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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는 기업의 사회.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책임의 차원

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조직성과를 달성하고, 

자 하는 경영전략으로서의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이 주목 받게 되었다.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한 기관의 건전성 확보가 대외인지도   

제고 뿐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 발현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자, 기통제기구(Self-Regulatory Instruments 로)

서의 옴부즈맨 제도나 공정거래 헌장 등을 조직 운영에 도입하여 재무적 

성과와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상존하며 오직 경영실적이나 홍보용 수단으, 

로 전락되어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사회적 책

임의 이행이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관에 도입되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도입될 경우 긍정적인 성과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고민을 

내포한다 또한 아직까지 민간기관에 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을 기반 구축 차원과 활동 . 

수준 차원으로 나누어 조직성과인 효율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 

보고서의 발간 여부와 가입 여부를 측정하였으며UN Global Compact ,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 차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지속가능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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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정정책 이행 · · ·

점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속가능경영   . 

기반 구축 차원으로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여부는 공공조직의 효

율성 지표인 노동생산성과 청렴성 지표인 청렴도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여부는 노동. UN Global Compact 

생산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청렴도 평가에는 유의미, 

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속가능경영 활동(+) . , 

의 수준을 측정하는 차원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지속가능경영과 관련이 있다고 논의된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 ·

정부권정정책이행 점수를 합산하여 모형에 적용한 결과 노동생산성과 청

렴도 평가 모두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 , 

가능경영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가설

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단순히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간 및 홍보만으로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안되며 아직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 

영 수준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실적 달성의 용도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근 

본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보고서의 발간과 이를 검증하는 제 

자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3 .

둘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점수 항목  , 

은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부문이며 따라서 본 연구· · ·

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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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평가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속가능경, 

영 평가는 그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나 혹은 기존 지표의 대상 확대가 ,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본 .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을 활용하였으나 실제 공공기관이 수행한 지속가, 

능경영의 영향을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

하다. 

 기관이 지속가능경영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단순한 기부나 자 

선 사회봉사횔동의 수행 등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지속가능경영은 전략, 

적 관점에서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통해 기업의 목표를 이윤추구의 극대

화에서 사회와의 공존으로 바꾼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적. 

절한 피드백과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으며 본질적 목표인 기관과 사회의 지, 

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 (Sustainability Management), (Social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기업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Report), 

의 사회적 책임 조직성과(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지속가능성(Organization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학번: 2013-2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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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1 론

제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1

기업의 활동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거치면서 더욱 활발해졌고 다  , 

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해왔다 그러. 

나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부패 기업 범죄 등 기업의 본질적 목적, , 

인 이윤추구 행위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현대의 기업은 이

윤추구 이상의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기업의 역할인 경제적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 인간적 가치의 실현에 공헌하는 개념으로서 논의되기 · 

시작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의 정의는 조직이 경영 활동을 할 때  “조직의 의사결정과 

기업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 이다”

이를 확장하면 경영 활동에서 현재 세대만 고려할 것이 아(ISO, 2010). 

니라 미래세대가 필요한 자원이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경

영활동을 일컫는다 즉 지속가능경(WECD, 1987). 영이란 경영의 범위를 기

업에서 사회로 확장하고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하여 책임 있는 경, 

영활동을 하는 패러다임이다.

초기의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환경보호 봉사활동 기부와 같은 사회  , , 

적 문제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던 것이 기업의 내부 . 

구성원들의 복지와 인권을 보호하는 내부적 차원 현재는 지속가능경영, 

이 경제사회환경 요소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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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인으로 발전

하였고,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사회적 책임

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측면에서·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적 공헌활동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라영재 윤태범( · , 

2010; 김성택, 2012; Visser, 2014) 즉 단순한 자선이나 봉사활동의 개념. , 

에서 벗어나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이루려는 기업의 노력이 첫째 경영 , 

문화를 개선시켜 윤리적 차원에서 강력한 내부 통제 요인이 되어 불공정

거래나 부패가 근절될 수 있고 둘째 기업 내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무적인 성과 뿐 아니라 조직시민행동을 유발

시켜 윤리성 청렴성도 제고할 수 있으며 셋째 대외적으로도 기업의 · , , 

이미지 제고를 통해 상품의 매출과 기업 신뢰도가 높아져 기업의 경쟁력

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속가능경영의 성과가 강조되는 가운데 많은 이론적 논의와   ,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Waddock & 

천미림 김창수 허훈 김현Graves, 1997; Miles & Covin, 2000; · , 2011; ·

식 송두한 조직신뢰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2014), (Hosmer, 1995; 

전원우 지성구 송주현 김기현 사회적 성과에 , 2006; , 2006; , 2010; , 2013), 

미치는 영향(조성표 손수훈 전응수 외· , 2009, , 2013), 부패 통제 조세회 ·

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최준선 김경석( , 2008; , 2013; Carr & Outhwaite, 

기은선 임진한 등은 지속가능경영의 2011; Watson, 2011; , 2012; , 2014) 

조직성과에 대하여 이론적 실증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 

지속가능경영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효율성이나 조직신뢰 부패 통제라는 목적,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이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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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이 낮은 경우 조직성과에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효율

성 청렴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지속가능, . 

경영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이론들도 있기에 지속가능

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일원화되지 않은 편이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의 조직성과에 대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민간 기업에 비해 활성화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며 그 중 상, 

당수의 연구가 설문조사를 이용한 조직신뢰와 조직몰입 측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일원화된 측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조직성과를 파악한 경우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  

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지속가능경영을 기반 구축 차원과 활동 수준 차원으로 구분. 

하여 각각의 차원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 방법

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 

인해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연구 성과

는 형식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만을 하는 기업에게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실천과 확대를 통해 , 공익

을 실현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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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년부터 년까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2011 2013

경영평가에서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부문에 대한 · · ·

평가를 받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개이다 강소형기관의 경우 경영평66 . 

가 항목에 책임경영 국민평가 사회공헌항목이 제외되고 국민평가와 정, , 

부권장정책 항목만 포함되어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하여 직원정원이   5

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이다 공50 · . 

공기관의 유형분류는 업무 특성을 기준으로 상업성이 높은 기관은 공기

업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는데 기관의 총수, , 

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상일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50% 

분류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을 , 50% . 1, 

로 다시 세분한 이유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이나 독점재이면서 국민 생2

활에 필수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기관과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이 

주 업무인 기관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기금관리형 기관은 공무원연금공. 

단 같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조달된 공공 기금을 관리하거

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며 위탁집행형 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집, 

행하는 기관으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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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공기관 유형 및 분류근거< 1-1. >

출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기획재정부: , 2013, 

구분 내 용

공기업

법률 제 조 내지 제 조에 따라 4 6 직원 정원이 인 50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분의 이상인 ,  2 1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기업 1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계획과 건설(SOC) ,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공기업 2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기관 자회사 등, SOC , 

준정부기관

법률 제 조 내지 제 조에 따라 4 6 직원 정원이 인 50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 )

강소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500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 위탁 관리하는 기금자산 (

포함 가 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인 미만인 기관) 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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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소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  

여한 공기업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을 연구( 1, 2) ( , )

대상이며 연구기간은 사회공헌 지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신설된 , “ ”

시점인 년부터 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기관은 총 개 2011 2013 . 66

기관으로 공기업 개 준정부기관 개이다30 , 36 .

표 조사 대상 공공기관< 1-2. >

출처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2011-2013

구

분

공기업 개(30 ) 준정부기관 개(36 )

공기업 개1(10 ) 공기업 개2(20 ) 기금관리형 개(17 ) 위탁집행형 개(1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주( )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주(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주( )

한국남부발전 주( )

한국동서발전 주( )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주(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주( )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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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방법3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리된 이론과 선행연구들로부터 연구의 모형을 구성한다 지속가능경영. 

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지속가능경영 활동. 

을 통해 효율성의 지표인 재무적 성과나 조직신뢰 부패 통제 등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 있으며 그 반대의 시선에서 기업은 ,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이윤추구 이외의 어떠한 행위도 

이윤추구행위를 방해한다는 이론이 상존한다 또한 내부 구성원이 지속. 

가능경영을 업무스트레스로 인식할 경우 조직몰입이 저하된다는 연구도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오히려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는 기관이 기반을 잘 구축할수  

록 그리고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청렴, , 

성 성과에 조직성과도 높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가설을 설정하되 우리나, 

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도입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주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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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2

제 절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발달 과정1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개념의 유사성1. 

지속가능경영의 정의는   아직까지도 유사한 용어들이 계속 생성됨으로써 개

념의 일원화된 정의가 어려운 편이나, 일반적으로 에서 정의한 조직의 ISO ‘

의사결정과 기업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발적인 책

임을 바탕으로 한 경영 패러다임 을 말한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기업의 ’ .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 기업윤리(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 

윤리경영 기업시민정신 이해관계자경영 투명경영 환경경영 등이 있다, , , , . 

지속가능경영 용어의 발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으로 보는 것이   (CSR)

일반적이고 산업자원부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 2006), Crane(2008) (CSR)

란 용어가 기업시민성 지속가능한 기업(Corporate Citizenship), 

기업 책임 기업의 사회(Sustainable business), (Corporate Responsibility), 

적 성과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Corporate Social Performance) . 

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 것이다.

반면 박종철 이광현 산업정책연구원 등은 지속가능경영  , · (2009), (2009) 

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 을 포괄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라고 하였다 라영재 는 두 개념은 서로 동일하나 국제기구나 . (2010)

기업에서는 주로 지속가능경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해 학계“ ” , 

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C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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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논문에서도 두 용어가 혼용되는 편이다, 

김혜숙( ,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지속가능경영 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발달과정을(Sustainable Management)  

살펴본 후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동일하게 정의하여 지

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2. 

기업의 사회적 책임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으로부터 시작  Bowen(1953)

되었는데 그의 저술인 에서 ,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기업의 사회의 책임이 사회가 지향하는 점과 가치의 관점으로 바람직“

한 정책과 원칙을 추구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의무, ”

라고 정의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CSR) . 

은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 법률적 경제적 의무 뿐 Eells & Walton(1961) , 

아니라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할 의무로 정의, 

하였으며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법적의무에서 ,  McGuire(1963) ,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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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가지 차원으로 정립시킨 학자는 로 사회적  4 Carroll(1979)

책임을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구별하고 이러한 가지 · · · 4

책임은 각각 단계별로 진화한다고 하였다 이 분류한 사회적 책임. Carroll

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사회적 책임의 단계< 2-1. 4 >

구분 내용

경제적 차원 기업의 이익극대화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 보호, 

법적 차원 사회가 정한 법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야 함

윤리적 차원
법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의무

자선적 차원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등 

기업의 이윤추구와는 다른 종류의 행위를 

통해 사회에 기여

출처 : A. Carroll(1979)

첫 번째 경제적 차원의 책임은 소유주의 투자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둘째 법적 차원의 책임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 , 

할 때 법적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할 의무이며 셋째 윤리적 차원의 책임, , 

은 이해관계자와 기업이 영업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책임이고, 

넷째 자선적 차원의 책임은 경영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문, 

화 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한 자발적인 책임활동이다, , (Carroll, 1979)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고객 근로자 지역사회  Khoury et al(1999) , , , 

정부와 경쟁자가 포함된 포괄적 이해관계에서 기업이 수행하여야 할 책

임이라고 보았다 주요 요소로는 지역사회의 복지 투자 근로자 및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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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환경적 책임 등을 포함한다, .

은 기업시민의식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이 사 Pinnet(2001)

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

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실천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Andersen(2003)

은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회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 단기적 이익에서 

벗어나 시민행동을 통해 미래와 자연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정의< 2-2. >

연 구 자 정   의

Bowen(1953)

기업의 책임이 사회가 지향하는 점과 가치의 관점

으로 바람직한 정책과 원칙을 추구하며 의사결정, 

을 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의무

Eells & 

Walton(1961)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 법률적 경제적 의무 뿐 아, 

니라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윤리경영을 실천, 

하는 것

McGuire et 

al(1963)

경제적 법적 책임에서 확장하여 사회 전체에 대, 

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

Carroll(1979)
기업이 사회에 수행해야 하는 경제적 법적 윤리, , 

적 자선적 차원의 책임의 단계로 분류, 

Khoury et 

al(1999)

고객 근로자 지역사회 정부와 경쟁자가 포함된  , , , 

포괄적 이해관계에서 기업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

Pinnet(2001)

기업시민의식은 기업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와 긍정적 영향의 최대화를 추구하

는 경영실천

Andersen(2003)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회에 속해 있는 일원으

로 단기적 이익에서 벗어나 시민행동을 통해 미래

와 자연을 보호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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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Dahlsrud(2008)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섯 가지 차원에서 학자들이 논 

의한 사회적 책임을 정리하였다. 

표 의 사회적 책임 가지 차원적 해석< 2-3. Dahlsrud 5 >

차원(Dimensions) 주요 용어 예시 문구

환경적

(Environmental)
환경 자연, 

- 환경보호

- 환경을 고려한 경영활동

사회적

(Social)

사회 관계(Social 

relationship)

- 사회적 의무 이행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발전

경제적

(Economic)
사회경제 또는 재무

- 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

-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창출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이해관계자 및 집단

- 기업과 사회의 이해관계자

들 간의 상호작용

자발적

(Voluntariness)
법률준수

- 법적 의무를 넘어선 책임의 

추구

출처 김성택 발췌 및 재구성: Dahlsrud(2008), (2012), CSR 5.0 7p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 Carroll(1979, 1991, 

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용2008) (CSR)

어를 주로 사용하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만 하, 

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등 다른 조직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NGO , 

를 위해  사회적 책임 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Social Responsibility: SR)

며 에서도 년 을 채택할 당시에  기업 을 제외한 사, ISO 2010 ISO 26000 (C)

회적 책임 로 바꾸어 조직이 사회 경제 환경(Social Responsibility; SR) · ·

문제를 사람 지역공동체 및 사회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

책임있는 활동으로 재정의 하였다.

사회적 책임활동은 학자들 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그 개념을 정의하 

고자 하였는데,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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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와 책임Development)

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력을 발휘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

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유럽연합 에서, (EU)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인식은 사회와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을 그 사업 활동과 이해관계자를 대

상으로 자발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OECD(Organization 

는 기업과 사회가 공생관계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에 있으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수행해야 할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밖에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으로 일원화되지는 않았으 

나 모든 개념이 포괄하고자 하는 가치는 기업에 대한 목표를 단순히 이

윤극대화만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닌 기업이 사회와 공동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주요 기관별 사회적 책임 정의< 2-4. >

기관명 정   의

ISO

국제표준화기구( )

조직이 사회 경제 환경문제를 사람 지역공동체 및 , , ,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활동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

WBCSD

지속가능발전 (

세계기업협의회)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하여 지· ·

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EU

유럽연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인식은 사회와 환경에 관한 문제의

식을 그 사업 활동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으로 취하는 행동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백서 발췌 및 재구성, . 2007, p.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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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2) (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의 정의는 조직의 의사결정과 기업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 이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2010).

