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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성과 향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초기 논의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반성적 차원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Global Compact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속가능경영표준․규약 제정의 움직임이 가속

화되면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이 선언적 구

호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이슈가 되었다.

최근에는 조직성과 달성에 주효한 경영전략으로서의 지속가능경영 패러

다임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공공・민간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을 발현하고, 이것이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조직의 생산성은 물론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공존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이 단편적인 홍보

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 고민을

투영하고 있다. 한편, 민간에 비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최근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사례의 경우에도 내부 구성원의

인식적 측면에 접근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지속가능경영의 실질적 성과

측정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지속가능경영의 당위성에 대비된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한 문제인식이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기관의 부수

적인 활동이 아닌 전사적인 경영활동으로 전제한 지속가능경영 관리모형

을 적용하여 동기-활동-피드백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별 조

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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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속변수인 기관의 성과는 효율성, 효과성,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각각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청렴

도를 대용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속가능경영을 전사 기업 활동으

로 프로세스화한 관리모형 즉, 동기, 실행, 피드백의 3차원으로 분류하였

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의 동기는 기관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홈페이

지에서 표명한 지속가능경영 비전, 전략, 기관장 메시지 등의 내용분석을

통해 성과 중심 동기,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 가치 중심 동기로 분류하였다.

지속가능경영 실행 수준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인 리더십․책임경영․사회공헌․정부권장정책 점수를 활용하였다. 지속가

능경영 피드백 여부는 기관이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구축 여부로 구분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이 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성과 중심 동기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한 기관일수록,

지속가능경영 관련 경영평가 점수가 높고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채널을 구축한

기관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둘째, 지속가능경영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경영

평가 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고객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 대한 평판과 신뢰 향상에 효과가 있

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다만, 지속가능경영 도입 동기 및 피드

백 구축 여부는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경영평가 결과는 조직의 신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 대한 평판과 신뢰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지속가능경영 동기와 피드백 구축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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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활동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와 청렴도 평가에 유의미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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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경영평가 점수 항목

은 리더십․책임경영․사회공헌․정부권장정책 부문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한 활동들이 조직의 주요한 성과로 반영되는

선순환으로 해석된다. 달리 표현하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려

가 심각한 수준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일, 지속가능경영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기관의 사회공헌 비용만 증가할 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는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및 성과창출을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혹은 공공기관별

지속가능경영이 단순비교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차별화되

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효율성 증진

효과가 3가지 차원 즉, 사회적 비용감소,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과 만족도 제고

로 인한 생산성 증가,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증대로 시현되

나 공공기관은 비용 최소화 관점 보다는, 사회의 편익 극대화를 지향하며 더욱

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수요 및 가격 경직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이 노동생산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여지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 효율성과 무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

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 특히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도입 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미하지 않으나 이것이 결과 확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동기가 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분석해보면, 공공기관

의 경우 민간기업보다 다소 늦은 시점인 2000년대 중․후반을 시작으로 지속가

능경영이 확산되었는데, 이 때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한 동기가 스스

로의 필요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방적 동기가 강

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경영활

동이 대동소이하다는 점도 분석과정에서 통제하지 못한 한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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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구축 여부 또한 조직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이 진정성 없이

형식화될 경우 오히려 조직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논의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기관은 지속

가능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는 지속가능경영은 간혹 중복된 미션으로 비춰지

기도 한다. 공공기관은 미션은 곧 책임의 위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언적인 미션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의 지속가능경영은 미션의 중복이 아니라, 미션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미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내포한 지속가능경영의

전략과 이행, 열린 소통채널을 통한 환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관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구현될 때 비로소 공공기관의 소명은 완성되어 갈 것이다.

