘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기업이 환경보호활동을 할 때

정부가 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통해서는 주로 ‘정부의 환경활동 지원 정책,’‘환경 캠페인 수

행,’‘환경보호 심,’같은 환경 책임활동에 한 구성개념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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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평가항목 정도(%)

경제

조직구성원의 행동강령, 법감시,

부패 뇌물 지수
3

기업의 지배구조 5.4

고객 계 리 3

재무 정성 3.6

투자자 계 2.4

기 리 능력 3.6

스코어카드,평가시스템 4.2

략 기획 5.4

산업별 기 업종별로 다름

사회

지역사활동 자선활동 2.4

이해 계자와의 계 4.2

노동 행 지표 3

인 자본 개발 1.8

지식경 ,조직차원의 학습 3

사회보고서 1.8

우수인력 확보 유지 2.4

공 정바 련기 1.8

산업별 기 업종별로 다름

환경

환경정책,환경 친화 인 경 3

환경 성과 4.2

환경보고 1.8

산업별 기 업종별로 다름

*DowJonesSustainabilityIndex(DJSI)-AnnualReview 2004;윤

(2011);재인용

제 2 최 다항목 도출

집단면 후 구성개념에 한 개념 정의에 따라 조작 정의가 이 져

야 하기 때문에 구체 인 문항도출은 기업의 지속가능경 세부평가표(<표

1>)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 다.

<표 1>기업의 지속가능경 세부평가표

컨 ,경제 책임의 경우 ‘제품품질 개선노력’,‘고객 불평처리’,‘국가

경제발 ’,‘고용창출’,‘생활수 향상’,‘만족한 임 지 ’,‘장기 인 략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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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차 구성개념 항목 풀로 이끌어 냈다.우선 ‘제품품질 개선노력’,‘고객 불

평처리’,‘국가경제발 이바지’는 Carroll의 4가지 책임 정의 생산,서비스,

경제주체의 개념을 내포하기 때문에 경제 책임활동에 한 구성개념으로

추출하 으며,‘고용창출’과 ‘임 ’은 Maignan& Ferrell(2001)의 종업원 생산

성(employees'productivity)과 한 련이 있고,‘고용창출’과 ‘장기 인

략구축’은 김해룡과 그의 동료들(2005),그리고 Maignan& Ferrell(2001)의

연구에서 제시된 ‘장기 에서 성공을 계획할 것이다(long-term

strategies)’와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주로 국가발 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구성개념과 유사하여 7개 측정항목을 경제 책임활동에 한

구성개념으로 선정하 다.

사회 책임의 경우는 Maignan& Ferrell(1999;2001),그리고 김해룡과

그의 동료들(2005)에서 제시된 측정항목,그리고 집단면 을 통해 밝 낸 내

용들을 토 로 ‘지역사회와의 력정도,’‘스포츠 문화활동 지원,’‘업규모

비 한 양의 사회공헌 활동정도,’‘자사 직원들에 한 교육지원 정도,’

‘직원들의 지역사회에 한 사,’‘자사의 자원을 사회에 잘 환원하는지,’‘직

원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 로그램 지원정도’에 한 7개 항목을 선정하 다.

끝으로 환경 책임활동에 한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환경보호활동

에 한 기업의 심정도,’‘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한 재활용 노력정도,’

‘환경친화 인 제품 서비스에 한 생산정도,’‘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정도,’

‘환경 복원사업 후원정도,’‘환경보호를 해 자사의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

하는 정도,’‘환경오염 유발제품에 한 자발 수거노력 정도,’를 7개 문항으

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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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책

임

1
00기업은 제품의 품질(혹은 서비스)을 지속 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 같다.

2 00기업은 고객의 불평에 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

3
00기업은 이윤창출을 통하여 국가 경제발 에 이바지 하는 것 같

다.

4 00기업은 고용창출을 해 노력하는 것 같다.

5
00기업은 국민들의 생활수 (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

하는 것 같다.

6 00기업은 직원들이 만족하는 임 을 지 하는 것 같다.

7
00기업의 고 임직원들은 자사의 장기 인 략을 구축하고 있

는 것 같다.