지속가능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 과 기업  (Sustainable Development: SD)

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용어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박종철( ·

이광현 년 , 2009),  1987 WECD(World Business Commission for Environment 

에서 그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Development) , 

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되 미래세대의 필요와 (SD) ,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데 기업이 참여하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환경오염 부정부패 기업범죄 등으로 인한 사, , 

회의 안정성 침해 사회공동체 내의 경제적 불균형이 현재와 같은 방향, 

으로 지속될 경우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으

로부터 출발한다 김혜숙(Senge, et al., 2008; UNCED, 1987; , 2013). 

   이는 이후 지속가능경영 개념으로 발전하였는(Sustainability Management) 

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경제적 활동 환경활동을 포괄하여 모든 사항을 , , , 

균형 있게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었다.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변하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사회의 구성원임, 

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의 인식에서 오늘날에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해관, 

계자와의 관계 또한 주주중심주의 에서 이해관계자중심주의(Shareholderism)

으로 발전되었으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이행(Stakeholderism) , 

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는 사회적 책임의 관점과 계속기업으로서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는 관점이 공존한다고 보았다 김혜숙(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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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정의  Elkington(1997) TBL(Triple Bottom Line)

하였다 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축을 대 기본축. TBL , , 3 (Triple Bottom 

으로 정의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인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Line)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Economically viable), (Environmentally 

사회적 책임성 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지속sound), (Socially responsible)

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이다 은 이 개념을 ,  Elkington TBL 

처음 제시하면서 단기적 성과인 경제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목표에서 확

장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세 기본축 모두가 달성되어야 기업과 사회의 지

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의 경제적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로는 기업의 수익성 생산성 고용창TBL , , 

출 공정거래 등이며 사회적 성과는 인권 노동 반부패 제품책임활동 , , , ,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환경적 건전성은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 , , 

친환경 생산 등을 나타낸다 은 지속가능성을 측정하. Triple Bottom Line

기 위해 현재까지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안윤기 진윤정( · , 

2005).

그림 의 모형2-1. Elkington TBL(Triple Bottom Line) 

출처 : Elkington(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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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 의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기둥에서 한발 더   , Kjellen(1999) TBL , , 

나아가 환경과 경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이어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고

려해야 하며 이를 주요 이슈로 다루어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 개. TBL

념에서 자원 에너지 건강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 다이아몬드 모형을 , , 

제시하였으며 그 동안 지속가능경영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에 비, , , 

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었던 정치 정책 삶의 방식 고용, , , , 

기술개발 인구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 

다.

그림 의 지속가능 다이아몬드 모형2-2. Kjellen

출처 재인용:  Kjelle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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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포괄하는 개  EU(2002)

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경영전략 및 경영활동에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 

임의식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

션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환경부 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2005) “ , , 

에서 리더십을 갖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

에 높은 성과를 이끌 수 있는 통합된 전략과 경영활동 으로 규정하였”

다 산업통상자원부 는 지속가능경영을 기업들이 경제적 성장과 더. (2010)

불어 사회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영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론적 정의< 2-5. >

학자 및 기관명 지속가능경영의 정의

WECD(1987)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되 미래세대, 

의 필요와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발전

Elkington(1997)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제적 수익성(Economically 

환경적 건전성 사회viable), (Environmentally sound), 

적 책임성 의 상호작용을 바탕으(Socially responsible)

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

EU(2002)

경영전략 및 경영활동에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의

식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환경부(2005)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리더십을 갖고 책, , 

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높은 성과를 이끌 수 있는 통합된 전략과 경영활동

산업통상자원부

(2010)

기업들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으로 긍, 

정적인 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

에 부응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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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신고전주의 경제학 관점 주주자본주의 관점  1.  ( )

신고전주의 경제학 관점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시장에서의 기업의 책임  

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기업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주. 

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다 즉 이윤. 

극대화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는 기업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회적 책임을 강요당  Hayek(1967)

하고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면 이는 자유시장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 

적하였으며, 은 Friedman(1970)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경

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

주의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업의 이익극대화 외의 경. 

영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논리로 

활용되는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자원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고 또한 윤리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의 영역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신, 

규 사업추진에도 제약이 생기고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윤리규정으로 , 

인한 제약 등으로 생산비용이 높아져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업의 경제적인 부분만을 . 

강조하였기 때문에 현대의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차이가 존재한다.

양은영 은 이러한 주주자본주의의 시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2009)

대한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보았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 , 

이 기업의 본래의 역할을 축소시켜 이윤극대화에 제한이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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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의 목적을 희석시킴으로써 경제적 생산성이 저해된다는 관점  , 

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에 따른 비용 증가 인적 자원의 투입 회사의 집. , , 

중력 있는 사업수행에 제한이 되어 기업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

셋째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제적 비용이 증  , 

가할 수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시장으로의 개입은 기업의 효율성을 .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이는 사회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으로 지, . 

워지는 책임이 늘어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넷째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  , 

조된 것인데 이러한 책임의 부과가 역설적으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을 더욱 증대시킨다는 논리이다 세계화로 다국적 기업의 권력은 이미 . 

초국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책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면 권력, 

이 더 증대될 것으로 보았다 양은영( , 2009).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고전주의 경제학 관점 주주자본주의 관  (

점 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시킴에 따라 조)

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이론적 관점이다.

이해관계자 관점  2.  

  

년대 이후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적 관   1970

점을 반대하는 사회경제학적 관점이 등장하는데 이를 이해관계자 관점으, 

로 본다 김병철( , 2008).

은 이해관계자를 조직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Freeman(1984)

받는 사람 또는 집단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이해관계자는 기존의 경영자, 

주주에서 확장하여 공급자 지역사회 고객 내부구성원을 포괄하는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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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확장될 경우 어느 이해관계자 집. 

단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는 고전적 기업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업이 행한 이윤추구행위가 다  

양한 이해자들과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역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기업이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관리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양은영( , 2009).

주주자본주의 관점이 가지는 한계는 기업의 활동을 단기적으로만 고려  

했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 

않을 경우 그 비용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부담, 

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 

이 된다고 보는 관점이 이해관계자 관점이다 기업은 눈앞(Carroll, 1999). 

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 관점에서도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책임의 . 

네 가지 차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 달성은 여전히 기

업의 본질이다 다만 경제적 결과의 달성만이 기업이 달성해야 할 유일. , 

한 책임은 아니라는 점이며 사회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제약조건 하에서 경제적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Carroll, 1979).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잠재적 이익이 아닌   

실현가능한 이익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의 , , 

이익추구에 긍정적이며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으로 연결된다 신고, . 

전학파가 주장하는 단기적 수익과 이윤증대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

미지가 개선되고 윤리 경영을 통한 비윤리적 비용의 감소 소비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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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의 기대 충족 내부구성원의 높은 만족감과 이로 인한 노동생산, 

성 증대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얻는 이익으로 보고 있다 유병(

길, 2007).

둘째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입안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 

수 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때 정부가 기. 

업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활동이나 조례제정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

으며 이는 기업의 이익과도 결부될 수 있다 양은영 결국 이해관계, ( , 2009) 

자 관점은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사회적 투자론 관점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수렴론은 위의 주주자본주의 관점과 이해  

관계자 관점의 절충론으로 사회적 투자론으로 언급된다 양은영 사( , 2009). 

회적 투자론은 기업의 행위가 무조건적인 이익극대화 또는 사회에 대한 

공헌 등에만 한정하여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 

주주 지역사회 소비자 종업원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효용을 중시하, , , 

며 이에 기반한 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 

은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간 이익의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장기, 

적으로 볼 때 모두의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 

자간 갈등도 없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투자론은 기업의 이윤추구행위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주자본주의적 관점과 구별되며 이타주의만, 

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이론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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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관점< 2-6. >

출처 김기현 재인용: (2013) 18p 

구분
주주자본주의 

관점
이해관계자 관점

사회적 투자론 

관점

성격 이윤추구 이타주의
이윤추구와 

이타주의의 결합

기업목표

경제적 성과와 

주주이익의 

극대화

사회적 성과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충족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결합

기업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정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의무

사회적 투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효용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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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제적 추세와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3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기업 뿐 아니라 국제기구 정부기관 및 조직 비  , , 

영리기구 에도 확대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조직적 차원에서 논의하(NGO)

기 시작하였다 년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협. 2000 UN

약인 를 창설하였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UN Global Compact , , , , 

개 영역에 대한 원칙을 규범화하였다 또한 년 월 4 . 2010 11 ISO 

국제표준화기구 에서는 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회적 책임 국제표준 을 제정하였으며 개 핵심주제인 조직거(ISO 26000) , 7

버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참여와 , , , , , , 

발전의 대 핵심 항목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시하였다7 .

1. UN Global Compact(UNGC)

는 년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스위스   UN Global Compact 1999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윤리와 국제환경개선을 위해 UN Global 

가입을 권장하였고 년 월에 발족하였다 는 자발적 Compact ,  2000 7 . UNGC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 , 

과 국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

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시대에 수반. 

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전지구적인 보편적 원칙을 기업이 실, , , 

천하고 사회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년 기준 전세계 , 2014 140

여개 나라의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만여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 , 1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240 (UNGC 

협회 에 가입한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년 , 2014). UN Global Compa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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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성과이행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CoP(Communications on Progress: )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으로 분류되, Non- communicating

고 성과이행보고서가 우수한 기업의 보고서는 로 선정된다, Notable COP . 

는 다음의 개의 영역에서 대 원칙을 세워 기관들UN Global Compact 4 10

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대 원칙< 2-7. UN Global Compact 10 >

출처 한국협회 홈페이지: UN Global Compact 

구분 대 원칙10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

중해야 한다.

원칙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2: 

한다.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

을 지지한다.

원칙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4: .

원칙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5: .

원칙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6: .

환경

(Environm

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8: .

원칙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9: .

반부패

(Anti-

Corruption)

원칙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10: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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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2.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는 년에   GRI 1997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와 유엔연합환경계획 과의 협약을 통해 창설되었으며Economies) (UNEP) , 

기업의 규모나 산업 등에 관계없이 일관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

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GRI , 2014).

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년에 이 발표되었고 이후 지속적  GRI 2000 G1 , 

으로 개정을 거쳐 가장 폭넓게 사용되었던 가이드라인은 년에 발표2006

된 였으며 년 월 가 발표되었다 의 가이드라인은 조직의 G3 , 2013 5 G4 . GRI

활동이 환경 사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 , 

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표는 다음과 같다, .

표 가이드라인의 기본 구조< 2-8. GRI >

출처 가이드라인: GRI , 2014

구분 보고 내용

일반표준공개 전략 및 분석 프로필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등 개 영역, , , 58

특정

표준

공개

경제 경제성과 시장지위 간접경제효과 조달관행 등 개 영역, , , 9

환경
에너지 생물다양성 배출 폐수 및 폐기물 환경고충, , , ,  

처리제도 등 개 영역34

사

회

노동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 교육 다양성과 기회균등, , , ,  

등 개 영역16

인권
차별금지 단체교섭 아동노동 단체노동 등, , ,  

개  영 역12

사회 지역사회 반부패 공공정책 경쟁저해행위 등 개 영역, , , 11

제조물

책임

안전보건 제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 , , , 

보호 등 개 영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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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조직성과에 관한 개념4

개념의 발달 방향과 효율성  1. 

는 성과는 조직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표시  Porter(1961)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은 조직성과를 어떤 조직이 효과, Campbell(1977)

적인지 비효과적인지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조직의 다

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가 효과성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성과 결정요인을 

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목표의 개인화 등으로 평가하는 심리적 지표· · , 

생산성 능률 수익 등을 평가하는 경제적 지표 결근율 이직률 제도· · , · ·

화 등을 평가하는 관리적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공조직의 성과. 

는 조직이론에서의 조직효과론 에서 비롯되(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었으나 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등 신(Goodman at al, 1979) 1980

공공관리론 의 대두로 민간부문의 성과인 생산성 효율(NPM) (productivity), 

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서의 조직성과의 개념이 사용(efficiency)

되게 되었다.(Rainy & Steinbaur, 1999; Radin, 2006).

  년에는 모델이 제시되었다1992 BSC(Balanced Score Card) . Kaplan & 

는 다양한 조직이론의 관점을 종합하여 조직 내부의 관점에서 Norton(1992)

재정 내부관리문제 조직의 학습과 성장 가지 요소를 주요 성과로 구성, , 3

하였고 조직 외부의 관점에서 이해관계당사자인 고객의 관점에서 성과를 , 

파악하여 총 가지 지표로 조직성과를 평가하였다 모델은 재정적 비4 . BSC ·

재정적 성과를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도 기관 특성에 

맞는 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신공공관리론과 마BSC . 찬

가지로 특정 지표만 중요시함에 따라 오히려 다른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 

시키는 성과관리주의의 역설의 함정을 야기하는 한계를 지닌다정무권(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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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책임성 청렴성  2. , 

한편 공공조직의 성과를 공공성 책임성 등  , (publicness), (accounatability) 

으로 보는 모델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Erkkila, 2007; Sorensen, 2002; 

이러한 흐름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Kljin & Skelcher, 2007). 

공공성과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민주적 가치실현을 성과로 보고 좋은 

거버넌스 등의 용어를 통해 공공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Good gocernance) . 

기존의 성과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차원적 

성과기준의 필요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무권.( , 2010)

공공기관의 책임성은 와 로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Finer Friedrich , 

는 공무원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였고Finer(1941) , 

은 공무원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책임을 강조하였다Friedrich(1940) . 

은 책임을 통제가능성 투명성 준법성 기관책임 등으로 구Koppell(2005) , , , 

분하였으며 는 정부나 국회 등의 상급기관에 지는 수직, Hoek et al(2005)

적 책임 행정기관 (vertical accountability), 내부의 위계에 대한 내부적 책

임 고객 책임 고객이 아(internal accountability), (customer accountability), 

닌 사회 전체에 지는 사회적 책임 으로 구분하였다(social accountability) . 

첫째 수직적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상위기관에 갖는 책임성을 의미하는 , 

것으로 상위기관이 수립한 정책을 반영하는 여부 혹은 상위기관으로부터, 

의 자율성 등이며 둘째 내부적 책임성은 기관 내부적으로 갖는 책임성, , 

이다 셋째 고객에 대한 책임성은 공공기관의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하는 . , 

고객에 대한 책임이며 이를 넓게 정의할 때 넷째 사회적 책임성으로 이, , 

어진다 사회적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국민 또는 사회 전체에 가지는 책임. 

성으로 사회공헌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미션 및 비전의 수립 지, , 

속가능한 경영 등이다 최승범 은 사회로부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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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책임 법규를 준수하는 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 (legal 

정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대응성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으로 구분하였고 이종수 윤영진 외 도 법적책임성, , (2011) (accountability) 도, 

의적 책임성 대응성 으로 구분하였다(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

권오성 안혁근 황혜신 은 의 가지 수직적 고  · · (2009) Hoek et al(2005) 4 ( , 

객 내부적 사회적 책임이론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책임의 내용을 효율, , ) 

성 효과성 투명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효율성이란 자원의 제약 , , . 

하에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효율. 