주요어 :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조직성과, 고객만족도, 청렴도

학 번 : 2015-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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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속가능경영의 정의는 조직이 경영 활동을 할 때 “조직의 의사결정과

기업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ISO,

2010)이자 책임 범위의 확장이다. 즉, 지속가능경영은 기업 내부로부터

사회와 환경을,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효용도 경영의 범위로 고

려하는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지향한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초기 논의는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짐에 따라 수

반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속가능

경영이 사회적 책임 완수 차원을 넘어서 조직의 존립과 성과 달성을 위

한 경영 패러다임이자 프로세스로 주목 받고 있다. 일례로 사회 또는 환

경과 관련한 부정적 이슈를 야기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이해

관계자의 신뢰를 한 순간에 잃고 존립의 위기를 겪는 기업이 있는 반면,

빈곤이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기

업도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논의가 전략적 관점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경영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탐욕을

절제하고 공공성도 함께 지향하는 민간기업의 경영수단으로 오해할 여지

가 있다. 그러나 그 설립의 목적과 기능이 공공성에 기반하는 공공기관

의 지속가능경영 책임은 더욱 막중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의 및 성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 경영이

조직의 재무·비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

되면서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적 공헌활동의 개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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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었다(라영재・윤태범, 2010; 김성택, 2012; Visser, 2014). 시혜적 자

선이나 봉사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의 노력은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 윤리적 차원에서 강력한 내부통제 요인으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내부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여 윤리성 및 청렴

성을 높이는 한편, 대외 이미지 제고를 통해 매출과 신뢰도가 향상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이밖에도 재무적 성과

에 미치는 영향(Waddock & Graves, 1997; Miles & Covin, 2000; 천미

림・김창수, 2011; 허훈・김현식・송두한, 2014), 조직신뢰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Hosmer, 1995; 전원우, 2006; 지성구, 2006; 송주현, 2010;

김기현, 2013),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조성표・손수훈, 2009, 전응수
외, 2013), 부패통제・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최준선, 2008; 김경석,

2013; Carr & Outhwaite, 2011, Watson, 2011; 기은선, 2012; 임진한,

2014) 등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조직성과에 대하여 실증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성과의 요인으로서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양립해있는 상황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학자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재무성과는 물론 효율성,

조직신뢰, 부패통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속가능경영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이론이 존재하며 기업의 지속가

능경영 활동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성과 청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와 관련한 대다수 연구가 민간 기업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고,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상당수 연구가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신뢰 또는 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전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및 조직

성과간 관계를 일원화된 지표측정을 통해 파악한 경우는 아직 드문 현실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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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및 내용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지

속가능경영을 동기, 실행, 피드백 단계별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가

능경영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의 전략 및 성과 향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제 2절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부문에 대한 평가를

받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7개 기관이다. 경영평가시 위에 언급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는 강소형 기관과 더불어,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경영평가를 받은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

관리공단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직원정원이 50

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이다. 공공

기관의 유형분류는 업무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자체수입액의 비중

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준정

부기관으로 분류한다. 한편, 공기업은 공기업 1, 2로 세분화하는데 이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이나 독점재이면 동시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를 공급하는 기관은 공기업 1,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이 주업무

인 기관은 2로 구분한다. 기금관리형 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민으

로부터 조달된 공공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며, 위탁

집행형 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기관으로 구분된다(기획재정

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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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기업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기업 1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공기업 2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 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기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강소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

<표 1-1. 공공기관 유형 및 분류근거>

출처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1년도-2014년도)

<표 1-2. 조사대상 공공기관>

구분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36개)

공기업Ⅰ(10개) 공기업Ⅱ(20개) 기금관리형(13개) 위탁집행형(18개)
1 인천국제공항공사 대 한 석 탄 공 사 공 무 원 연 금 공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한 국 가 스 공 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 민 연 금 공 단 교 통 안 전 공 단
3 한 국 공 항 공 사 부 산 항 만 공 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4 한 국 도 로 공 사 인 천 항 만 공 사 근 로 복 지 공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5 한 국 석 유 공 사 한 국 감 정 원 기 술 보 증 기 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한 국 수 자 원 공 사 한 국 관 광 공 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7 한 국 전 력 공 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신 용 보 증 기 금 도 로 교 통 공 단
8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국 남 동 발 전 예 금 보 험 공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9 한 국 철 도 공 사 한 국 남 부 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한 국 동 서 발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 국 농 어 촌 공 사
11 한 국 마 사 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한 국 서 부 발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4 한 국 수 력 원 자 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 한 국 조 폐 공 사 한국전기안전공사
16 한 국 중 부 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 국 환 경 공 단