사

회

책

임

1
00기업은 지역사회 여러 학교들과의 력사업을 장려하고 있

는 것 같다.

2 00기업은 스포츠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

3
00기업은 업규모 비 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하는 것 같

다.

4
00기업은 직원들이 추가 인 교육 ( ;해외연구,MBA, 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같다.

5
00기업은 직원들로 하여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자원 사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다.

6
00기업은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 같다.

7
00기업은 직원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 로그램 ( ;해외연구,

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 같다.

환

경

책

임

1 00기업은은 환경보호 활동에 많은 심을 보이는 것 같다.

2
00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하여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

하는 것 같다.

3 00기업은 환경친화 인 제품/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는 것 같다.

4 00기업은 환경보호를 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 같다.

5 00기업은 정부의 환경복원사업에 후원을 하는 것 같다.

6
00기업은 환경보호를 해서 자사의 자원( ;에 지)을 효율 으

로 활용하는 것 같다.

7
00기업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품(부품)에 해 자발

으로 수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표 2>1차 척도정제 항목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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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Cronbach's

alpha

경제

책임

1

2

6

7

.784

.784

.724

.613

.139

.066

.214

.314

.016

.118

.140

.046

.812

사회

책임

1

3

5

6

.260

.282

.211

.237

.628

.724

.749

.715

.300

.111

.171

.259

.806

환경

책임

1

2

3

4

6

.169

.088

.116

.066

.150

.345

.222

.138

.132

.195

.667

.747

.840

.859

.813

.880

아이겐 값

%

7.694

41.928

2.589

58.482

1.306

66.173

제3 자료수집 척도정화

우선,수집된 자료의 척도정화를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한 바 로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 으며,요인회 은 가장 보편 으로 활용되는 지각회 베리맥스

(varimax)를 이용하 다.우선,추출된 요인들에 하여 각 변수가 얼마나 설

명되는지를 나타나내는 공통성(communality)값을 기 으로 .6이하인 항목과

각 요인 차원의 항목 회 된 성분행렬 값이 0.5이하인 항목을 제거하면서,

요인분석을 반복 으로 실시하 다.이러한 정제과정을 거쳐 총 분산의

66.173%를 설명하는 3개요인 13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참조).

<표 3>탐색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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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신뢰성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에 한 신뢰성 타당성을 확인

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과 크론바알 (Cronbach'salpha)값을 확인하

다.탐색 요인분석 결과,요인 재치가 모두 .6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확인

하 고, 각 구성개념들의 크론바알 신뢰계수가 Nunnally &

Bernstein(1994)이 제시한 기 인 .70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

일 성이 확보되어 가설검증에 충분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이 밖에도 내 일 성을 측정하는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CR),평균추출분산(averagevarianceextracted;AVE)의 값들을

활용한 결과,복합신뢰도의 경우 모든 구성 개념들이 기 치인 .7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추출분산 한 기 치인 .5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FornellandLarcker,1981).

그리고 측정항목들의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계모형의 구성요

인들 각각의 측정변수들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을 실시하 다(BagozziandYi,1988).먼 측정모형 분석결

과,모든 항목의 요인 재치는 .5를 넘어서고 있었으며,t값 한 p<.001수

에서 모두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표 4> 참조).모델의 합도는 

=127.62(df=62,p=.0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한

지표이므로(본 연구의 경우 N=250명), 합도 지표인 GFI(.927),AGFI(.893),

CFI(.959),NFI(.921),NNFI(.948)를 사용하여 합도를 살펴본 결과,일부

합도 지수는 .9에 미달하나 체로 만족할만한 수 이었다(fairfit;Marsh

andHau,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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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요인분석

문

항

표 부하

량
측정오차 t-value CR AVE

경제

책임

1

2

6

7

.79

.80

.67

.61

.37

.36

.55

.62

13.57

13.78

11.06

9.83

.813 .524

사회

책임

1

3

5

6

.59

.71

.76

.81

.66

.49

.42

.34

9.46

12.15

13.26

14.48

.811 .522

환경

책임

1

2

3

4

6

.67

.77

.85

.82

.76

.55

.41

.28

.33

.42

11.59

13.87

16.08

15.25

13.72

.901
.658

합도
χ2=127.62,df=62(p=.000),GFI=.927,AGFI=.893,

NFI=.921,CFI=.959,RMR=.060

*추정치는 모두 p<.001에서 유의함.