성의 척도는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로 도출되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

기관은 산출물이 일반재화가 아닌 공공재 공공서비스 등으로 모든 공공, 

조직의 효율성을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둘째 효과성은 공공기. , 

관의 경영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며 셋째 투명성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 , 

기능의 과정 및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공공,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를 의미하

는 개념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법의 위반 뿐 아니라 주인 대리인 이론. -

에 따른 국민이나 국가를 위한 행동이 아닌 본인 또는 개별 집단의 이익

을 추구하는 행위 또한 투명성에 위배된다고 보며 이러한 투명성은 부패, 

건수등을 포함하여 도출된 투명성 지수 또는 부패지수를 통해 측정된다

권오성 외(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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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책임성에 대한 구분< 2-9. >

출처 권오성 안혁근 황혜신 발췌 및 재구성   : · · (2009) 

학자 책임성에 대한 구분

Friedrich(1940) 내재적 책임 직업윤리, 

Finer(1941) 제도적이고 법적인 책임

Kopell(2005)
행정책임을 통제가능성 투명성 준법성 기관책임 , , , 

등으로 구분

Hoek et al(2005)

행정책임을 가지로 구분4

수직적 상급기관에 대한 책임 : 

내부적 내부감독자에 대한 책임 : 

고객적 고객에 대한 책임 : 

사회적 일반 국민에 대한 책임 : 

이종수 외(2001)

법적 책임(accountability),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 

대응성 으로 구분(responsiveness)

권오성 외(2009)

의 가지 책임성을 중심으로 Hoek et al.(2004) 4

공공기관 책임의 내용을 가지로 구분3

효과성 목표달성도 : 

효율성  :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 산출 달성도

투명성 업무과정의 투명성과 부정부패의 통제 : 



- 30 -

청렴성 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일의적 개념화 및 측정이 쉽지   (integrity)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오재록 전영.( , 

한 재인용 일반적으로 부패의 개념은 정의의 늪, 2012 160p ). (definitional 

이라고 규정될 만큼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파악하quagmire)

기 어렵지만 김영종 등은 부패란 직(Johnston, 1994), Bayley(1970), (1993) 

무와 관련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

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등은 부패를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접근. Leff(1964), Kleveren(1970) 

하였는데 부패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호의 를 구, (favor)

매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는 부패를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International:TI) “ , , 

공금 횡령 등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 으로 정의하였다” .

오늘날에는 청렴성이 뇌물수수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사회로  

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남용하는 개념인 반부패성에서 확장되어 공익의 

범위까지 확대되었으며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행정의 성과에 대한 공

무원의 책임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과정을 의사결정과정을 포함

한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종수 윤( ·

영진, 2008).

결국 청렴성이란 상기 반부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포함하는 부패행  , “

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 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

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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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지속가능경영과 조직성과5

재무적 측면 효율성 1. ( )

많은 연구들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그 주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환경 오염등과 같은 부정   , , 

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비용

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도움이 되어 효용을 누

릴 수 있다 은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달로 기업의 규모와 영. Carroll(1999)

향력이 커지면서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보고 사회적 ,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기업이 이를 외면할 경우 결국 환경오염 불. , 

공정경쟁 등으로 인한 비용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전가되고 이는 다시 기업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제적인 악순환의 고

리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둘째 지속가능경영의 구성요소에는 홍보적 요소도 포함이 되는데   , , 

기업이 사회에 지속가능경영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경영활동의 한 축이다 즉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이나 공정무. , 

역 인증 마크의 획득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에 

따라 대외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재화를 더욱 많이 구

매하여 재무적 성과가 늘어난다고 보았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 

문조사 결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관의 물건이 비싸더라도 기업의 

이미지를 보고 해당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경련( , 

셋째 내부적 차원에서 조직구성원의 보호와 인권이 지속가능경영2008). , 

의 핵심 요소로 활용됨에 따라 내부 직원의 조직몰입과 만족도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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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거나 혹은 유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생산, 

성을 증대시켜 재무적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박헌준 이종건 김범성 은 한국의 , · · (2001)

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292

를 실증분석하였다 는 성과가 높아 상대적으로 . Waddock & Graves(1997)

여유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를 사회적 책임활동에 투자하여 그 성

과가 높다는 여유자원이론 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slack resources)

수행할 때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과 구성원의 자긍심과 사기로 이어

져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는 선의경영이론 을 제시하(good management)

였다 허훈 김현식 송두한 은 기업의 내부 활동이 노동조합. · · (2014) CSR 

과 경영진이 협력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것, 

이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개선시켜 노동생산성 향상

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지속가능기업의 조건 보고서“ , CSR 

에 의하면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각각 경제적 책임활동과 비

경제적 책임활동으로 나누고 책임의 이행은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구매 증가 등의 재무성과 뿐 아니라 기업 이

미지를 제고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 

조가 일어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교육과 안내 참여를 통, , 

한 내부 기업문화 조성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반면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재무적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도 있는  , 

데 이들은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이윤을 추구하, 

는 기업 본연의 활동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오히려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Brammer et al(2005), Lee, Fa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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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성과와 재무적 성과 간 부정적 Kim(2009)

관계를 밝혀냈으며 양자가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 (Nelling and Webb, 

도 있다200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의하면 그들이 검토한   Margolis & Walsh(2001) 95

개의 논문 중 개의 논문을 제외한 여개의 논문에서 지속가능경영 활15 80

동이 재무적 성과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밝혔다

김지혜 재인용( , 2011 ).

내부 구성원 측면2.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한 조직성과 중 내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에는 재무적 성과와 청렴성 성과를 모두 포함한다 지속가능경영의 도입. 

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높아짐은 물론, 

기업의 대외 이미지 개선이 내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조직몰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은 종업원의 인권 보. 

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는 조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조직몰입, 

으로 인한 업무생산성의 증가로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조직시민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 내부구성원의 청, 

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내부 구성원이 인지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신  

뢰의 형성과 자부심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몰입 또는 만족감이 강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구 김해룡 이문규 또한 이학( , 2006;, · , 2007). 

종 이종건 은 기업의 윤리풍토에 대한 지각과 조직효율성과의 관계· (2000)

에 대한 연구에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회법규의 준수와 개인의 윤리적 

기준을 중요시할수록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결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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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반대로 회사방침과 규정준수의 강조가 오히려 직무만족도를 저.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만 이승철 의 연구에서는 공익연계 마케팅 등의 사회적 책임  · (2004)

활동의 이행이 내부 구성원에게 자긍심을 동기화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김해룡 이문규 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책임활동이 외부권위에 긍정· (2007)

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조직 동일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희라. 

는 종업원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2011)

고 이를 실현하는 기업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박혜원 한주희 는 개인이 소속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회적인   · (2010)

범주 또는 조직 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 ) ·

회적 범주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사회정체성 이론에 근거하(identicfication)

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가치를 인정

받게 되는 경우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 개인 또한 이를 동일시하여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직무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 

청렴성 측면3. 

지속가능경영이 부패의 통제와 청렴성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달성된다 첫째로 내부구성원 성과 측. 

면에서 지속가능경영이 조직 내부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을 위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수행

을 하게 된다고 본다.

조직시민행동 이란 조직 구성원들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에게 주어진 업무에서 확장하여 조직의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종

업원의 행동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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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즉 조직시민행동이란 회사에서 공(Organ, 1988). , 

식적인 내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시간 준수 업무, 

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참여 타인에 대한 선행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 에 따르면 개인은 조직을 자(Smith et al., 1983), ‘ ’

신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구성원간 협동이 증가, 

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조직과 동료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Dutton et al., 1994).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리성을 제고하고 사회친

화적인 행위가 지속될 때 내부 구성원들은 조직에 요구된 책임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박혜원 한주희(Dutton et al. 1994; · , 2010).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업의 행위가 조직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 구성원도 ,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시민행동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서 조직시민행동을 할 것으로 보았다 한주희 이종건( · , 2009). 

많은 연구에서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이 정 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

고 발표함에 따라 내부구성원 측면과 청렴성 측면은 내부구성원 측면과 

재무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서로 연계되어 상관관계가 높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부패 행위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

하여 기존의 부패방지법과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의 부패를 통제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경영 전략의 . 

측면에서 제도의 도입을 통한 부패의 통제를 강조하였는데 옴부즈맨 제, 

도의 도입과 같이 이해관계자를 경영 활동에 참가시켜 외부의 감독으로 

기업의 부패활동이 감소하며 윤리강령 및 헌장의 도입과 같은 자기통제, 

기구 를 강조한다(Self-Regulatory Instru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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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Carr & Outhwaite(2011)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의 부 

패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적 배경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이 부패를 통, 

제하는 효과적인 경영전략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사회적 책. , 

임활동이 자기단속기구 가 되어 스스로를 책(Self-Regulatory Instruments)

임 있는 단체라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둘째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기존, , 

의 주주에서 폭넓게 확대하여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매달리지 않고 사회

적 효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셋째 가장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은 , , 

법과는 달리 사회적 책임활동은 법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기업의 부패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준선 은 독일과 미국 일본의 기업의 부패사례를 통해 지속가능  (2008) , 

경영을 통해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나 감독기능의 강

화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한 내부적 동인이 부

패를 감소시키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 

자율적인 규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의 이행을 통한 기업의 문화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경석 또한 기업의 사회적 . (2013) 

책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

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정보 공개 주주와의 대화Hess(2012) , , 

기업 윤리문화의 발달을 통해 해외부정거래방지법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활동과 미국의 부정부패방지법해외부정거래방지법, ( )

이 상호작용을 통해 양자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패방지법의 집행과 사회적.  

책임활동이 공동으로 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면 많은 연구들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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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경영 활동은 사회적 비용의 감소 기업이미지 개선으로 효율성 재, (

무적 성과 를 달성할 수 있고 기업의 자체윤리기준의 강화 외부의 감독) , , 

을 통한 공정성확보를 통해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 

한 내부 구성원들의 인권보호나 자긍심 고취로 인해 조직몰입과 조직시

민행동이 유발됨에 따라 이는 효율성과 청렴성 양쪽에 정 의 영향을 (+)

미쳐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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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속가능경영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2-10. >

구

분
연구자 사회적 책임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재

무

적 

측

면

Carroll(1999)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악영향

을 미침

Waddock & 

Graves(1997)

여유자원이론 재무성과가 높은 기업이 여유자원이 : 

많아 사회적 책임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많아짐.

선의경영이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이: 

해관계자와의 관계개선과 내부종업원

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생산성이 향

상됨

허훈·김현식·

송두한(2014)

기업의 내부 활동 활동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CSR

협력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고 노동의 질을 개선시켜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Brammer et 

al.(2005)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재무성과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Lee, Faff & 

Kim(2009)

에 따라 상위기업과 하위기업으로 나누어 각각 DJSI

성과와 재무성과간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CSR (-) 

것을 확인

Nelling & 

Webb(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재무성과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내

부

구

성

원

측

면

지성구(2006)
기업의 윤리풍토가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직무만족도

가 높아지며 규정준수의 강조는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림, 

김용만 이승철·

(2004)

기업의 공익연계마케팅이 기업의 외부이미지 뿐 아

니라 내부 종업원에게도 영향을 미침

김해룡 이문규·

(2007)

사회적 책임활동에 종업원들이 참여하면서 조직동일

시를 경험하고 조직에 대한 몰입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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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라(2011)
종업원들은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기업에 애사심을 느끼게 됨

박혜원 한주희·

(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와 사

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 집단에 소속된 구

성원 개인 또한 이를 동일시하고 직무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침

청

렴

성

측

면

한주희 이종건·

(209)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종업원이 기업의 시민행동

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조직신뢰에 정 의 (+)

영향을 줌

Carr & 

Outhwaite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자기단속기구가 되어 기

업의 부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바탕을 제시

Hess(2012)

사회적 책임활동의 결단과 사회적 책임활동 커뮤니

티가 해외부정거래방지법의 시행과 시너지를 창출하

여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

최준선(2008)

기업의 부정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적대응, 

감시감독기능 강화 등의 외부통제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활동의 이행을 통한 내부 문화 개선이 더욱 중

요하다고 주장

김경석(2013)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업의 내

부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며 기업의 , 

부정행위가 방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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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6

1.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필요성

  공공기관은 그 설립의 목적에서부터 공공성을 가진 조직이며 특히 공기, 

업은 민간사업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으나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 

외부효과가 해당 기관의 수익성을 넘어서는 정 의 외부효과를 가졌거나(+) , 

또는 전기나 수도같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를 낮은 가격에 독점적으

로 공급함으로써 편익을 증대시키는 공기업 정부의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 

준정부기관 공공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기업의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수단이

라는 점에서 이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경영의 책

임은 오히려 공공기관에게 더 막중하나 한편으로는 이미 공공성을 추구하, 

는 공공기관에 다시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이나 지속가능경영 활

동이 기관에 있어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 

에서 발표하는 부패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Transparency International: TY)

의 부패지수는 가입 개국 중에서 위로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OECD 34 27

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부정부패와 ,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에서도 

부패방지법이나 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활동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

으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통, . 

제만으로는 기업의 윤리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율적 규율방안인 , 

지속가능경영이나 사회적 책임활동의 이행을 통해 내부적으로 조직구성원들

의 의식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경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근거로 공공기관은 국민과 사회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영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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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현황

공공기관의 경우 년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  2005

며 조사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조직에서는 총 개의 공공기관이 지속, 40

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발간 보고서 누적개수는 총 개이다, 121 . 

년부터 년까지 각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연2005 2013

도와 발간횟수를 보면 발간횟수는 주로 공기업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많

았으며 가장 많은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 , 

사로 현재까지 편의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그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9 , 

사는 편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년부터 년까지 각 공공기관별 8 . 2005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관과 발간횟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기관  < 2-11. >

구

분

공기업 개(24 ) 준정부기관 개(16 )

공기업 개1(10 ) 공기업 개2(14 ) 기금관리형 개(3 ) 위탁집행형 개(1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인천국제공항공사(6)

한국가스공사(6)

한국공항공사(3)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3)

한국수자원공사(9)

한국전력공사(9)

한국지역난방공사(3)

한국철도공사(3)

한국토지주택공사(8)

대한주택보증㈜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2)

한국관광공사(4)

한국광물자원공사(3)

한국남동발전 (3)㈜

한국남부발전 (3)㈜

한국동서발전 (7)㈜

한국서부발전 (4)㈜

한국수력원자력 (4)㈜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3)㈜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3)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2)

교통안전공단(3)

국립공원관리공단(2)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5)

한국농어촌공사(3)

한국철도시설공단(3)

한국환경공단(2)

* 괄호 안 숫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횟수 괄호 가 없는 경우 회만 발간() , () 1

출처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보고서 :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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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 대상 중 에 가입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UN Global Compact

공사가 년에 한국에 있는 기업 중 최초로 가입하였으며 이후 한국토2005

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개의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44 , 

년 이전에 가입하였다 에 가입한 공공기관 현황2010 . UN Global Compact

은 다음과 같다.