출처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1년도-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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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경영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을

‘전략 또는 투자’로 인식하는 관점과 ‘책임 또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 전자의 관점은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은 재무

성과 및 노동생산성 향상은 물론, 조직신뢰․몰입, 부패통제, 기업이미지

를 제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 및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대변하거나, 오히려 장단기 조직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연구도 공존한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확한 목적

의식이 상실된 채 기관에 도입될 경우 경영실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한다

는 현실적인 고민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구축한 이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지속가능경영보

고서 발간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이 성과창출은 물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4년 이래로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시행

하여 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0년말 새로

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자 사회공헌 평가지표가 신설되었다. 이는 공

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동

반성장, 공정사회 구현, 동반성장, 사회봉사활동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

으로 대상 기관은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전체와 위탁집행형 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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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관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상반된 관점 즉,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통해 업무성과 또는 조직신뢰, 부패통제 등의 성과를 구현

할 수 있다는 관점과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므로 이

윤추구 이외의 어떠한 행위도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 추구를 방해하며

조직몰입이 저하되는 등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이

양립한다는 상황인식과 현실적 고민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공공기관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

구 및 기존 이론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 모형을

구성한다.

특히, 수익성과 공익성의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하는 본 연구의 가설은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한 동

기 및 피드백 구축 여부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의 효과는 다를 것이며, 지

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기관의 재무성과, 고객만족도, 청렴도

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대다수 선행연구 사례에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구축과 활동 수준, 또

는 이 두 항목을 결합한 항목으로 독립변수를 설정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동기-실행-통제’에 이르는 전통적 경영 프로세스에서 착안

한 ‘지속가능경영 관리모형’을 근간으로, 지속가능경영 도입동기의 경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 및 피드백 여부에 대

해서는 계량 분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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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정의 및 발달 과정

기존 연구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정의는 아직까지 유사한 용어들이 계속

사용됨으로써 개념의 일원화된 정의가 어려운 편이나 일반적으로 ISO

에서 정의한 ‘조직의 의사결정과 기업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경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 사회공헌활

동, 기업윤리, 투명경영 등이 유사개념으로 사용된다.

특히,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용어의 발단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 보는 해석 (산업자원부, 2006)이 일반적인 반면, 박종철·

이광현(2009), 산업정책연구원(2009) 등은 지속가능경영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혜숙(2013)에

따르면 대다수 학자들이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논문에서도 두 용어가 혼용되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동일하게 정의하고자 한

다.

지속가능경영 용어의 발달은 크게 3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Bowen(1953)으로부터 시작된 1950년대 초기 논의에서는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부합하는 책임범위의 확대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후 논

의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지속가능경영을 조직

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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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지속가능경영 구현

을 위한 기업 참여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Elkington(1997)은 TBL(Triple Bottom Line)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정의

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의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패러다임이다. Elkington

은 TBL 개념을 통해 단기적 성과인 경제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목표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세 가지 기본 축을 모두 달성해야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 UN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인 UN Global

Compact를 창설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기업은 물론 국제기구,

정부기관 및 조직, 비영리기구(NGO)로 확대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2.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신고전주의 관점 (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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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고 있다. 다

시 말해 이윤 극대화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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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경우 자유시장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

하였으며, Friedman(1970)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여 주주의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업의 이익극대화 외의 경영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논리로 활용되는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 9 -

자원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고, 또한 윤리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의

영역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신규 사업추진에도 제약이 생기고,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윤리규정으로 인한 제약 등으로 생산비용이 높아져 기업

의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

장은 기업의 경제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현대의 기업을 바라

보는 관점과 차이가 존재한다.

양은영(2009)은 이러한 주주자본주의의 시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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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이 기업의 본래의 역할을 축소시켜 이윤극대화에 제한이 된다고 보

았다. 둘째 기업의 목적을 희석시켜 경제적 생산성이 저해된다는 관점으

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따른 비용 증가, 인적 자원의 투입, 회사의 집중

력 있는 사업수행에 제한이 되어 기업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

이다. 셋째,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시장으로의 개입은 기업의 효율성

을 저해한다고 보는데, 이는 사회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책임이 증가할 경우, 비용과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넷째,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것

인데, 이러한 책임의 부과가 역설적으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증대시킨다는 논리이다. 다국적 기업의 권력이 이미 초국가적인 현

실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면 권력이 더 증대될 것으로 보

았다(양은영, 2009).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고전주의 경제학 관점

(주주자본주의 관점)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불필요한 비용을 낭

비시킴에 따라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이론적 관

점이다.