<표 4>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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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해타당성 검토

본 연구의 목 은 앞서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탐색 요인분

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검정된 13개 항목을 재검정하는 차원에서,그

리고 기존 연구와 비슷하게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 차원이 기업 제품

평가에 미치는 향을 살펴 으로써 이해타당성에 한 부분을 검토하고자하

기 함이다.



-23-

제1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이 기업 제품평가

에 미치는 향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이 기업 제품평가에 미치는 가설과 련하

여,먼 Vlachosetal.(2008)는 기업의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이 신뢰형성에

요한 선행변수임을 제시하 다.기업의 경제 책임활동 같은 노력은 소비

자들로 하여 호의 인 감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ales,

2005).그러므로 기업의 경제 책임활동에 한 노력은 소비자들로 하여

해당 기업에 한 믿음이나 태도를 높일 것으로 상할 수 있다.그리고 기

업의 사회 책임활동차원의 효과를 밝힌,Maignan& Ferrell(2001)은 기업

의 사회 책임활동의 네 가지 차원이 종업원의 몰입,고객충성도,ROI,

ROA,수익 성장률에 미치는 직 인 효과를 조사하 다.이들 결과에 의하

면,기업의 경제 책임활동이 ROI,ROA,수익 성장률에 정 향을 미

치며,자선 책임활동은 종업원의 몰입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기업의 경제 책임활동은 기업평가에 호의 인 향을 미

칠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

가설 1:특정 기업에 한 경제 책임활동을 높게 높게 인식할수록,

해당 기업에 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특정 기업에 한 경제 책임활동을 높게 높게 인식할수록,

해당 제품에 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 을 강조하는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은 이미 기

업제품의 신뢰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며,나아가 랜드 충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ivatoetal.,2008).나아가 직원들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에 한 기업의 사회 헌신은 소비자들로 하여 기업

의 정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Hessetal.,2002).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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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기업의 자선 책임활동도 기업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상해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실시한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3개 차원에서 추출한 총 13개 항목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

능경 활동이 기업평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가설 3:특정 기업에 한 사회 책임활동을 높게 높게 인식할수록,

해당 기업에 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4:특정 기업에 한 사회 책임활동을 높게 높게 인식할수록,

해당 제품에 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다.

한,Keller& Aaker(1997)는 기업 랜드를 이용하여 신상품을 출시하

게 되면,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 으로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업이미지는 랜드 확장에 호의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한바 있다.게다가 기업이 환경 친화 인 노력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기업의 신뢰형성에 정 향을 미치고,이러한 기

업의 신뢰형성이 랜드 확장평가에 호의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기업이 환경 책임에 한 노력을 증가시킬수록 소

비자들은 해당 기업에 한 호의 인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상해볼 수 있

다.

한,사회 책임활동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환경 책임활동 노

력은 소비자들로 하여 호혜 인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컨

기업이 실시하는 환경 노력인 친환경 제품개발,환경보호 캠페인,환경 복

원활동 등은 우리 지역사회 반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 고마움을 느끼게 만든다.그 결과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에 한 태도

가 좋아질 것으로 상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특정 기업에 한 환경 책임활동을 높게 높게 인식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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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에 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6:특정 기업에 한 환경 책임활동을 높게 높게 인식할수록,

해당 제품에 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다.

끝으로 이미 많은 기존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기업에 한 호의

인 태도는 구체 인 제품에 한 태도로 연결될 것으로 상한다.즉,Bargh,

Chaiken,Govender,andPratto(1992)에 의하면,소비자들이 제품에 한 태

도를 형성할 때 기업에 한 연상이나 태도가 기억 속에서 자동 으로 인출

되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이와 연 되어,Kellerand

Aaker(1997)는 기업 랜드에 한 정 인 태도가 확장된 개별 랜드에

한 소비자 반응에 정 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결과를 발견하 고,Biehal

andSheinin(1998)은 기업 고로 형성된 기업에 한 소비자의 지식이 개별

랜드의 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보고하 다.