표 에 가입한 공공기관 현황 < 2-12. UN Global Compact >

괄호 안은 가입한 연도 괄호가 없는 기관은 년 이전에 가입한 기관임* , 2010

출처 지속가능경영원의 지속가능보고서 : database

구

분

공기업 개(22 ) 준정부기관 개(22 )

공기업 개1(10 ) 공기업 개2(12 ) 기금관리형 개(10 ) 위탁집행형 개(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

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감정원

해양환경관리공단(201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2013)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2011)

국민연금공단(20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20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거래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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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한계 논의7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이나 의 가입은 지속가능경  UN Global Compact

영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들은 사회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 

방법이나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단순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 

간이나 의 가입만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성공적으UN Global Compact

로 수행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 활동이 조직 내부의 문화개선이나 , 

부패 방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중과 상위기관에 보여주기 

식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라영재( , 2010).

장지인 은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 기업들과 비교할 때 지속가능경  (2011)

영의 도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전략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 

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  

업차원에서 이행하는 단체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공공기관이 연말이나 기관평가 또는 내부평가 . 

철에 불우이웃돕기 활동이나 중소기업제품구매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곤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이 착한기업 또는 사회적 의무를 잘 수행하  ‘ ’ ‘

는 기업 인 것만은 아니다 김성택 재인용 최우량 기업상을 ’ ( (2012), 97p ). 

수상하고도 오히려 해당기업은 대기업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불공정 거

래행위를 해서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 

속가능경영 활동을 단순한 봉사활동의 확장으로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

다 라영재 김성택( , 2010;,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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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받아들이는 수준의 한계를 비판한 학자들  

도 많은데, 채원호 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선언적인 수(2012)

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에 따른 경영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의 사회적 책임 네 가지 차원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Carroll(1991) ( · · ·

차원 에서 윤리적 자선적인 상위 단계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법적 차원) , 

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라영재( , 2010) 

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Porter & Kramer(2011)

벌인 부패한 일들의 왜곡 또는 세탁하는 홍보목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

판을 제기하였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지속가능경영의 정책과 비전을 , 

꼭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러한 논의는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 이론을 받아들일 때 수동적으  

로 해석하여 이행하는 것은 조직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을 경영의 일부 요소가 아닌 경영활동과 통합하여 이행을 

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행여부와 가입 여부만을 UN Global Compact

가지고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지속가능경영을 반

영하는 수치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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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선행연구의 검토8

1. 재무적 성과효율성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 ), 

선행연구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사회전체의 비용 감소. , 

이미지 제고로 인한 매출의 증가 내부 구성원 조직몰입을 통한 생산성 , 

향상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재무성과, 

에 정 의 영향을 연구(+) (Waddock &) Graves, 1997; Derwall et al, 2005)

가 있는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할 때 구성원의 자긍심과 사, 

기를 향상시키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Miles &  

은 포춘의 기업명성지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미지와 재무성Covin(2000)

과와의 관계를 밝혔는데 높은 기업평판지수는 가격책정이나 높은 도덕, 

성 투자위험 감소 유연성의 증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영 수익 증대에 , ,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는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윤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때   Hosmer(1995)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허훈 김현식 송두한 은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내부  · · (2014) 1,737

활동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협력적 의사 결정에 대해 실증분석한 CSR 

결과 종업원의 업무생산성을 증가시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혔다.

천미림 김창수 는 민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 (2011)

지수를 이용하여 사회적 책임지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에 K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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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라영재 ·윤태범 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공공기관 경(2010)

영평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UN 

가입 등 사회적 책임활동을 실천한 기업이 이를 실천하Global Compact 

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일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경은 은 지속가능경영 체계의 구축이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2013)

연구하여 공공기관의 가입이 경영평가에 긍정적 영향UN Global Compact

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였고 김혜숙 은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 (2013)

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하부 요인인 고객만족 지역사회공헌 노사상생경영 환경경영의 항목이 , , , 

기관의 사회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내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2.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 내부의 이미지와 구성원 만족도를 증가시켜   

조직몰입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전원우 는 공기(2006)

업 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

해 내부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의 유의미성 인식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성구 윤대혁 김기현 등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2006), (2011), (2013) 

동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

여 공공기관의 내부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 부 

항목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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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현 은 공기업의 활동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어떠  (2010) CSR

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조21

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 노사관계와 환경보호가 

통계적으로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다정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시민(2012)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도 시 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사회적 책임 항목,  

중 의 일부 항목이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3.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내부의 윤리강령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부패를 통제하거나 내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유발시켜 , 

구성원들이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다 조직시민행동은 내부구성원의 성과이기도 하나 연구에서 조직. 

시민행동으로 인한 윤리성 청렴성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청렴·

성에 관한 선행연구로 포함시켰다.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부패의 통제에   Carr & Outhwaite(2011)

미치는 영향을 미국의 통신 기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 

결과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부패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하였으나 상당 수의 기업들이 부패의 통제를 사회적 책임, 

활동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고 보았다 즉 사회적 책임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기업들이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으며 부패 통제에 ,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임진한 은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공공기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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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의 사회공헌 지표 점수가 청렴성과 고객만족도 총자산순이익률,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인 총(ROA)

자산순이익률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해당 기관의 (ROA) , 

청렴성과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주희 이동건 의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이 인지하는 기업의   · (2009)

사회적 책임활동이 보험설계사의 조직신뢰의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으

며 조직시민행동의 성실행동 이타주의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 (+)

나타났다.

최성수 박경연 서원석 권용주 는 호텔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 · · (2011)

행이 개인적인 차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적인 차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호텔의 윤리적인 조직문화

의 적용이 종업원의 윤리의식과 실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환 은 윤리경영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신뢰의   (2011)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윤리경영의 요소 . , 

중 윤리방침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윤리시스

템과 윤리문화는 조직신뢰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윤리방침보다는 윤리문화 구축이 구성. 

원들의 자발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조성표 손수훈 는 기업 활동의 건전성 종업원의 만족도 사회공  · (2009) , , 

헌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사회적 성과, (CSP: Corporate Social 

와 재무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Performance) (+) .

전웅수 이경일 고세라 손성진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중   · · · (2013)

최고경영자의 태도 관리통제시스템 이 기업, (management control system)

의 사회적 책임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과는 다시 재(CSP) CSP

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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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에서 민간기업을 대상

으로 시작하였으며 라영재 민간기업의 재무적 성과나 내부 구성( , 2010), 

원의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부패 방지나 

청렴성 제고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이론의 제시나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이 더욱 활발한 편이다 이는 아직까지 전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 

한 청렴성 평가나 부패지수 평가를 실시하는 국가가 드물어 데이터를 확

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청렴성 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가 많은 편이다 기업에 있어 조세회피 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지대. 

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은선 기업의 부패나 청렴성과 직접적( , 2012) 

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나 만일 조세회피 행위가 탈세로 판정받을 경, 

우 이미지 하락과 과징금 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

을 받게 된다.

은  Watson(2011) 사회적 책임의 인식이 저조한 그룹이 중간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조세회피성향이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기은선 은 , (2012)

개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을 표본으로 경제정의지수 를 대2,002 (KEJI Index)

리변수로 활용한 사회적 책임활동이 적극적인 기업이 조세회피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정우성 최미화 는 한국거래. · (2013)

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이면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 경향을 더욱 강화시

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미영 이상주 김은주 의 연구에서도 기. · · (2014)

업의 사회적 책임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은 것으로 파

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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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4.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지속가능경영 이론 중 이해  , 

관계자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첫째 사회의 지속가능성. , 

을 개선시켜 기업의 장기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하, 

며 직원의 업무생산성이 높아져 재무적 성과에 도움을 주고 내부 구성, , 

원의 조직 몰입과 애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패행위의 통제효, 

과와 더불어 조세회피라는 준 부패행위 또한 자체적으로 제한한다는 점

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에 비해 공공기관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으며 그 중 상당수의 연구가 조직 내부구성원에 대한 , 

성과 측면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직몰입이나 조직시민행동 부패 감, 

소 등 내부구성원 중심의 조직성과를 파악하였고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 

일원화된 측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조직성과를 파악한 경우는 드물었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이해관계자   

이론에 따라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재무적 성과

나 조직신뢰 부패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편 는 여유자원이론을 통해 기관의 재무적   Waddock & Graves(1997)

성과를 활동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CSR . 

이해관계자이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경영이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지·

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한 성과로 인식하고 이러한 성과가 다시 지속가

능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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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효율성과 청렴성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성과로 보고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효율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의미로서의 지속가능경

영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지속가능경영과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 2-13. >

구

분
연구자 연구결과

재

무

성

과

Miles & 

Covin(2000)

포춘 기업명성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미지

와 재무성과간 정 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Hosmer(1995)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투자자의 신뢰를 제

고할 수 있음

천미림·김창수 

(2011)

우수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이행하는 기업일수

록 재무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이 있음(+)

허훈 ·김현식 ·

송두한(2014)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내부  1737 CSR 

활동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조직몰입과 노동

의 질 향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경

영

성

과

라영재·윤태범 

(2010)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가입, UN Global Compact 

한 공공기관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기

관에 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이경은(2013)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업을 조사2011

하여 가입이 공공기관 경UN Global Compact 

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

김혜숙(2013)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

한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고객만족 지역사회공, 

헌 등의 활동이 기관의 사회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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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구

성

원

전원우(2006)

공기업 및 일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긍정적으로 인

식할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지성구(2006)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

한 인식이 내부 직원의 조직신뢰와 서비스몰입

에 모두 정 의 상관관계를 보임(+)

송주현(2010)
공기업의 활동 항목 중 노사관계와 환경보CSR

호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윤대혁(2011)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이 부족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짐

한다정(2012)

경기도 시 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의 일부 항목이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

미친다는 것을 보임

김기현(2013)

개 공기업 구성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직몰입과 조직시

민활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침(+)

부

패

·

청

렴

성

Carr & 

Outhwaite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을 통신 기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으나 유의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음

임진한(2014)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공헌 점수가 가 높을수

록 기업의 효율성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ROA)

미치지 않으나 청렴도평가와 고객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

한주희·이동건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보험설계사의 조직

신뢰와 조직시민행동의 성실행동 이타주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

조성표 손수훈·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 활동의 건전

성 윤리성 종업원의 만족도 사회공헌 이해관, , , , 

계자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활동 성

과 와 재무(CSP: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성과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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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수 이경일·

고세라 손성진·

(2013)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태도, 

관리통제시스템 이 (management control system)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CSP)

을 치며 성과는 다시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 CSP

영향을 미침

최성수 박경연·

서원석 권용주·

(2011)

호텔이 윤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종

업원의 윤리의식과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

조

세

회

피

성

향

Watson(2011)
사회적 책임의 인식이 저조한 그룹이 중간그룹

에 비해 유의미하게 조세회피성향이 높음

기은선(2012)

개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을 표본으로 경제2,002

정의지수 를 대리변수로 활용한 사(KEJI Index)

회적 책임활동이 적극적인 기업이 조세회피 수

준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론을 얻음

김진태(2013)

사회적 책임의 대리변수인 경제정의지수(KEJI)

총점은 기업의 건전성지표 사회부담기여도 종, , 

업원 만족도가 조세부담에 유의한 정 의 영향(+)

을 미침

정우성 최미화·

(201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활동

에 적극적이면 조세회피 감소 경향을 강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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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설계3

제 절 연구문제1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 

을 찾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 

측정하고 조직성과를 효율성과 청렴성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

능경영 활동이 각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제 절 연구의 모형2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공공기관의 .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기반 구축 부문과 수준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지속. 

가능경영 기반 구축 부문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여부와 UN Global 

가입 여부를 통해 측정하며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 부문은 Compact ,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리더십 책임경영부문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측·

정한다 종속변수는 조직성과를 효율성과 청렴성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 

분석한다 통제변수로는 조직 규모 기관 부채 조직 유형 측정 연도를 . , , , 

설정하였다 설정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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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의 분석틀< 3-1. >

제 절 변수의 측정 및 자료의 수집3

1.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여부의 측정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구축의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지속가능경

영 보고서의 발간과 의 가입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UN Global Compact

졌다 라영재 윤태범 오성훈 김강 이경은 등은 . · (2010), (2012), (2012), (201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여부 또는 발간횟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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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의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았다 또한 . UN Global 

의 가입이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Compact

수 있음을 밝혔는데 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지속가, UN Global Compact

능경영을 이행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으나 또한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는 의 가입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간이 지속가UN Global Compact

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신호를 대외에 발송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주로 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UN Global Compact

주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영재( ·윤태범, 

이경은2010; ,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간 여부  

와 가입 여부를 지속가능경영 기반의 구축을 측정하UN Global Compact

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경우 그 명칭이 기관마다 . 

사회책임경영보고서 사회공헌백서 등 다양하기 때문에 용CSR Report, , 

어가 다소 다르더라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모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보았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관은 미발간 기관은 으로 하며 더미변1, 0 , 

수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기관의 년까지의 발간 여부를 파악하였. 2013

으며 예를 들어 년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 기관은 , 2013

년과 년에는 값을 부여하였고 년에만 값을 부여하였다2011 2012 0 2013 1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로 매년 발  

간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년이나 년 주기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2 3

도 있으며 이 때 조사년도 전해에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조사년도 기간, , 

에는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발간 자체. 

가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고 조사기간 전에 보고서를 발

간한 기관은 모두 의 값을 부여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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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중 에 가입한 공공기관은 년 기준으 UN Global Compact 2013

로 개 기관이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타 기관은 제외하44 , 

였다 변수는 가입한 기관에는 을 부여하고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으. 1 , 0

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여부와 마찬가지로 조. 

사기간 이전에 가입한 기관은 모두 값을 부여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가1 , 

입한 기관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 이전에는 가입 이후에는 을 0, 1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과 이며 지속가능경영 보고 0 1 , 

서 발간 여부의 평균은 가입의 평균은 로 60%, UN Global Compact 63%

나타났다.

표 공공기관의 유형별 지속가능경영 기반 수립 여부 총괄< 3-1. >

지

속

가

능

경

영 

기

반

구분
공공기관 유형

공기업 1 공기업 2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개10 (100%) 개14 (70%) 개3 (23%) 개13 (65%)

UN Global

Compact 

가입

개10 (100%) 개12 (60%) 개10 (76%) 개1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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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의 측정

앞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한계에서 밝혔듯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홍  

보목적으로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게 될 경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간이나 의 가입이 지속가능경영을 의미한다고 볼 UN Global Compact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차원과 더불어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모형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을 측정하고자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는 지  

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 

정을 받아 많은 기관들이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받기 위해 각 기관에

서 발표하는 성과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주. 

요 측정 모형은 경제정의지수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가능경(KEJI Index),  

영 실태조사(KoBEX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 GRI 통한 측정 등이 

있으나 이를 본 연구에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공공, 

기관 경영평가 중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경제정의지수1) (KEJI Index)

  경제정의지수는 민간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을 측

정한 지수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설 경제정의연구소 에서 실(KEJI)

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관련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사회적 성과를 다 하는지를 감독하여 기업들에게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동기부여가 목적으로 년부터 매년 거래소에 상장된 제조기업을 대상1991

으로 하며 상장회사 중 어업 금융 건설 분야 등은 제외한다 또한 지· ·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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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경제정의기업상을 시상한다.