2) 이해관계자 관점 (긍정론)

1970년대 이후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적 관



- 10 -

점에 반대하는 사회경제학적 관점이 등장하는데, 이를 이해관계자 관점

으로 본다(김병철, 2008). Freeman(1984)은 이해관계자를 조직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집단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이해

관계자는 기존의 경영자, 주주에서 확장하여 공급자, 지역사회, 고객, 내

부구성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기업이 행한 이윤추구

행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역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기업이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관리를 통해 기

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양은영, 2009).

주주자본주의 관점이 갖는 한계는 기업의 활동을 단기적으로만 고려했

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 비

용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관점이 이해관계자 관점이다(Carroll, 1999). 기업은 눈앞의 이익만 추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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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의 본질이다. 다만, 경제적 결과의 달성만이 기업이 달성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아니라는 점이며, 사회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해관

계자들을 보호하는 제약조건 하에서 경제적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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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관계자의 기대 충족, 내부구성원의 높은 만족감과 이로 인한 노동생산

성 증대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얻는 이익으로 보고 있다(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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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2007). 둘째,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입안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활동이나 조례제정 등의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기업의 이익과도 결부될 수 있다(양은영, 2009).

결국 이해관계자 관점은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관

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3) 사회적 투자론 관점 (수렴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수렴론은 위의 주주자본주의 관점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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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투자론은 기업의 행위가 무조건적인 이익극대화 또는 사회에 대

한 공헌 등에만 한정하여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은 주주, 지역사회, 소비자, 종업원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효용을 중

시하며, 이에 기반한 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간 이익의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장기적으로공익을추구할수있으며, 이해관계자간갈등도없어질것이라고보았다.

사회적 투자론은 기업의 이윤추구행위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주자본주의적 관점과 구별되며, 이타주의만

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이론과도 구별된다.

<표 2-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관점>

구분 주주자본주의 관점
(부정론)

이해관계자 관점
(긍정론)

사회적 투자론 관점
(수렴론)

성격 이윤추구 이타주의 이윤추구와
이타주의의 결합

기업
목표

경제적 성과와
주주이익 극대화

사회적 성과와
이해관계자 기대 충족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결합

기업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정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의무

사회적 투자는모든
이해관계자의효용개선

출처 : 김기현(2013) 18p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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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성과 개념의 발달 방향과 효율성

Porter(1961)에 따르면 성과는 조직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

과를 표시하는 것이며, Campbell(1977)은 어떤 조직이 효과적인지 비효

과적인지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조직의 다양한 측면

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직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직성과

결정요인을 직무만족·동기부여·조직목표의 개인화 등으로 평가하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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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화 등을 평가하는 관리적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공조직의 성과개념은 조직효과론(organizational effectiveness)에서

비롯되었으나(Goodman at al, 1979) 이후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NPM)이

대두되면서 민간부문의 성과인 생산성(productivity), 효율성(efficiency)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Rainy & Steinbaur, 1999;

Radin, 2006) 이후 1992년에는 BSC(Balanced Score Card) 모델이 제시

되었다.

한편, Kaplan & Norton(1992)는 다양한 조직이론을 종합하여 조직 내

부의 관점에서 재정, 내부관리문제, 조직의 학습과 성장이라는 3가지 요

소를 주요성과로 구성하였고, 조직 외부의 관점에서 이해관계당사자인

고객측면의 성과를 파악하여 총 4가지 지표로 조직성과를 평가하였다.