가설 7:특정 기업에 한 평가가 높아질수록,제품에 한 평가도 높

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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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료수집 변수측정

1.자료수집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 차원이 기업 제품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기 해 학부생 일반인 22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총 220

부 불성실한 응답자 20부를 제외한 200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이번 조

사의 응답자 특성은 남성이 107명,여성이 93명이고,지역별로는 서울 62명,

경상도( 구포함)48명, 라도( 주포함)가 67명,충청도( 포함)가 23명으

로 나타났다.연령별 특징은 20 가 75명,30 가 57명,40 이상이 68명으

로 나타났다.월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7명,200만원 이

상 300만원 미만이 45명,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48명,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38명,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29명,600만원 이상이 23

명으로 나타났다.

2변수측정

먼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척도는 앞서 개발한 척도문항을

바탕으로,경제 책임활동 4문항은 ‘00기업은 제품의 품질(혹은 서비스)을

지속 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 같다,’‘00기업은 고객의 불평에 처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00기업은 직원들이 만족하는 임 을 지 하는 것

같다,’‘00기업의 고 임직원들은 자사의 장기 인 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를 6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그리고 사회 책임활동 4문항은

‘“00기업은 지역사회 여러 학교들과의 력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다,’

‘00기업은 업규모 비 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하는 것 같다,’‘직원들

로 하여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자원 사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

다,’‘00기업은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 같다,’를 6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그리고 환경 책임활동은 ‘00기

업은 환경보호 활동에 많은 심을 보이는 것 같다,’‘00기업은 자사가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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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에 하여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00기업은 환경친화

인 제품/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는 것 같다,’‘00기업은 환경보호를 해서 자사

의 자원( ;에 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를 6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끝으로 기업 제품평가는 ‘호감’,‘정’,‘좋아함’세 문항

(Homer,1990)을 6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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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항목 요인 재치 크론바알

경제

책임활동

eco1

eco2

eco3

eco4

.732

.678

.686

616

.774

사회

책임활동

soc1

soc2

soc3

soc4

.745

.769

.653

.790

.811

환경

책임활동

env1

env2

env3

env4

env5

.622

.818

.824

.812

.674

.869

기업

평가

cor1

cor2

cor3

.820

.791

.808

.883

제품

평가

pro1

pro2

pro3

.792

.859

.846

.905

제 3 신뢰성 타당성 검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에 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하

여 탐색 요인분석과 크론바알 (Cronbach'salpha)값을 확인하 다.탐색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치가 모두 .6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확인하 고,각

구성개념들의 크론바알 신뢰계수가 Nunnally& Bernstein(1994)이 제시한

기 인 .70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 일 성이 확보되어 가설검

증에 충분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

<표 5>탐색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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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렴타당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다항목으로 측정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LISREL 로그램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모형검증을 한

입력 자료로서는 상 계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체 연구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χ2=232.97df=142(p=.000),GFI=.890,AGFI=.853,NFI=.898,

CFI=.957,RMR=.059로 합도가 정하게 나타났다.

<표 6>확인 요인분석 결과

표 부하량 측정오차 t-value 개념신뢰도

.76

.78

.62

.55

.42

.39

.52

.50

11.70

12.10

8.88

7.69

.775

.60

.73

.74

.83

.64

.46

.45

.32

8.78

11.28

11.46

13.34

.804

.73

.75

.80

.78

.73

.46

.44

.36

.39

.47

11.48

11.80

12.97

12.51

11.35

.870

.76

.90

.90

.43

.19

.20

12.20

15.84

15.74
.889

.85

.92

.87

.28

.16

.25

14.51

16.50

15.01
.909

합도
χ2=232.97,df=142(p=.000),GFI=.890,AGFI=.853,

NFI=.898,NNFI=.948,CFI=.957,RMR=.059

*추정치는 모두 p<.00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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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타당도의 경우,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지표들 간의 상

이나 련성이 높고,다른 개념들을 측정하는 지표들과 상 계가 낮을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각 잠재요인에 한 찰변수의 모수

추정치를 측정하고 이 모수 추정치의 표 화된 검정통계량(t-value)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p<.05)결과가 나타나면 수렴타당성이 존재한다 할 수 있다

(BagozziandYi,1988).확인 요인분석 결과,<표 6>에 보고된 바와 같이

모든 항목의 모수 추정치의 t값이 2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본 연구의 측정모

형에 한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외생변수와 내생

변수의 개념 신뢰도 한 .775～.909로 분석되었고,일반 기 인 .7보다 높

게 나타나 연구단 의 표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Fornelland Larcker,

1981).