측정은 기업 활동의 건전성 및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환경보호만족  , , 

도 소비자보호기여도 기업의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 등 개 부, , , 7

문 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각 지표의 측정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당해 60 . 

실적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보편성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최근의 누적

된 자료를 참고하기도 한다 자료의 신뢰성 중요성 타당성 일반성 개. , , , 

념을 도용하여 지표에 대한 질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경제정의연(

구소 가중치의 총점은 점이 만점이며 건전성 항목에서는 기, 2011). 1,000 , 

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주구성 투자지출, , 

영업활동 자본조달의 건전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세부 지표는 내, . 

부지분율 전문경영인정도 경영계승상태 소비성지출 등이며 설문 및 사, , , 

업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된다 평가에서의 비중은 이다 공정성은 . 25% . 

공정거래 투명성 협력관계로 이루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사업, , , 

보고서 협력관계의 경우 설문을 통해 평가되고 의 비중이다 종업원, 15% . 

만족도는 인적자원 투자 임금 및 복지후생 남녀고용 평등 등으로 , , 15%

의 비중을 차지하며 소비자보호만족도는 소비자권리보호 광고비 과다, , 

지출여부 품질관련 인증여부 등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고 비중은 , 10%

이다 사회봉사기여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소외계층과 여성채용 비율. ·

과 같은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의 공헌 시민단체 지원과 같은 사회지원을 , 

평가하며 비율은 이다 그 밖에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등을 평10% , 

가하는 경제발전기여도 환경회계 공시여부와 에너지 절약마크 인10%, 

증 여부 등의 환경보호만족도 로 구성되어 있다15% .

한정희 남화영 김진태 기은선 등은 민간기업의 사회 · (2013), (2013), (2012) 

적 책임활동의 성과를 경제정의지수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

준을 측정하고 효율성이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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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지수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이 조사대상에 모

두 포함될 수 없고 따라서 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본 연구에 적용시, KEJI

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rean Business Ethics Index Sustainablity –

Management, KoBEX )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가능경영연구센터는 년 산업자원부 위탁  (IPS) 2003

연구를 통해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비전KoBEX 2008 , 

환경 등의 평가요소가 추가되어 현재의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KoBEX 

 로 확대 개편되었다 매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기업과 민) · . 

간기업의 윤리경영 성과를 조사하여 우수기업을 발표하며 지속가능경영 , 

체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지수는 기본적으로 의  기업에 대한 네 가  Carroll(1999)

지 사회적 기대 차원인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차원을 바탕으로 · · ·

개발하였으며 주요 평가영역은 첫째 기업의 리더십 차원에서 경영진의 ,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의 부정행위 등, , CEO

을 평가하는 지속가능경영비전 항목 둘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 , 

기업의 소유구조 이사회의 독립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항목을 측정, , 

하는 지배구조 항목 셋째 고용평등 인력개발 노사관계 윤리경영제도 , , , , 

등을 평가하는 작업장 항목 넷째 불공정거래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 , , 

등의 내용을 평가하는 협력업체 항목 다섯째 소비자보호 제도 운영 불, , , 

공정약관 소비자 피해 구제 소비자 보호시스템 여부 등을 평가하는 고, 

객 항목 여섯째 환경 정책 및 목표 관리 등을 평가하는 환경영역 일곱, , , 

째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 사회공헌활동 등을 평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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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 항목 이며 환산점수는 절대평가 점수로 표기되고 이를 바, 

탕으로 점수가 점 미만인 기업은 등급 점 이상일 경우 등60.0 B , 90.0 AAA

급으로 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산업정책연구원5 ( , 2008, 2013).

평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KoBEX 

데 년 조사에서는 개의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개의 기, 2013 81 , 38

업이 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을 받은 기업 중 공기업은 개였다AAA . 25 .

다른 지속가능경영 평가방법에 비하여   KoBEX 이 가지는 차별점

은 먼저 조사 대상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

으며 평가 영역 또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지표, (CI: 

와 더불어 업종 및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Common Index)

추가지표 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SI: Supplementary Index) . 

지표 구성은 조사 대상 기업의 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여 현실에 KoBEX 

적합한 진단결과를 도출하고 결과해석 및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 그러나 지수 조사 결과를 본 연( , 2013). KoBEX

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조사대상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수가 , 

년 기준 개 기업으로 해당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편의추2013 49

출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convenience samp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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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적용수준을 통한 측정3)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김혜숙 은 적용수준을 통해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측정한 바  (2013) GRI 

있다. 는 기업의 규모나 성격 산업 등에 좌우되지 않고 공통 요인을 GRI , 

기반으로 일관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작성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보

고 원칙 표준공개 이행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여러 이, , 

해관계자들 기업 투자자 노동자 시민사회 회계법인 학계 등 이 참여하( , , , , , )

여 년에 창설되었다1997 .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비영리법인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  , , 

도록 고안되었으며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장기 비전 및 사회책임을 , 

이행하기 위한 조직 및 경영체계 거버넌스 등을 나타내는 전략적 차원, 

과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에 , , (Tripple Bottom Line, TBL)

대한 보고가 중심이다 년 기준 개가 넘는 기업이 가이드라. 2012 2,500 GRI

인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김성택( , 2012). 

에서는 적용수준 시스템으로 보고서를 기  GRI GRI (Application Levels) 

업이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적용수준은 세 가지로 구분되며 . GRI A, B, C 

등급이 가이드라인 활용 범위가 가장 높은 등급이며 등급에 A GRI , B, C

따라 가이드라인 및 기타보고 프레임워크 요소의 활용범위가 평가된다. 

또한 이 평가수준을 외부의 검증을 통해 식으로 표현이 가능A+, B+, C+ 

하며 기업자체평가로 끝날 때는 붉은색 라벨 제 자에게 평가를 의뢰, , 3

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는 노란색 라벨 에 평가를 의뢰한 경우 파란색 , GRI

라벨로 표기되어 공시된다 즉 적용수준은 기업의 자의적 평가에 . , GRI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급을 일반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면 안GRI

된다 김성택(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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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측정모델 적용의 문제점4) 

이외에도 다우존스에서 발표하는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 환경의 보호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 , 

평가하는 글로별 평가지표이며 그 밖에도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을 측정, 

하는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성택 그럼( , 2012). 

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가능경영 수

준을 측정한 지표가 없다 때문에 이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할 . 

경우 많은 기업이 배제되기 때문에 편의 추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 지표를 이용한 평가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GRI ,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외부의 검증을 거치는 경우 더욱 신뢰도가 높. 

아지지만 그 등급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 .

셋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경영 평가모  , 

델의 경우 해당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주관하는 기관들은 가급적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해당 . 

평가모델의 공신력이 강화되고 더욱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때문에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관들은 더욱 많. 

은 기관의 유치를 위해 평가결과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지속가능 관련 평가 우수기업만 공개를 하거나 시상을 하는 것이 . , 

그 예이다 현실적으로 기관에 부정적인 평가가 공개될 경우 참여 자체. 

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만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평가결과의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공공기관, 

에 적용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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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5)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요 5. 1.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48「 」 

른 경영실적 평가제도 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 ’ ․ ․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 

년도에 최초로 실시되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1984 ( , 2013).

  공공기관은 소유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최종 소유자는 국, 

민에게 있으나 국민이 이를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공공기

관 종사자에게 경영을 맡기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주인 대리인 이론. -

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과 달성이나 공익 달

성 등의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유인이 부족한 편이다곽채(

기 이는 자칫 방만경영으로 이어져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 2003). 

심지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공. 

급하기에는 한계비용의 부담이나 독점을 할 때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할 , 

수 있는 공공재를 서비스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 

경쟁의 유인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방만경영을 부추기는 결

과로 이어질 수 도 있다조택 송선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 , 2010). 

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평가지표는 평가 대, 

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리더

십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 의 개 범주로 구성되며 각 범주별 주요 평- - 3 , ․ 

가내용은 표 와 같다기획재정부3-2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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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평가내용< 3-2. >

출처 기획재정부: , 2013

이 때 각 평가범주는 세부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며 주요사업 범주  , 

는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획재정부( , ․ ․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2013). .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리더십책임경영․ 리더십 책임경영 국민평가 사회적 기여, , , 

경영효율
업무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재무예산 관리 및 , , 

성과 보수 및 성과 관리 노사관리, ,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 ․

평가

그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 범주 및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3-2. >

출처 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 기획재정부: 2013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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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끝난 후의 후속조치로는 첫째 경영평가 실적에 따

른 성과급 지급 둘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 

시행하고 부진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의 점검 기관장 상임이사에 , ·

대한 해임 건의 셋째 경영실적 보고서 및 첨부서류등을 허위로 제출하, 

였거나 미제출한 경우 관련 지표를 점 으로 처리하고 경영평가 성과‘0 ’ , 

급도 삭감하는 허위 오류에 의한 경영실적 보고시 조치 등이 있다 기획· (

재정부, 2013).

지속가능경영과의 연계 가능성5.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최근 사회공헌 등 요소들을 추가함으로  

써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 전략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하여 왔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지. 

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운영체계 개선 동반성장 , 

등을 추가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 동, , 

반성장이나 사회적기여 등 새로운 평가항목의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지금까지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면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 

가항목에 정식으로 채택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장려하게 되었다 특히 경영평가는 지속가능성을 측. 

정하는 타 지표에 비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의 작성

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평가가 아닌 전문 평가단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질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수준만을 측정. 

하는 타 지표와는 달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당초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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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사업수행 실적 등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지속가능성 지, 

표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지표의 적. 

용 수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이 지표나 GRI G3, G4 KoBEX 

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 

행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표 지속가능경영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교< 3-3. >

출처 라영재 윤태범 재인용: · (2010) 121p 

 채원호 는 적용을 통해 한국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2012) AHP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리더십 및 책임경영 , 

부문과 연관이 있는 경영진의 리더십 회사비전 전략과의 연계가 우선, ·

적으로 기관의 윤리 경영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라영재 는 기준을 중심으로   (2009) GRI G3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서 반영되어 있는 지속가능경영지표와의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구분 지속가능경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목적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투명성 대국민 서비스 증진, 

평가자 자체 평가와 외부 검증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

평가 방법 자율평가 타율평가

평가 참여 

여부
선택 가능 의무

평가 대상
기업 또는 조직으로 

제한이 없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 주기 매년 자율적 평가 일정하게 정해진 시기에 평가

평가 영역
경제 환경 사회 등 , ,

다양한 분야
주로 사업과 재무적 성과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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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리더십 전략 지표는 의 프로필 항  , · G3

목인 전략 및 분석 조직 프로필 지배구조 책임 참여 경영방식 및 성, , , , , 

과 지표 등과 강한 유사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의 프로필 항목은. G3

은 조직 내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지속가능성을 경영전략 및 조직에 포

함하는 선언문 지배구조의 명시 이사회가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평가하, , 

는 프로세스 및 빈도의 공개 등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이를 통해 유추해 . 

볼 때 현재의 경영평가 제도에서 책임경영 지표 또한 의 지배구조 책G3 , 

임 참여 전략 등의 지표와 강한 유사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 , . 

관운영의 투명성 윤리성 제고와 자율 책임 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노력이 지표에도 경영시스템 항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G3 .

한편 당시의 연구는 년을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공공  , 2009 G3

기관 경영평가 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당시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사회공헌과 관련된 지표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보고서 곳곳에 ,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유사관계를 지닌 지표는 없다고 하였다G3 . 

그러나 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부터 사회공헌 지표와 정부권장정2011

책 지표가 사회적 기여 지표로 통합되어 평가되고 있다 사회공헌 지표. 

는 공정거래나 상생문화 등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 지표이며 정부권장정책 또한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나 환, 

경보호 등 지속가능경영의 사회성과와 유사성이 강하다. 

정리하면 지표 중 전략 및 분석 지배구조 책임 참여 부문  , GRI G3 , · ·

이 공공기관의 리더십 및 전략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과 연, , , 

계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도식화 한 그림은 그림 과 같다,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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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의 측정6) 

본 연구에서는 라영재 윤태범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 (2010)

경영평가에서 지속가능경영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리더십 책임경·

영 범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특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을 넓히고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지표와 경영평가 지표와의 관계< 3-3. G3 >

점선은 약한 유사관계를 의미하고 실선은 강한 유사관계를 의미함* 

출처 라영재 윤태범 에서 발췌 및 재구성: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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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리  (2013)

더십 책임경영 범주는 리더십 부문 책임경영 부문 국민평가 부문 사· , , , 

회적 기여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기여 부문은 다시 사회공헌 부, 

문과 정부권장정책 이행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리더십 부문은 공공기관의 전사적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

략의 수립과 시행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이나 경영 , 

이사진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부문이다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 

는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과 기관의 전사적 경영 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비전을 공유,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한 기관과 경영진의 성과를 측

정하는 지표이다.

둘째  , 책임경영 부문은 자율 책임 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력과 ·

성과를 평가하는 부문으로서 경영공시 정보공개시스템 사이버보안시스템 , , 

등의 구축과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나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셋째 사회공헌 지표는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기관과 공정한 협력관계 설정 및 실천 기관의 특, , 

성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 

내용으로는 기관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지 유관 단체들과 상생문화를 조성하거나 공, 

정거래를 중소협력기관 업무유관 단체 등과의 공정한 협력관계를 설정, 

하였는지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이나 사회, 

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넷째 정부권장정책은 법령상 의무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   , ․

정부권장정책에 대한 기관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 

한 고용이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사회적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 구, 



- 71 -

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에너지 절약 실적 등을 평가하는 지, , 

표이다 기획재정부( , 2013).

표 리더십 책임경영 부문 세부평가내용  < 3-4. · >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발췌 및 재구성: (2013)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부문의 평가, , , 

결과 반영된 득점을 합산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

다 단 책임경영 부문의 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청렴성을 계량적으로 반영. , 

하는 지표는 없으나 평가 시 일부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생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성의 문제로 인해 책임경영 부문. 

을 연구모형에서 제거할 경우 오히려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형에 필요하다고 보아 변수로 포함하였다, .

구분 지표정의 주요 평가내용

리더십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경영전략

의 수립과 시행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미래, 

과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 및 기관장의 노력

과 성과

비전 핵심가치,  

의사소통

책임경영

기관운영의 내부지배구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자율 책임 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력과 ·

성과

경영공시, 

정보공개시스템 

이사회운영

국민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개

선 실적

고객만족도조사

국민체감도조사

사

회

적 

기

여

사회공헌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기업 기관 과 , ( )

공정한 협력관계 설정 및 실천 기관의 특성에 ,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의 노력과 성과

공정 거래관행

사회공헌

정부

권장

정책

법령상 의무권장사항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

배려 시간제 근무 실적 중소기업제품 구매, , , 

온실가스 감축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 정부권, 

장정책에 대한기관의 이행실적

사회적 약자 채용 

에너지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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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지표는 비계량 지표로서 상기 세부 평가  , , 

내용을 등급 보통 을 기준으로 개 등급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C ( ) 5 (A~E) , 

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아홉 등급으로 + 

구분한다 등급별 평점은 가 점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점씩 차. A+ 100 10

감된다. 