BSC 모델은 재정적·비재정적 성과를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모델로 우리

나라에서도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BSC를 개발․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신공공관리론과 마찬가지로 특정지표만 중시함에 따라 오히려

다른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성과관리주의의 역설이라는 함정

을 야기하는 한계를 지닌다(정무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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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성, 고객만족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성과를 다룬 대다수 연구들은 고객만족도

및 기업이미지 등 소비자 측면의 성과에 접근한 것으로, Luo &

Bhattacharya(2006)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고객만족과 시장가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혜영(2008)도 사회공헌활동이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기업 이미지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윤각·서상희(2003)는 브랜드 태도에 대

하여 사회공헌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한은경

(2003)은 사회공헌 이행이 기업에 대한 평판과 신뢰를 높인다고 보았다.

김이환(2005)은 사회의 일원인 기업이 역할을 다하고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할 때 호의적인 기업명성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기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확립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성현선·서대교, 2010).

다시 말해 소비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는 것과 기업에 대한

평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CSR 활동은 기업과 고객 사이에

신뢰형성 및 기업의 서비스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공공성과 책임성, 청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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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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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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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공공성과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민주적 가치실현을 성과로 보고 좋

은 거버넌스(Good gocernance)등의 용어를 통해 공공성을 측정하였는데,

성과에 대한 기존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차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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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무권, 2010).

공공기관의 책임성은 Finer와 Friedrich로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Finer(1941)는 공무원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Friedrich(1940)은 공

무원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책임을 강조하였다. Koppell(2005)은 책임을

통제가능성, 투명성, 준법성, 기관책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Hoek et

al(2005)는 정부나 국회 등의 상급기관에 지는 수직적 책임(vertical

accountability), 행정기관 내부의 위계에 대한 내부적 책임(internal

accountability), 고객 책임(customer accountability), 고객이 아닌 사회

전체에 지는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수직적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상위기관에 갖는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위기관이 수립한 정책을 반영하는 여부, 혹은 상위기관으로부터의 자

율성 등이며, 둘째, 내부적 책임성은 기관 내부적으로 갖는 책임성이다.

셋째, 고객에 대한 책임성은 공공기관의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하는 고객에

대한 책임이며, 이를 넓게 정의할 때 넷째, 사회적 책임성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국민 또는 사회 전체에 가지는 책임성으

로 사회공헌,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미션 및 비전의 수립, 지속가

능한 경영활동 등을 포괄한다. 최승범(2011)은 사회로부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 법규를 준수하는 법적 책임

(legal responsibility), 정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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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ability), 도의적 책임성(responsi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으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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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 사회적) 책임이론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책임의 내용을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효율성은 자원의 제약 하

에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효율

성은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로 도출되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산출물이 일반재화가 아닌 공공재, 공공서비스 등으로 모든 공공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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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둘째, 효과성은 공공기관의 경

영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며, 셋째, 투명성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과정 및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를 의미하는 개념

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법의 위반 뿐 아니라 국민이나 국가가 아닌 본

인 또는 개별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또한 투명성에 위배된다고 보

며, 투명성은 부패 건수등을 포함하여 도출된 투명성 지수 또는 부패지

수를 통해 측정된다(권오성 외, 2009). 청렴성(integrity)은 다차원적 개념

으로 일의적 개념화 및 측정이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패로부터 자유

로운 정도를 의미한다(오재록, 전영한, 2012 160p 재인용).

일반적으로 부패의 개념은 정의의 늪(definitional quagmire)이라고 규

정될 만큼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파악하기 어렵지만

(Johnston, 1994), Bayley(1970), 김영종(1993) 등은 부패란 직무와 관련

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Leff(1964), Kleveren(1970) 등은 부패를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

는데, 부패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호의(favor)를 구매하

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부패를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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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한 정

보를 공개하는 투명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이종수·윤영진,

2008). 결국 청렴성이란 상기 반부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포함하는“ 부

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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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선행연구 검토

1. 지속가능경영의 동기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자 하는 동기에 대한 초기 연구자는 Buehlder and Setty(1974)이다. 이

들은 지속가능경영의 동기를 개발된 자기 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

법규 준수(legal compliance), 이미지 창출(image creation), 수익(profit),

폭력 예방(forestall violence)로 분류하고 있다.