2. 별타당도 검정

별타당도가 확립되기 해서는 다른 구성개념 간에 측정결과의 차이가

존재하여야 하고,상 계 행렬(Φ matrix)을 통하여 95% 신뢰구간 ［상 계

수 ±(2×표 오차)]을 계산한 결과 그 값이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 변수를 검증한 결

과 .10～.57로서 기 치인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이들 변수 간에는 별타당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평균

분산추출 한 기 치인 .50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ornelland

Larcker,1981;<표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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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연구단 들 간의 상 계 행렬(Φ matrix)

구분 경제 책임 사회 책임 환경 책임 기업평가 제품평가

경제 책임 .506 .15
.10

.32 .57

사회 책임
.39
(.07)

.532 .54 .34 .16

환경 책임
.33
(.07)

.73
*

(.04)
.572 .28 .10

기업평가
.57
*

(.06)
.58
*

(.05)
.53
*

(.06)
.728 .43

제품평가
.75
*

(.04)
.41
(.06)

.31
(.07)

.65
*

(.04) .769

주:1. 각선은 평균분산추출값(AVE)임. 각선 아래쪽은 구성개념 간 상 계수이며,( )안의 값은

표 오차

임. 각선 쪽은 구성개념 간 상 자승치(squaredcorrelation))임.

2.*p<.05수 이상에서 모두 유의함



-32-

제4 분석결과

지속가능경 의 세 가지 덕목이 기업평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먼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차

원 경제 책임활동은 기업평가와 제품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회 책임활동과 환경 책임활동은 기업평가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두 책임활동 차원은 기업

평가를 매개로 제품평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최종 경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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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경로계수 t-value 지지여부

H1 경제 책임활동 → 기업평가 .40 5.09    지지

H2 경제 책임활동 → 제품평가 .27 6.93    지지

H3 사회 책임활동 → 기업평가 .29 2.50   지지

H4 사회 책임활동 → 제품평가 .05 .48 기각

H5 환경 책임활동 → 기업평가 .19 1.78 지지

H6 환경 책임활동 → 제품평가 .09 .97 기각

H7 기업평가 → 제품평가 .35 3.93    지지

* =234.73(df=142),GFI=0.890,AGFI=0.852,NFI=0.998,NNFI=0.947,RMR=0.059,

RMESA=0.057

*p<.1,**p<.05,***p<.01,****p<.001

<표 8>경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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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 요약 의의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 활동의 세 가지 덕목에 한 인식이 문화 특성

혹은 경제개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을 고려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경 활동 측정에 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 다.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측정문항과 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상당히 포

인 측면에서 각 차원의 구성개념을 제시하고 있었던 반면,본 연구에서는

각 덕목차원에 한 구성개념을 집단면 (FGI)을 통해 다양하고 구체 으로

척도정제 항목 풀을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결과에 의하여 우

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분석결과 기업의 경제 책임활동은 ‘제품의 품질개선 노력’,‘고객

의 불평처리에 한 체계구축’,‘직원들이 만족하는 임 지 ,’‘자사의 장기

인 략구축,’그리고 사회 책임활동은 ‘지역사회 여러 학교들과의 력

사업,’‘업규모 비 한 양의 사회공헌을 수행,’‘직원들로 하여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자원 사 활동 장려,’‘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

들기 하여 사회에 환원,’그리고 환경 책임활동은 ‘환경보호 활동에 한

심정도,’‘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한 재활용 노력,’‘환경친화 인 제품․

서비스 생산,’’환경보호를 한 자사 자원( ;에 지)의 효율 활용,’으로

정제화되었다.