표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 3-5. >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A0

B+

B0

C

100

90

80

70

60

D+

D0

E+

E0

50

40

30

20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2013 

정부권장정책은 계량지표로서 목표부여 평가 방법을 통해 측정한  ‘ ’

다 목표부여 지표는 기준치 통상 전년도 실적치 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 (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수식 과 같이 총점 3-1

점으로 점수를 측정한다100 .

수식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중 목표부여 평가 방법 산식< 3-1. ‘ ’ >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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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의 측정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 

누어져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각각의 가중치에 맞추어 환산하, 

여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한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든 공공기관은 리. 

더십의 가중치가 점 책임경영의 가중치가 점 사회적 기여 중 사회공5 , 3 , 

헌의 가중치가 점 정부권장정책 가중치가 점으로 동일하다2 , 5 .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리더십 경영전략 사회공헌 등이 전략적 차원에  , , 

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각 부문을 별도로 구분한 점수를 토

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각 부문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의 전체적인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

는 본 연구의 모형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 

많은 선행연구 또한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정의지

수 의 총점이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총 평가등급 등을 독(KEJI Index)

립변수로 설정하여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공기  

관 경영평가 결과 중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의 점수· · ·

를 합산하였으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문의 가중치를 적용한 , 

값이 아닌 원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공공기관100

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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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성과의 측정

본 연구의 조직성과는 권오성 안혁근 황혜신 이 제안한 공공기  · · (2009)

관의 책임성 내용 중 효율성 투명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권, . 

오성 외 는 (2009) 의 가지 수직적 고객 내부적 사회적Hoek et al(2005) 4 ( , , , ) 

책임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주요 책임으로 보았는데 , , 

효율성이란 재무적 성과로서 자원의 제약 하에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였

는지를 살펴보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투입대비 산출의 척도로 도출된다, 

고 보았다 효과성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며 투명성은 . , 

표면적인 의미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과정 및 결과를 외부에 공

개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정보공개를 포함한 포괄적인 감독활동을 통해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 

한 투명성은 부패건수 등을 포함하여 도출된 투명성 지수나 부패지수를 

통해 측정된다 권오성 외 본 연구에서는 상기 관점에서 투명성을 ( , 2009). 

청렴성으로 재정의하여 조직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는 효과성의 경우 이윤추구가 공통적인 목적인 민간기관과 달리 공공

기관은 사업별로 고유의 경영목표가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모두 ,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장하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조직성과를 효율성과 청렴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효율성 재무적 성과 노동생산성1) ( ) : 

 효율성은 학자나 조직에 따라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 , 

로 투입대비 산출 비율로 재무적 성과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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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본이익률 총매출액순이익률, (ROA), (ROE), 

노동생산성 가 기업의 효율성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ROS), , Tobin’s Q,

된다.1)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효율성의 지표로 총자산순이익률 또는  (ROA) 

노동생산성을 자주 사용한다.2)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을 노동생산성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민간기업의   . 

경우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의 경로가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로 인한 상품매출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

이 있는 반면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수요는 비, 

탄력적이고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하였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매출이 급

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효율

성 성과를 총자산순이익률 로 측정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을 것으(ROA)

로 판단된다.

1) 총자산순이익률 은 당기순이익을 자산총계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ROA)

자산 단위당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총자본이익률 은 당기순이1 , (ROE)

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주주의 자본을 이용한 순이익을 나타낸

다 총매출액순이익률 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총계로 나눈 값으로 . (ROS)

기업의 최종적인 순이익을 나타낸다 는 기업의 시가총액. Tobin’s Q

시장가치 를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 )

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2)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는 총자본이익률 또는 총매출액순이익률(ROE) 

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총자본이익률 로 (ROS), Tobin’s Q . (ROE)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를 측정할 경우 자본의 대부분은 정부가 납입

한 금액으로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유미년 또한 총매출액순이익률 는 기업의 영업이익률( , 2012). (ROS)

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본적으로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모든 공공기관이 주식회사, 

는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적절한 지표가 되기 어렵다Tobin’s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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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를 평균인원으  

로 나누어서 산출된다 여기에서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 . 

차감전 순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의 , , , , , 

합으로 구성되고 기관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거, 

나 특수한 경우 위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 , 2013). 

노동생산성 또한 부가가치의 측정에서 공공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를 가지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경영효율화, 

를 통해 원가상승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손실분, 

또는 원가하락요인으로 인한 매출과대계상분은 부가가치 산정 시 조정되

어 부가가치로 반영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위에 언급한 변수들에 ( , 2013),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관특성으로 인한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청렴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청렴성이   

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라‘ ’

고 정의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해 구성원의 윤리의식 제고  , 

3)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르면 부패행2

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3 ➁

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

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과 에 다른 행위➂ ➀ ➁

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 동시에 , , , ,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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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 내부적 조직성과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성 관리투명성을 반영하는 청렴성을 ·

측정하고자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  “2013 ”

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성 측정을 총점 점 만점으로 크게 10 5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외부청렴도 약 로서 금품 향. ( 60%) , 

응 특혜제공과 같은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 

식정도이며 두 번째는 조직 내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 

내부청렴도 약 세 번째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이 해당 기관의 ( 25%), . ,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정책고객평가 약 네 번째는 ( 15%), 

실제 부패사건 발생현황 다섯 번째는 신뢰도 저해행위이다 이 중 외부, . 

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종합청렴도 평가, , 

점수도 올라가며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는 평가 점수에 ,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점수에서 감점된다 최고점은 점이고 최저점은 . 10 0

점으로 년에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2013 , , , 

총 개 기관에 대하여 국민 기관 내부 직원 정책관계자 등 만 여653 , , 24

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 2013).

통제변수3) 

조직 규모3.1 

기관의 규모는 청렴성을 포함한 조직의 특징에 영향을 미친다  (Rainey, 

전영한 오재록 재인용 조직의 인원이나 자산 규모가 클수2009; · (2012) ). 

록 대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져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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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거나 상대적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도 ,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 소규모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가용자, ·

원의 조달 혹은 동기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조직의 규모. 

가 크기 때문에 내부 통제가 어려워 부패행위가 만연할 수도 있고 노동, 

생산성 산식이 부가가치 대비 총 직원수이므로 직원수가 많을수록 노동

생산성 값이 낮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임직원 수. 

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기관 부채3.2 

공공기관의 부채 또한 조직 규모와 마찬가지로 부채규모가 많은 기업  

은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작아 기관의 청렴성이나 효율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부채가 많은 기업 또한 . 

정부 및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기 쉬우며 부채의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하거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취할 수 있으므로 기관의 부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직 유형3.3 

공기업의 경우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서비스 등 이윤추구활 

동이 더욱 강조되는 한편 공기업 유형은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공, 1 , 

기업 유형은 특정분야의 산업을 관리한다 또한 위탁집행형 기관과 기2 . 

금관리형 기관은 사업보다는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또는 정부의 업무를 

대리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다 공공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 .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까지 함께 고려하는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관, 

이 지속가능경영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숙(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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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연도3.4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청렴성 노동생산성 등은 평가시점에 기관이 처한,  

대 내외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계열적 특성을 반영· . 

하기 위하여 측정기간인 년 년 개년에 대해 연도특성변수를 2011 -2013 3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자료의 수집 방법4.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을 기반 구축 차원과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

의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지속가능경영 기반 차원은 공공2 . 

기관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는지의 여부와 UN Global Compact

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표준협회, , 

지속가능경영포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 UN Global Compact 

공식 홈페이지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 영역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표 점수로서 리더십 부문 사회공헌 부문 정부권장정책 부문 의 ‘ · · ’

득점을 합산하였다 조직성과는 효율성과 책임성으로 나누어 효율성은 . 

해당 기관의 노동생산성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되어 있는 

수치를 활용하였고 책임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를 활, 

용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공개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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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변수의 측정과 변수명 정리< 3-6. >

변  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공공기관 

성과

효율성 노동생산성 = log평균인원

부가가치


청렴성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 만점‘ ’(10 )

독립

변수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미발간 = 0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 1

미가입 UN Global Compact = 0

가입 UN Global Compact = 1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 (100

만점)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

정부권장정책 부문의 ·

원점수를 합산하여 점 100

만점으로 환산한 값 

통제

변수

조직 규모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 변환(log )

기관 부채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변환(log )

조직 유형

공기업 공기업 I =1, II =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4,

측정 연도 년 년 년 2011 = 1, 2012 = 2, 201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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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가설 및 모형의 설정4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민간. 

기업의 효율성에 치중되어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이론 중 이해관계자 . 

관점으로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인 효율성과 청렴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편. ,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한계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경영을 

수동적 피동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구축 차원과 지속가능

경영 수준 차원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활발할수록 조직성과가 높을 것이다< > .

지속가능경영과 효율성1.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구  

분된다 첫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 , 

발생시키는 활동을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다 와 는 이러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경. Handy(1997) Carroll(1999)

영 활동의 당위성을 찾았다. 

둘째 지속가능경영을 대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 

개선을 통해 해당 기업의 매출이 증대한다는 관점은 특히 의 기업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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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시 및 보도활동이 활발해지는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기업의 이미지를 제. (2007)

고하고 소비자의 해당 기업 제품 구매 증가로 이어져 재무적 성과가 개

선된다고 보았다.

셋째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조직몰입을 증가시켜 구성원의   ,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업무생산성도 증가한다는 관점으로 지성구 (2006), 

김해룡 이문규· (2007) 등은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행은 내부 구 

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기관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설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한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   < 1> 

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한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1-1>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       <1-1-1> 

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에 가입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       <1-1-2> UN Global Compact

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1-2>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       <1-2-1> 

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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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과 청렴성2.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두 가  

지 경로를 통해 조직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부패행위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는데, Carr & Outhwaite(2011), 최준선(2008)은 경영 

전략의 차원에서 자체 윤리강령 및 헌장의 도입과 같은 사회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워 기업이 이를 지켜나감에 따라 부패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와 같이 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국민. 

을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가시켜 외부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내부 구성성원 성과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조직시민행  , 

동을 유발시켜 내부 구성원들이 조직을 위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수

행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한주희 이동건. · (2009), 최성수 박경연 서원· ·

석 권용주· (2011), 박혜원 한주희 등은 기업이 Dutton, et al(1994), · (2010)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업의 행위가 조직시민행동

을 유발하고 윤리 경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성원들은 기업이 이행하는 , 

사회적 책임활동 이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 

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 2>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활발한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청렴성이 높을 것이다. 

     <2-1>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한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청렴성이 높을 것이다.



- 84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       <2-1-1> 

에 비해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다.

에 가입한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       <2-1-2> UN Global Compact

에 비해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청렴성이 높을      <2-2>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       <2-2-1> 

일수록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다.

모형의 설정3.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석 모형을 도출하였다  . 

수식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3-2. 

회귀모형>

          
       

Yi 조직성과 효율성 청렴성 = (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여부SR = , 

가입여부GC = UN Global Compact 

EV =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의 · · ·

합계 득점

TE = 조직 규모 기관 부채 기관 유형 측정 연도, TB = , TP =  , YR = 

 상수항 = ,  패러미터 = ,  오차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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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종속변수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청렴성을 의미하고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상기 회귀모형을 통해 조직 규모 기관 부. , 

채 기관 유형 측정 연도를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 

발간 여부와 가입여부UN Global Compact ,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리더십·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의 합계 득점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청렴성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기. SAS 9.14 

술통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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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분석결과 및 논의 4 . 

제 절 각 변수의 기술통계분석1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년 년 년 동안 경영평가를 받은   2011 ~2013 3

개의 공공기관 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을 대상으로 하184 ( 1·2, , )

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효율성 및 청렴성에 미치는 순. 

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 유형과 조직 규모 조직 부채 시계열, , 

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1.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조직성과를 설정하고 권오성 안혁근 황혜신  · ·

의 책임성 내용에 따라 조직성과를 기관의 효율성과 청렴성으로 (2009)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기관의 노동생산. 

성을 측정하였다. 

노동생산성은 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인원수로 나눈 값인데 조사   , 

대상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동생산성의 수치를 부가가치가 아닌 인

건비 대비 매출액으로 산출하고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 

년부터는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의 일부 측정지2013 ·

표가 노동생산성에서 사업수행 효율성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측정 관측치는 개이며 최대.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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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백만원이고 최소값은 한국석유공사로 노57,563

동생산성이 음수 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노동생산성을 미달러화(-) . 

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환율의 평균치를 곱하여 원화로 ($)

환산하였다 그 값은 백만원이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수치를 그. 121.785 . –

대로 사용할 경우 정규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그변환을 하

였고 변환된 노동생산성의 최소값은 최대값은 이며 평균은 , 2.086, 4.760 , –

이다 로그변환을 한 노동생산성은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2,368 . 

나타났다 청렴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를 활용하. 

였다 청렴성은 점 만점의 점수를 가진 지표로서 실증분석 결과 정규. 10

성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 

으로 이며 최소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을 기록하였다 청9.28 , 7.6 . ㈜

렴도평가는 년연속 종합 청렴도 등급기관이면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2 1

행위 징계자가 없는 기관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

에 관측치는 개 기관이다 평균은 이었다177 . 8.561 .

표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4-1. >

노동생산성 단위 백만원( : )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log 청렴도 평가

관측치 164 164 177

평균값 1,315.18 2.368 8.561 

표준편차 4,669.674 0.971 0.3416

최소값 -121.785 -2.086 7.60

최대값 57,563 4.760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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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2. 

지속가능경영을 측정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  

축 부문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여부와 가입 UN Global Compact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발간 가입한 기관에는 값을 미발간 미가입 기, · 1 , ·

관에는 값을 설정하였다0 .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부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조사 대상은 기  184

관이며 평균값은 으로 조사 대상의 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 0.60 60%

최소 한 번 이상 발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 . UN Global Compact 

현황은 평균 로 조사 대상 기관 중 가 가입하였다0.63 63% .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준 부문을 측정하는 변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서 리더십 책임경영 범주 중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 · · ·

정책 부문의 득점을  합산하고 점 기준으로 변환하였다 만점의 기준100 . 

은 점이며 평가점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기관은 한국남100 , 

부발전 주 로 점을 받았고 최소값은 대한석탄공사로 를 기록하( ) 95 , 58.725

였다 평균은 이었으며 정규성 가정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 77.963 , 

났다.

표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4-2.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여부
UN Global Compact 

가입 여부
공공기관
평가결과

관측치 184 184 184

평균값 0.60 0.63 77.963 

표준편차 0.491 0.484 6.892 

최소값 0 0 58.725 

최대값 1 1 95.000 



- 89 -

통제변수3. 

기관의 조직 규모와 부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관 부채와 조직 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기관의 유형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관유

형 별 공기업 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관 기금‘ I=1’, ‘ II=2’, ‘ =3’, ‘

관리형 기관 의 값을 부여하여 각각 더미변수를 설정하였으며 평가=4’ , 

년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도 변수 또한 2011=1, 2012=2, 

값을 주어 각각 더미변수화 하였다2013=3 . 