이후 Carroll(1991)과 Woods(1991)가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는 네 가지 모델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타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욕망에서 동기화되는 이타주의(altruistic model)이다. 두 번째 동기는 경

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윤극대화

모델(Profit model)로서 기업은 단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

하여 전략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에 참여한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동기인

정치・제도적 권력 모델(political and institutional power model)은 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

자로 인한 정치적인 반대급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정치와 제도적인 관점에서 주도력을 얻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책임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경제・비경제적 혼합모형은 기업이 이윤극대화와 함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명성을 고려하여 사회책임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다(박수정・차희원, 2008).
스완슨(Swanson, 1995)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

기를 세 가지 관점으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실용주의 관점

(utilitarian perspective)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익 관점에서 정의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수행 목표 달성에 도움을 제공하는 유용

한 도구로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부정적 소임(negative duty) 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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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기업들이 이해관계자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세 번째는 긍정적 소임(positive

duty) 관점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상관없

이 자발적인 동기로 사회적 책임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히 이러한 긍정적 소임 차원의 접근이 확산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

칙이 곧 기업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설명하였다(이현우, 김형

석;2006).

한편 Maignan & Ralston(2002)은 사회적 책임의 원칙(principle)으로 사

회적 책임 수행의 동기를 설명하였다. 이들은 앞서 Swanson(1995)이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수익관점에서 정의한 실용주의적 관점을 성과 중심적

(performance-driven) CSR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이 추

구하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의한 사회적 책임을 설명한 부정적 소임 관점은 이해관

계자 중심적(stakeholder-driven) CSR로, 마지막으로 자발적 동기에 의한 사

회적 책임을 설명한 긍정적 소임 관점은 가치 중심적(value-driven) CSR 원

칙으로 재구성하였다. ‘이해관계자 중심적 동기’는 성과중심적 동기와는 달리

지속가능경영을 ‘수단’이 아닌 ‘책임’으로 수용하며, ‘가치 중심적 동기’는 기업

이 자발적인 동기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 나간다는 관점으로 지속가능

경영은 수단이나 책임이 아닌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들의 설명에 의

하면, 기업들은 각각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기와 접근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책임 실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Garriga & Mele(2004)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접근을 기

업과 사회 간 관계에 기반한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도구적

(instrumental) 접근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으로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정치적

(political) 접근으로 기업의 권력과 지위에 합당한 책임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이다. 즉,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야하는 기업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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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ve) 접근으로 사회에 의존해야만 하는 기업이 자신의 존재, 지

속 그리고 성장을 위해 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문제

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법이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보다 큰 정당성과

수용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의 기대들을 직시, 이해하고 이에 적

절히 반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적(ethical) 접근은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연결․유지하는 윤리적 조건들을 강조하는 관점이다(이현우・김
형석, 2006).

사회적 책임 동기가 조직 신뢰 또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과성과 어

떠한 관계를 미치는 가에 대한 분석도 제시되었는데 한주희・이종건
(200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동기를 가치지향 동기, 이해관계자 지

향 동기, 이익지향 동기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에서 가치지향 동기만 조

직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2008)은 사회

적 책임 활동의 적극성과 활동의 목적에 대한 귀인이라는 두 가지 변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 효과성을 고찰하였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으로 인식했을 때 구직자들의 구직의도가

감소하였다.

2.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1) 재무적 측면 (효율성)

많은 연구들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그 주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환경 오염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

생시키는 활동을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장

기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도움이 되어 효용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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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ll(1999)은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달로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

면서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보고,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기업이 이를 외면할 경우 결국 환경오염, 불공정경쟁 등으로

인한 비용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전가되고 이는 다

시 기업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제적인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게 된

다고 보았다.

둘째, 지속가능경영의 구성요소에는 홍보적 요소도 포함이 되는데, 기

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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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셋째, 내부적 차원에서 조직구성원의 보호와 인권이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로 활용됨에 따라 내부 직원의 조직몰입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거나 혹은 유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생산성을

증대시켜 재무적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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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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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여유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를 사회적 책임활동에 투자하여 그

성과가 높다는 여유자원이론(slack resources)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

을 수행할 때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과 구성원의 자긍심과 사기로 이

어져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는 선의경영이론(good management)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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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김현식·송두한(2014)은 기업의 내부 CSR 활동이 노동조합과 경

영진이 협력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것이 종

업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개선시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

한 “지속가능기업의 조건, CSR 보고서(2007)”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각각 경제적 책임활동과 비경제적 책임활동으로 나누고 책임

의 이행은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구매

증가 등의 재무성과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는 다시 사회

적 책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며, 이를 위해

서는 조직구성원의 교육과 안내, 참여를 통한 내부 기업문화 조성이 효

과적이라고 보았다.