둘째,기업의지속가능경 활동이 기업평가,나아가 제품평가에 요한 역

할을 미친다는 사실이다.특히,기업의 사회 책임차원과 환경 책임차원은

기업평가를 매개로 제품평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실무에 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시

사 을 제안해볼 수 있었다.우선,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된 지속가능경

에 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하여 소

비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한 반응을 고찰하고,이를 토 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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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지속가능경 을 진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이 기업평가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제품 매와 기업이미지 향상을 해 지속가능경 활동의 덕목에

한 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특히,본 연구결과를 통해볼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 책임활동,사회 책임활동,환경 책임활동의

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특히,경제 책임활동과 련하여,기업들은

무엇보다도 고객의 불평에 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나아가 자사의

제품을 지속 으로 개선시킴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

해야할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에게 자사 제품 이미지 리를 해

어떤 사회 책임활동 노력이 더 요한지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것

이다.아울러 기업은 소비자 만족도를 사업성 지표로 활용하고,자사 직원들

의 성과를 지속 으로 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무 인 시사 외에도 이론 인 시사 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그 동안 수행된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일부 연구들은 주로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문항을 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연구자들에게 지속가능경 연구에 한 측정항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발 시켰다는 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끝으

로 기존 척도개발과 다르게 국 인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로 표

본선정이 이 짐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 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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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한계 향후연구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으나 본 연구논문이 지니는 한계

으로 인하여 향후 연구를 발시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길 희망하는

바이다.우선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1차 척도정제 항목에서

요한 구성개념들이 요인분석으로 묶이지 않아 8개의 항목이 제거되었다.아

울러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 덕목에 한 구체 인 측정항목이 지속가능

경 활동 측정지표와 다르게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를 들어,경

제 책임활동의 경우,‘이윤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발 이바지,’‘고용창출을

한 노력,’‘국민들의 생활수 향상에 한 노력(삶의 질 개선),’등에 한

문항이 배제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측정문항을 경제 책임활동 측정에 추가

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요한지에 해서는 사후 으로 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 이해타당성 확보를 해 지속가능경 활동이 기업평

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 다.그 결과 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을 통해 기업평가를 호의 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끝으로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속가능경 에 한 측

정문항으로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 략 측면에서 지속가능경 활동과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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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한

소비자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는 조선 학교 경 학원에서 마 을 공하는 석사과정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본 조사의 목 은 “지속가능경 ”이라는 주제로 석사학 논문을 수행하기

함입니다.

본 설문지에서의 응답은 옳고 그름의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며,귀하

께서 특정 기업에 해 보고 들으면서 느 던바를 솔직하게 작성해주시면 됩

니다.그리고 귀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순수한 학문 통계자료로만 활용

될 것이며,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 으로는 사용 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각 항목에 하

여 빠짐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사과정:김경숙

지도교수:박종철



-42-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SK텔 콤은 서비스의 품질(혹은 제품)을 지

속 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 같다.
1---2---3---4---5---6

2.SK텔 콤은 고객의 불평에 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
1---2---3---4---5---6

3.SK텔 콤은 이윤창출을 통하여 국가 경제발

에 이바지 하는 것 같다.
1---2---3---4---5---6

4.SK텔 콤은 고용창출을 해 노력하는 것

같다.
1---2---3---4---5---6

5.SK텔 콤은 국민들의 생활수 ( ;삶의 질)

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1---2---3---4---5---6

6.SK텔 콤은 직원들이 만족하는 임 을 지

하는 것 같다.
1---2---3---4---5---6

7.SK텔 콤의 고 임직원들은 자사의 장기

인 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
1---2---3---4---5---6

일반 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써,어머니는 어머니로써,자

식은 자식으로써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기업도 기업으로써 사회

에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를 들어,사회의 경제주체로서 재화

와 서비스의 생산 매와 련된 경제 책임,지역사회의 발 을 해 노

력해야 하는 사회 책임,끝으로 환경개선을 해 노력해야 하는 환경

책임등이있습니다.귀하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기업을 떠올려

평소 느끼거나 생각하시는 바를 아래 질문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설문에 앞서 아래에 제시된 내용을 가볍게 읽어보시고,다음 페이지에 제

시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OO기업의 ‘경제 책임활동’에 한 귀하의 평소 생각을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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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SK텔 콤은 지역사회 여러 학교들과의

력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다.
1---2---3---4---5---6

2.SK텔 콤은 스포츠 문화 활동을 지원하

고 있는 것 같다.
1---2---3---4---5---6

3.SK텔 콤은 업규모 비 한 양의 사

회공헌을 수행하는 것 같다.
1---2---3---4---5---6

4.SK텔 콤은 자사직원들이 추가 인 교육

( ;해외연구,MBA, 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같다.