  통제변수인 기관 부채와 조직 규모의 계량통계분석은 다음과 같다 부채가 . 

가장 많은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약 조원의 규모였으며 가장 낮은 519 , 

기관은 영화진흥회로 약 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약 조 원이다148 . 14.9 .

조직 규모는 기관의 총 정원수로 계산하였는데 가장 큰 기관이 한국  , 

철도공사로 명이었으며 가장 작은 기관은 명의 울산항만공사였27,981 , 71

다 평균값은 명이다 부채와 조직 규모 모두 기관별 편차가 매우 . 2,583 . 

큰 관계로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로그변환을 하였으며 변환된 값, 

은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부채 로그값의 최소. 

값은 최대값은 평균은 이며 조직 규모의 최소값은 4.170, 8.716, 6.083 , 

최대값은 평균은 로 나타났다1.851, 4.447, 3,086 .

　 조직 규모
조직 규모

log
기관 부채

기관 부채
log

관측치 184 184 184 184

평균값 2,583.03 3.086 14,939,342 6.083 

표준편차 4,507.982 0.515 56,405,883 0.979 

최소값 71 1.851 14,806 4.170 

최대값 27,981 4.447 519,824,328 8.716 

표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4-3 >

단위 명 백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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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다중회귀분석2

개요1. 

회귀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 의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독립변 3

수와 종속변수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다중회귀분

석을 활용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2. 

다중회귀분석은 기본적인 논리는 단순회귀분석과 동일하나 변수가 여 , 

러 개이므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각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 의 문제(multicollinearity)

가 생길 수 있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면 한 설명변수의 변화가 다. 

른 설명변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제 의 변수를 통제하는 회귀3

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고길곤( , 2014).

상관관계분석1) 

다중공선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첫째 일반적으로 설명변수간의 상관  , 

관계 행렬을 분석하는 것인데 상관계수가 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 , 1

문제가 높으며 통상 이상인 경우 강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진, 0.7

단하고 이상인 경우 약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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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노동생산성은 청렴  

도 평가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관련 평가결과와 정 의 상관관계가 나, (+)

타났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관련 평가결과와 정, (+)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조직 규모와는 부정적 인 상관관계가 나타났, (-)

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행 여부  

는 가입 여부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관련 UN Global Compact(UNGC) , 

평가결과 조직 규모와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 Global 

가입 여부는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관련 평가결과 조Compact(UNGC) , 

직 규모 기관 부채와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공기관 지속, (+) . 

가능경영 관련 평가결과는 조직 규모와 기관 부채와 유의한 정 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고 통제변수 중 조직 규모는 기관 부채와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의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을 가지는   UN Global 

가입여부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값은 으로 강한 다중Compact 0.392

공선성 관계를 뜻하는 보다 작으며 약한 다중공선성 관계를 진단하0.7 , 

는 값인 보다도 작다 따라서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다중공선성 문제0.4 . 

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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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4-4. >

*p<0.1, **p<0.05, ***p<0.01

Correlation Matrix

　
노동
생산성

청렴도 
평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UNGC 
가입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평가결과

조직 
규모
log

기관 
부채
log

노동생산성 1.000 

청렴도 평가 0.167
*

1.000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0.097 -0.056 1.000 

가입UNGC 0.067 0.057 0.392
**

1.000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평가결과

0.212
**

0.252
**

0.198
**

0.245
**

1.000

조직 규모
log

-0.153 -0.278
**

0.293
**

0.235
**

0.154
*

1.000

 

기관 부채
log

0.145 -0.017 0.085 0.282
**

0.222
**

0.344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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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2) VIF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두 번째 방법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 설명변수에 대해서 다른 설명변수들을 활용해 회

귀모형에 적합시킬 때 측정되는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수식 측정 수식< 4-1. VIF >

 
  



값은 지수분포적으로 증가를 하는 데 일반적으로 값이 보다 클 VIF VIF 10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 

값은 보다 작은 것으로 진단되어 상관관계 분석과 측정을 통한 VIF 10 VIF 

진단 모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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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분석 결과3 . 

지속가능경영과 효율성의 관계1.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이 공공조직의 조직성과 중 효율성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 분. 

석 결과는  표 와 같다< > .

*p<0.1, **p<0.05, ***p<0.01

노동생산성(Obs.=164)

회귀계수 표준오차 값t 유의확률
표준화 
회귀계수

VIF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0.005 0.181 -0.027 0.978 -0.003 1.674

가입UNGC 0.118 0.165 0.715 0.476 0.062 1.405

지속가능
경영 관련
공공기관
평가결과

0.029 0.010 2.836

***

0.005 0.222 1.160

조직 규모 log -0.254 0.165 -1.535 0.127 -0.144 1.667

기관 부채 log 0.213 0.094 2.272

**

0.025 0.219 1.763

Firm Type Fixed Effect

공기업1 -0.439 0.260 -1.685

*

0.094 -0.183 2.236

공기업2 0.141 0.201 0.705 0.482 0.072 1.977

기금관리형 0.433 0.226 1.918

*

0.057 0.188 1.810

위탁집행형 0 . . . . .

Year Fixed Effects

년2011 0 . . . . .

년2012 -0.101 0.159 -0.632 0.528 -0.052 1.283

년2013 -0.371 0.179 -2.065

**

0.041 -0.173 1.332

Adj. R2=0.148

표 지속가능경영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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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모형의 유의확률은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  <0.001

으며 수정된 ,  값은 로 약 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0.148 14.8% . 

  세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관련 평가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내. 1% 

에서 평가결과가 단위 증가할 때마다 노동생산성이 단위 증가하는 것1 0.029

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여부나 . UN Global 

가입 여부 모두 조직 규모 기관 부채 기관유형 평가연도 모두를 Compact , , , 

통제하여도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기관 부채는 유의수준 하에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노동5% 1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부. 

채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조직 규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기관 유형별 노동생산성은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공기업 유형이 . 1 10% 

유의수준에서 위탁집행형 기관보다 단위 낮은 편이며 기금관리형 공공0.439 , 

기관은 유의수준에서 단위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냈다 이는 기10% 0.433 . 

금관리형 공공기관이 위탁집행형이나 공기업 유형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가1 

장 높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세 유형중 공기업 유형이 가장 낮다는 결과를 , 1 

제시한다 공기업 유형은 위탁집행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

  그러나 이 결과의 해석을 모든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

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년 년에 비해 년에 실시한 공, 2011 , 2012 2013

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일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노동생산성 ·

대신 사업수행 효율성으로 대체되어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검정을 활용한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 VIF 

모든 변수의 값이 보다 작아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VIF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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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과 청렴성의 관계2.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측정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 .

*p<0.1, **p<0.05, ***p<0.01

청렴도 평가(Obs.=177)

회귀계수 표준오차 값t 유의확률
표준화 

회귀계수
VIF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0.067 0.050 -1.348 0.180 -0.096 1.648

가입UNGC 0.087 0.046 1.889

*

0.061 0.123 1.362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평가결과

0.017 0.003 5.550

***

<.0001 0.332 1.151

조직 규모 log -0.193 0.047 -4.154

***

<.0001 -0.291 1.585

기관 부채 log -0.018 0.027 -0.668 0.505 -0.050 1.804

Firm Type Fixed Effect

공기업1 0.167 0.076 2.197

**

0.029 0.176 2.068

공기업2 0.134 0.055 2.424

**

0.016 0.182 1.824

기금관리형 0.042 0.062 0.681 0.497 0.053 1.957

위탁집행형 0 . . . . .

Year Fixed Effects

년2011 0 . . . . .

년2012 -0.285 0.048 -5.967

***

<.0001 -0.390 1.381

년2013 -0.445 0.047 -9.512

***

<.0001 -0.621 1.376

Adj. R2=0.455

표 지속가능경영이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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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모형의 유의확률은 로 유의수준 내에서 전반적인 모형  <0.001 1% 

의 신뢰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  값은 로 약 0.455

의 설명력을 보여준다45.5% .

종속변수인 청렴도 평가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변수는 독립변수 중   

에 가입한 기관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경영UN Global Compact

평가결과이다 가입 여부의 경우 의 유의수준 내. UN Global Compact 10%

에서 청렴도 평가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 (+)

값은 로 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비해 청렴도 0.087 UN Global Compact

평가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 

간 여부는 노동생산성 부문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관련 경영평가 결과는 의 . 1%

유의수준 내에서 청렴도 평가점수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귀계수값은 로서 공공기관 평가결과 점수가 단위 상승 할. 0.017 1

수록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부채 규모는 청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규모는 의 유의수준 내에서 회귀계수값 1% –

0.193로 단위 증가할수록 청렴도 평가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 (-)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규모가 클수록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내부 . 

통제가 어려워 청렴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뒷받침한다. 

한편 연도특성변수의 경우 년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한   , 2011

결과 년과 년이 모두 의 유의수준 내에서 년보다 청렴성2012 2013 1% 2011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이 가장 높았다 측정연도를 통제한 , 2011 . 

청렴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측정연도 중 년의 2013

청렴도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은 앞서 살펴본 공기업 유형과 공기업 유형이 위탁집행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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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비하여 의 유의수준 하에서 청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5%

는데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서 본래  시장성이 더욱 강한 공기업 유, 

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약하면서 공공성이 강한 위탁집행형 기·

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까지 같이 고

려하므로 청렴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의 초기 가정과 반대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공공자원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 영위하는 

공기업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상대적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

기 때문에 높은 윤리수준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 

않았다 노동생산성과 마찬가지로 검정을 활용한 다중공선성 진단결. VIF 

과 모든 독립변수의 값이 보다 작아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VIF 10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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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적으로 정  

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p<0.1, **p<0.05, ***p<0.01

노동생산성(Obs.=164) 청렴도 평가(Obs.=173)

회귀계수 값t 유의확률 회귀계수 값t 유의확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0.005 -0.027 0.978 -0.067 -1.348 0.180

가입UNGC 0.118 0.715 0.476 0.087 1.889

*

0.061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평가결과

0.029 2.836

***

0.005 0.017 5.550

***

<.0001

조직 규모 log -0.254 -1.535 0.127 -0.193 -4.154

***

<.0001

기관 부채 log 0.213 2.272

**

0.025 -0.018 -.668 0.505

Firm Type Fixed Effect

공기업1 -0.439 -1.685

*

0.094 0.167 2.197

**

0.029

공기업2 0.141 0.705 0.482 0.134 2.424

**

0.016

기금관리형 0.433 1.918

*

0.057 0.042 0.681 0.497

위탁집행형 0 . . 0 . .

Year Fixed Effects

년2011 0 . . 0 . .

년2012 -0.101 -0.632 0.528 -0.285 -5.967

***

<.0001

년2013 -0.371 -2.065

**

0.041 -0.445 -9.512

***

<.0001

Adj. R2=0.148
p<0.001

Adj. R2=0.455
p<0.001

표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총괄<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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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해석3.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과 청렴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수행

하였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지속가능경영 기반의 구축과 지속가능경영 . 

활동 수준의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조직성과는 효율성과 청2

렴성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효율성에 대한 가설 검정1) 

본 연구에서 가설 은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한 공공기관이 그렇  < 1>

지 않은 기관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효. 

율성의 측정지표인 노동생산성에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공공기관 경

영평가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일부 지지하였다. 

이 결과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기관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나타낼 수 있다는 Carroll(1999), Waddock & Graves(1997), Miles & 

삼성경제연구소 천미림 김창수 박헌준 이종Covin(2000), (2007), · (2011), ·

건 김범성 등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2001)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간이나   , UN Global 

의 가입 여부가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Compact . 

그러나 이를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기업의 효율성을 악화시키거나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Nelling and Webb(2006) 등의 연구결과를 지

지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영재 윤태범 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과   · (2010) UN 

가입이 모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상관관Global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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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으며 이 결과에는 재무적 성과도 포함되어 있다 이경은 은 , . (201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여부와 가입여부 등을 독UN Global Compact

립변수로 설정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공공기관 경, 영평가 총

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입은 유의미UN Global Compact 

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일부 지지하였다 .

그러나 라영재 윤태범 의 연구는 측정 연도를 년에 한정하  · (2010) 2009

였고 이경은 의 연구도 측정 연도가 년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 (2012) 2012

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한 임진한 의 연구인 사회공헌활  (2014)

동 지표가 공공기관의 총자산영업이익률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ROA)

지 않는다는 결과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효율성 성과로 총자, 

산영업이익률 대신 노동생산성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ROA) .

지속가능경영이 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전체의 비용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 , 

감소시켜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장기적인 관점은 본 연구의 조사기간이 

최근 년간의 측정치로 한정되어 있었고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3

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해당   , 

기업의 상품을 더욱 많이 구매하여 매출이 올라간다는 관점 또한 민간기

업을 대상으로 바라본 관점으로서 공공기관은 수행하는 사업이나 서비스

가 필수적인 공공재화 혹은 정부의 역할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수요의 탄력성이 크지 않고 민간기업에 비해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수행했다고 해서 바로 매출의 증대로 이루

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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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 유발시켜 내부  , 

적 업무생산성을 높인다는 관점으로 본 연구는 이를 지지하였다 이는. 

등의 재무적 지표 대신 변수의 제 의 외부효과를 차단ROA, ROE, ROI 3

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 , 

대비 총 정원수로 산출되지만, 기관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거나 특수한 경우 위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산출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기 수월하다 기획재정부( , 2013). 

이는 허훈 김현식 송두한 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 · · (2014)

민간기업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원우 지성구, (2006), 

송주현 등의(2006), (2010)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속가 

능경영이 조직의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업무생산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지속가. 

능경영 보고서 발간 여부와 가입 여부가 노동생산성UN Global Compact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큰데 본 ,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보고서의 발간이나 의 가UN Global Compact

입 모두 기업의 단순 홍보차원에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이고 이를 경영전략에도 도입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외부 효과를 . 

차단하기 위하여 노동생산성을 선택하였으나 여전히 공공기관의 특성상 

공급가격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생산성의 증가가 매출의 증가를 의, 

미하지는 않는 만큼 노동생산성의 분자 부분인 부가가치에도 도움이 되

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효율. 

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효과를 통

제하고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추계나 사회적 책임의 역할 평, 

가가 반영되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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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4-8. >

연구가설
분석결과

방향성 유의도

가설 

<1-1>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한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공공기관은 발간

하지 않은 기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

다.

- 기각

가설 

<1-1-2>

에 가입한 기관은 가입하지 UN Global Compact

않은 기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1-2>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1>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 채택

청렴성에 대한 가설 검정2)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내  

부적 책임성 성과의 대리변수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점수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보  

고서의 발간 여부는 청렴도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지 . 

않는 기관에 비해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한계 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발간만으로는 그 보고서의 질을 측정할 수 없기에 효율성

과 내부통제 장치로서의 청렴성 제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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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의 가입 여부는 유의수준 내에서 종속변수에   UN Global Compact 10%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에 가입한 기UN Global Compact

관은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비해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가입한 기관이 지속가능  UN Global Compact

경영을 위한 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원칙 중에는 조직 10

내부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원칙들을 ,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에 결부시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패를 통제시

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일종인 . CoP 

성과이행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Communications on Progress: ) . 