반면,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재무적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본연의 활동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오히려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Brammer et al(2005), Lee, Faff & Kim(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

임 활동성과와 재무적 성과 간 부정적 관계를 밝혀냈으며, 양자가 관련

성이 없다는 연구(Nelling and Webb, 2006)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golis & Walsh(2001)에 의하면 그들이 검토한 95개의 논문 중 15개

의 논문을 제외한 80여개의 논문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재무적 성과

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밝혔다(김지혜, 2011 재

인용).

2) 소비자 측면 (효과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성과와 관련된 상당수의 연구들은 고객만

족도 및 기업이미지 등 소비자 측면의 성과에 관한 것으로, Luo &

Bhattacharya(2006)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고객만

족과 시장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박혜영(20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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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이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

석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윤각·서상희(2003)의 연구에서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기업광고와 사회공헌활동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한은경

(2003)은 CSR 활동 이행이 기업에 대한 평판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고, 김이환(2005)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할 때

호의적인 기업명성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이미지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성현선·서대교, 2010).

다시 말해 고객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는 것과 기업에 대한

평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CSR 활동은 기업과 고객 사이에

신뢰를 형성시키고, 기업의 서비스를 평가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신뢰성 측면 (청렴성)

지속가능경영이 부패의 통제와 청렴성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내부구성원 성과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이 조직 내부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을 위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수행 을 하

게 된다고 본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주어진 업무에

서 확장하여 조직의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행동을 의미

하며, 공식적인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

한다(Organ, 1988). 회사에서 공식적인 내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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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있어서 시간 준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참여, 타인에 대

한 선행 등이 예가 될 수 있다(Smith et al., 1983).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조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

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구성원간 협동이 증가하고 조직의 요구 이상

으로 조직과 동료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효과를 가져온다(Dutton et al., 1994).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리성을 제고하고 사회 친화적인 행위가 지속될 때 내부 구

성원들은 조직에 요구된 책임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Dutton et al.

1994; 박혜원·한주희, 2010).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업의 행위가 조직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 구성원

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시민행동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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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이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발

표함에 따라 내부구성원 측면과 청렴성 측면은 내부구성원 측면과 재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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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gulatory Instruments)를 강조한다.

Carr & Outhwaite(2011)은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의

부패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적 배경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증적

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이 부패

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경영전략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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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 책임활동이 자기단속기구(Self-Regulatory Instruments)

가 되어 스스로를 책임 있는 단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둘째, 기업

의 이해관계자를 기존의 주주에서 폭넓게 확대하여 기업이 이윤 추구에

만 매달리지 않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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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은 독일과 미국, 일본의 기업의 부패사례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나 감독기능의 강

화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한 내부적 동인이 부

패를 감소시키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이 자율적인 규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의 이행을 통한 기업의 문

화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경석(2013) 또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내부통제제도를 마

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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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기업 윤리문화의 발달을 통해 해외부정거래방지법의 개혁을 이끌

어 낼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활동과 미국의 부정부패방지법(해외부정거

래방지법)이 상호작용을 통해 양자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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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가능경영 활동은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을 통하여 효율성(재무적 성

과)을 달성할 수 있고, 고객의 인지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에 대

한 평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체윤

리기준의 강화, 외부의 감독을 통한 공정성확보를 통해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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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경영 공시 및 의견수렴

라영재(2010)는 공공기관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타율이 아닌 공공기관 스스로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자신의 현재 상

태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공공기

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과 정부 경영평가 결과의 상관성을 검증하

였다. 그 결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중소

형기관 제외)은 비계량지표에서 미발간 공공기관에 비해 점수대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만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 활동이 조직 내부의 문화