1---2---3---4---5---6

5.SK텔 콤은 직원들로 하여 해당 지역사회

를 지원하는 자원 사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다.

1---2---3---4---5---6

6.SK텔 콤은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 같다.
1---2---3---4---5---6

7.SK텔 콤은 직원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

로그램( ;해외연구,MBA, 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 같다.

1---2---3---4---5---6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SK텔 콤은 환경보호 활동에 많은 심을

보이는 것 같다.
1---2---3---4---5---6

2.SK텔 콤은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하여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1---2---3---4---5---6

3.SK텔 콤은 환경친화 인 제품/서비스를 많

이 생산하는 것 같다.
1---2---3---4---5---6

4.SK텔 콤은 환경보호를 한 캠페인 활동

을 하는 것 같다.
1---2---3---4---5---6

5.SK텔 콤은 정부의 환경 복원사업에 후원

을 하는 것 같다.
1---2---3---4---5---6

6.SK텔 콤은 환경보호를 해서 자사의 자원 1---2---3---4---5---6

B.OO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에 한 귀하의 평소 생각을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C.OO기업의 ‘환경 책임활동’에 한 귀하의 평소 생각을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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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것 같

다.

7.SK텔 콤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품(부품)에 해 자발 으로 수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1---2---3---4---5---6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SK텔 콤의 서비스/제품은 호감이 간다. 1---2---3---4---5---6

2.SK텔 콤의 서비스/제품은 정 인 느낌이

든다.
1---2---3---4---5---6

3.SK텔 콤의 서비스/제품은 매우 좋아 보인

다.
1---2---3---4---5---6

4.SK텔 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생산하는

제품에 해 만족한다.
1---2---3---4---5---6

5.SK텔 콤의 서비스/제품을 선택하면 만족할

것 같다.
1---2---3---4---5---6

6.SK텔 콤의 서비스/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만족할 것 같다.
1---2---3---4---5---6

7.나는 이 기업(SK텔 콤)에 해 만족한다. 1---2---3---4---5---6

8.나는 향후 SK텔 콤에서 생산하는 서비스/

제품을 친구나 지인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1---2---3---4---5---6

9.나는 향후 부분의 경우에 SK텔 콤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높

을 것 같다.

1---2---3---4---5---6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SK텔 콤은 일하기 좋은 기업인 것 같다. 1---2---3---4---5---6

2.SK텔 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기

업인 것 같다.
1---2---3---4---5---6

3.SK텔 콤은 경 리를 잘하는 기업인 것 1---2---3---4---5---6

D.귀하께서는 OO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에 하여 평소 어떤 느낌

이 드십니까?

E.다음은 OO기업의 반 인 이미지 한 질문입니다.아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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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4.SK텔 콤은 신상품 개발이나 기존 상품을

개선하는데 앞서가는 기업인 것 같다.
1---2---3---4---5---6

5.SK텔 콤에 하여 정 인 느낌이 든다. 1---2---3---4---5---6

6.SK텔 콤은 좋은 기업인 것 같다. 1---2---3---4---5---6

7.SK텔 콤은 호감이 가는 기업인 것 같다. 1---2---3---4---5---6

F.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①__남자 ②__여자

2.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__세

3.귀하께서 재 거주하는 지역은?

___________________( 역시 혹은 도;서울,경기도,경상도, 구, 라도, 주 등)

4.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① 99만원 미만 ② 100만원 -199만원 ③ 200만원 -299만원

④ 300만원 -399만원 ⑤ 400만원 -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5.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졸 ② 고졸 ③ 학 재학 ④ 졸 ⑤ 학원 재학 ⑥ 학원 졸업

6.귀하의 직업은?

① 주부 ② 학생 ③ 자 업 ④ 공무원 ⑤ 교육자

⑥ 일반 사무 리직 ⑦ 기술직 기능직 ⑧ 기타(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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