이 는 일부 기관들이 오로지 착한활동 만을 모아 지속가능경영 CoP ‘ ’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침에 의거GRI 

한 자료를 발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제도마련과 기업문화의 개선으로 

본질적 의미에서의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것이 청렴성의 성과

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속가능경영의 수준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평가결과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

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준이 기관의 청

렴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지. 

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자기통제기구 의(Self-Regulatory Instruments) 측면 

에서 부패를 통제한다는 최준선 김경석(2008), (2013), Carr & 

의 연구와Outhwaite(2011) , 개인적인 측면에서 박Dutton et al.(1994),  

혜원 한주희 등이 주장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기업이 윤리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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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를 제고하고 대외평판도 좋아짐에 따라 조직 내부구성원의 만족

감이 증가하고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며 이렇게 형성된 조직시민행동은 , 

기업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조직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부패가 줄어들고 청렴성이 증가한다고 본 관점을 지지한다 다. 

만 본 연구는 지성구 김용만 이승철, (2006), · (2004), Dutton et al.(1994),  

박혜원 한주희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 (2010) 

직시민행동을 유발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연구로서 실제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를 설문조사

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표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4-9. >

연구가설
분석결과

방향성 유의도

가설 

<1-1>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한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청렴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공공기관은 발간

하지 않은 기관에 비해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1-1-2>

에 가입한 공공기관은 가입UN Global Compact

하지 않은 기관에 비해 기관에 비해 청렴도 평

가점수가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1-2>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청렴성이 높을 것이

다.

　
가설

<1-2-1>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

다.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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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한계에 대한 실증적 함의3) 

한편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의 발간여부는 조직성과인 효율성과 청렴성 모두에 가설의 방향과 반대

이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히려 (-) , , 

현재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우

려를 지지하는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간이 받는 비판의 요지는 주로 보고서 작성  

의 목적과  발간 과정에 대한 비판이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사회적 . 

책임에 대한 기관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

을 위해 작성될 경우 의도된 활동을 자랑하듯이 내세우는 모음집, CSR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 김성택 도 있다( , 2012) .

   는 진정성을 가지지 않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Porter & Kramer(2011)

기업이 벌인 부패한 일들을 가리기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

하였고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업이 현재 처한 문제들로부터 대

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비판을 하였다.

  장지인 채원호 라영재 윤태범 김혜숙 은 모두 우(2011), (2012), · (2010), (2013)

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이 기초적 단계이며 사회봉사활, 

동 기부 자선등과 같은 활동이 반드시 지속가능경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 

라고 보았다 사회공헌활동을 의무로 간주하고 조직원들이 이를 직무스트레. 

스로 여길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백승범( , 2008).

  본 연구의 결과는 상기 논의에 의거 일부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발간 등

의 활동이 기관에 따라 진정성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는 것이 아닌 홍

보나 실적쌓기 용으로 발간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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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제 절 연구결과의 요약1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 

논의되었던 지속가능경영은 초기의 반성적 차원의 책임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속가

능경영이 주목받게 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이 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분분한 편  

이나 첫째 사회전체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장기적, , 

으로 기업의 비용 또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둘째 기업의 대외 이미지 , , 

제고로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재화를 더욱 많이 구매하여 매출이 증대

되고 셋째 내부 직원의 조직몰입과 만족도 증가가 업무생산성을 증대, , 

시킨다고 보았다 관련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내부 구성, 

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기업의 ,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관계자 이론의 관점에서 공공기관

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관계를 검증하였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차원과 지속  

가능경영 수준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기, 

반 구축 차원으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간 여부와 UN Global 

가입 여부를 활용하였고 지속가능경영 수준 차원으로는 라영Comp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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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윤태범 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지속가능경영과 연관된 공공기관 · (2010)

경영평가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점수를 활용하였· · ·

다 또한 조직 규모 부채 기관유형 시계열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측. , , , 

정연도를 통제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리변수인 노동 ,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경

영평가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삼성Waddock & Graves (1997), Miles & Covin(2000), 

경제연구소 라영재 윤태범 천미림 김창수 허훈 김(2007), · (2010), · (2011), ·

현식 송두한 등이 제시한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효율성을 측정· (2014) . 

하는 변수로 총자산순이익률 자본대비순이익률 등에 비해 공(ROA), (ROE)

공기관이 받는 외부적 재무효과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유의했기 때문

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단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부문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여부와   , 

가입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속UN Global Compact . 

가능경영 관련 보고서의 발간 여부와 의 가입 여부가 UN Global Compact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두 변수는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하여 즉각 노동생산성의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는 해석 또는 둘째 보고서의 발간이나 가입이 기관, UN Global Compact

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닌 홍보용 또는 기업의 경영평가에 활용될 목적

으로 수동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지속가능경영이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최준선 김  (2008), 

경석 등은 법적인 감시나 외부 감사만으(2013), Carr & Outhwaite(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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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충분하지 않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지속가능경영의 정착이 기업 문화의 개선과 자기, 

단속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부패행위를 통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조성표 손수훈 전응수 외 은 사. · (2009), (2013)

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건전성 윤리성 종업원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 , 

사회적 책임활동 성과 에 영향을 미(CSP: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치고 이는 다시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은선 정우성 최미화 등은 민간 기업을 대Watson(2011), (2012), · (2013) 

상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유의미하

게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성구 김혜숙 등은 지속가능. (2006), (2013) 

경영 활동이 조직 내부구성원의 조직몰입과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청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입 여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였으며 두 변UN Global Compact , 

수 모두 정 의 관계를 나타내 청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을 지지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의 결과도 지지하였다 지속가능경영 보. 

고서 발간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2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단순한 기  

부나 자선 사회봉사횔동의 수행 등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지속가능경영, 

은 전략적 관점에서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통해 기업의 목표를 이윤추구

의 극대화에서 사회와의 공존으로 바꾼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론적 관점에서 제시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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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설명력을 가지

고 있음을 보였으며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시사, 

점을 제시한다.

첫째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지속가능경영 보고  , 

서를 발간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

로 해석하면 안되며 단순히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홍, 

보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의 구성 또한 같. GRI G3

은 국제적 표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이 년간 수행한 1

봉사활동의 실적과 사진만을 취합하여 작성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나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내부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조직몰입, 

을 통한 생산성 증가 효과나 자발적인 통제기구를 통한 부패의 통제 등

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초보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다는 라영재 윤태범 채원호 김혜숙 등 · (2010), (2012), (2013) 

의 우려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 오히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지속. 

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시 기업의 미션이나 비전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치

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실적쌓기로 전락하여 내부담당자에게 업, 

무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업무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기관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실적의 용도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보고서의 발간과 

이를 검증하는 제 자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3 .

둘째 의 가입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발행과는   , UN Global Compact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기관의 비전 미, , 

션 전략과의 연계가 수월하다 또한 가입 이후부터 , . UN Global Compact

의 관리를 통해 년 내 2 COP 성과이행보고(Communications o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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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발간하도록 권장받고 있다 보고서는 단순히 기업의 착한활동. COP

을 홍보하거나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UN Global Compact 

인 보고서가 아니라 의 설립 취지와 대 원칙을 이, UN Global Compact 10

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은 지속가능경영을 업무에 적용하게 되고 2012). 

조직성과에 있어서도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입이 무조건적인 , 

조직성과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 전략과의 연계, 

의 리더십 등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 제 CEO , 3

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이 있는 경영평가 점수 항목은 리더십 책  , ·

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부문이며 리더십과 책임경영 부문은 공· ·

공기관이 윤리경영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요소이며 채원호 사회공헌 부문과 정부권장정책부문은 기관의 공( , 2010), 

공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해석되고 내부구성원

의 조직시민행동으로 이어져 효율성과 청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민간기업의 경우 효율성 향상의 경로가 사회적 비용감소 조직  , ,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뿐 아니라 기, 

업의 이미지 제고로 인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되어 매출이 증대되는 경로 

세 가지인데 반해 공공기관은 그 설립 취지에서부터 공공재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여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탄력성이 낮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

의 이미지가 재고되었다고 해서 곧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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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율성 성과가 반영이 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 , 

같은 공공기관의 가격책정 또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

고 정부의 통제 하에 책정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또한 급격하게 변하기

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의 도입이 필  , 

요하다 라영재 는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민간의 기업 재무적 . (2010)

효율성과 수익적 성과만을 평가하는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아 경영

효율성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추계 사회적 책임의 , 

역할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성 환경성 . , 

지표를 점차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평가부담을 덜기 위해서 ,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지표를 충족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보고한 경영의 성과라고 하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경영 . 

활동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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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3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이 효율성 청렴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 (+)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의 한계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공

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구축과 활동 수준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

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방법론 적인 측면에. 

서 기존의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일부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주로 설문조사로 인한 내부구성원의 성과를 측정한 선행연

구와 달리 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일원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자를 국민 또는 사회나 환경으로 확대하지 않고   

직속 정부 상위기관이나 입법기관만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즉 수직, 

적 책무성 만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vertical accountability)

거나 수행하거나 경영의 효율성은 달성될 수 있으나 사회적 환경적 효, 

율성을 달성할 수 없고 국민과 사회로부터도 공공기관 존립의 정당성을 , 

얻지 못할 것이다 라영재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 , 2009).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활동 관점 이해관계자 관점, , 

환경적 제약의 극복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 .

첫째 변수 선정의 문제로서 독립변수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일  , 

관된 기준을 가지고 측정한 지표가 없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대리변수

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대리변수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공공기관 경. 

영평가의 점수 또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에 대한 . 

보다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이나 또는 기존의 모델을 전체 공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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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노동생산성의 문제이다 수  , . 

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총자산순이익률(ROA), 

총자본순이익률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 의 변수를 통제하고 내부 (ROE) 3

구성원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노동생산성이 적합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수

로 노동생산성을 활용하였는데 노동생산성 또한 인원대비 부가가치를 , 

많이 창출할수록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통제 등의 

변수를 제거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따  , 

로 수행하지 않고 선행연구에서 지속가능경영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구성원이 실제로 체감하는 영향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독립변수 항목 중 책임경영의 경우 일부 평가에 청렴도 결과를   ,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 

해당 변수를 제거할 경우 누락변수편의 가 발생할 (omitted variable bias)

수 있고 연구분석에 필요하다고 보아 변수로 포함시켰으나 내생성을 제, 

거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인 방법을 사용2SLS(2-Stage least square)

하지 않고 일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 의 변수를 가급적 통제하3

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허위상관관계로 인한 내적 타당성의 위협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를 포함한 상당수의 연구가 측정연도의 지속가능경영   , 

활동과 조직성과를 비교하였으나 독립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 활동, 

을 수행한지 어느정도의 기간 후에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 Orlitzky 

은 기업의 전년도 재무성과가 당해의 사회적 책임성과와 직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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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혔는데 전년도에 성과가 좋은 기업은 그만큼 , 

지속가능경영에 투자할 여유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양나래 재( , 2012 

인용 향후 연구에서는 전년도 재무성과를 통제한 상황에서 조직의 지속) 

가능경영 활동을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경, 

영 도입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도 있다.

여섯째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는 단기적 성과   ,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도 포함한다 환경보호나 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 

사회적 비용 하락이 그 예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선정한 공. 

공기관 평가결과 중 사회공헌 부문은 년부터 신설되어 적용되었기 2011

때문에 연구결과가 최대 년 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2011 ~2013

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성과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의 표본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강소형기관으로 분류된 . 

공공기관의 경우 사회공헌 지표가 공공가관 평가결과에서 제외되어 있어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때문에 본 연구, . 

결과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의 결과에 대한 외적 타당성이 제한되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의 논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학에  

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행정학에서도 관련 연구가 늘고 있다, . 

상기 한계의 보완과 더불어 경영학과 행정학의 이론과 관점 모두를 고려

한 폭넓은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될 때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더욱 다양한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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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 Focusing on efficiency and integrity -

MOK, HYUNSOO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also 

known as QUANGOs or qusai-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is defined as a business operation 

that pursues a harmonious growth with society without impeding the needs 

of the society to which the organization belongs or the ability to supply 

resources. The domain of consideration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covers the capacities of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refers to a 

responsible contribution to and behaviour towards the society by firms that 

are given mandatory roles in the economy of modern society. 

  The discussion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initially began as a 

responsibility to reflect on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occurred due to the 

firms’ business operation. Recently, however,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aradigm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s a business strategy to achie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sustainability management.

  Many researchers have reported that the orgazational performance of 

public sector organizations established through sustainability management can 

achieve the following: improving reputations, engendering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reducing 

social cost, and improving financi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transparency by introducing the Ombudsman system, fair trade ac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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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gulatory instruments, et cetera.

  On the other hand, some research findings also indicate that such 

sustainability management may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oreover, the concern for utilizing sustainability management 

only as a means of showing management performance or promoting the 

organization implies a superfici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without a clear goal of carrying out  social 

responsibilities, it does not always lead to positive outcome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performed o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compared to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public sector organiza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reflecting on these problems. 

Specifically, its effects on efficiency and integrity, which are related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were examined by classifying sustainability 

management foundation establishment perspective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level perspective.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foundation 

establishment practice was measured based on the publication status of a 

sustainability report and membership status in the UN Global Compact; 

administrative practice was measured based on the sum of four variables 

that were identified as being co-related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according to public Institution(public sector organizatio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 leadership, responsible management, social 

contribution and government policy compliance 

The results of performing multi-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ation status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as a means to build the 

foundation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had an insignificant effect on labour 

productivity, which is an indicator for the efficiency of a public sector 

organization, and on integrity evaluation, an indicator for integrity. The UN 

Global Compact membership statu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abour productivity whereas it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integrity 

evaluation. Second, to measure the level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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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dded the scores from the variables related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i.e. leadership, responsible management, social contribution and 

compliance with government policies in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 and applied the sum to the model. 

The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both labour productivity 

and transparency evaluation, thereby supporting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ctivity,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become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omoting and 

publishing sustainability reports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because some 

public sector organizations still remain at an announcement level in terms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Therefore, this implies that sustainability reports 

should be published to reflect contemplation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t 

a foundational level, not just to show achievement performance, and that a 

third party's perspective should be applied to validate these reports.  

Second, the present study used labour productivity as an indicator in 

measuring the efficiency and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 (i.e. leadership, responsible management, social 

contribution and government policy compliance) to measure the level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However, this is because there is no evaluation 

result that can measure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level of all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nd considering that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evaluation differ in 

their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 set of 

criteria to evalu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levels in economic and societal 

perspective for public sector organizations. When organizations have a 

fragmentary understanding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practice, they may 

mistake it for simple donations, charitable acts and volunteer service; 

however, based on a strategic perspective, sustainability management 

transforms corporate goals from maximizing profit to coexisting with society. 

By providing appropriate feedback and validation for th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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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public sector organizations, the level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of public sector organizations will be elevated to a higher 

standard, and the essential goal a sustainable growth of the organization —

and society will be achieved. —

Key words: Sustainability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 Sector Organization, 

qusai-government organization, Sustainability

Student Number : 2013-2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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