개선이나 부패 방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중과 상위기관에

보여주기 식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영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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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한 부패행위를 왜곡 또는 세탁하는 홍보목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

판을 제기하였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지속가능경영의 정책과 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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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종대․조문기(2007)의 연구에서는 현재 GRI(Global

Report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국내기업의 지속가

능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속가능보고서에는

핵심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지 않으며, 긍정적인 활동은 확대,

부정적인 활동은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검증 문제와 함께 회계전문가들

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육근효(2012)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GRI 또는

AA1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변

형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요성분석의 기법과 결과가 상이하여 기업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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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다르면 정보의 우선수위가 달라짐을 발견하였으며 지속가능보고

서 작성에 있어 중요성기준의 경계선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이 필요함

을 주장하였다.

한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홈페이지를 공시 수단

으로 포함하여 연구한 사례도 있다. 이현우․김형석(2006)은 국내 100대

기업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보 전달 형식과 기

능을 퍼블리시티 PR과 인터렉티브 PR 관점의 구축성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먼저 일방향적 피블리시티 PR로서 사회적 책임 관련 보도자

료 게재, 최신 뉴스 제공 기능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34.2%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중 협의적 관점의 양방향 의견 수렴 기능을 제

공하는 웹사이트는 전체의 16.4%(12개)였다. 이는 네티즌과의 쌍방향 커

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 구축성이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도구 구축성보

다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공시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Konar과

Cohen(1997)은 TRI(Toxic Report Inventory)의 유독성물질 배출정보가

최초로 공개된 후의 투자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으며, TRI 정보가 공시

됨에 따라 대규모의 주가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Dasgupta 등

(2006)의 연구에서는 환경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공개된 시점에서 환경규

제를 위반한 기업의 주식수익률이 환경규제를 준수한 기업의 주식수익률

보다 하락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

업의 경우에 과태료, 벌금, 소송비용, 피해보상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유출가능성을 예측하기 때문으로 보았다(김선화・이계
원, 2013).

4.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

속가능경영의 개념적 고찰을 시작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규범적 당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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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에 비해

공공기관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가운데, 더욱이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이용한 인식연구가 중심으로 전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및 조직성과간 관계를 일원화된 지표를 활용,

측정․분석한 연구사례는 여전히 드문 실정이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을 기반구축, 활동수준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

의 성과가 단순히 기반구축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닌, 꾸준한 활동이 전

제되어야 한다는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한 연구가 대다수였으나 지속가능

경영 활동수준을 사회공헌 영역으로 국한시킨 연구사례가 많다는 것은

지속가능경영의 범위가 상당 부분 축소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수준 분

석 또한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현실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이해관계자 이

론에 따라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재무적 성과나

조직신뢰, 부패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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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해

관계자이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경영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지속가

능경영 활동으로 인한 성과로 인식하고 이러한 성과가 다시 지속가능경

영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목해

야 할 부분은 지속가능경영 활동 효과의 다수설이 무엇이냐가 아닌, 지

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지표로 논의해 볼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인식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이 단일의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을

전제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 모형을 수용하여 지속가능경영 동기,

활동, 통제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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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동기․활동․피드백으로, 종속변수는 효율․효과․신뢰

측면의 조직성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의 양적 성장에

대한 비판과 우려로 압축되는 단순 홍보기능으로서의 지속가능경영이

아닌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유의미한 활동이 되기 위한 방향성과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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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설계

제 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지속가능경영의 동기, 실행, 피드백에 이르는 관리모형을 근간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 중 지속가능경영 동기 차원에서

는 기관이 지속가능경영을 최초 도입할 당시 설정한 지속가능경영 비전

또는 전략의 내용 분석을 통해 가치 중심 동기,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 성

과중심 동기로 분류할 것이다. 실행 차원으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 중 리더십,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 정책 평가 득점을 통해

측정하며, 이해관계자 피드백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채널 구축 여부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노동생산성, 이

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창출 및 신뢰확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객만

족도, 청렴도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할 것이다. 통제변수로는 조직규

모, 부채, 조직 유형, 측정 연도, 주관부처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도식

화한 개념적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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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개념적 분석틀>

독립변수

→

종속변수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공공기관의 조직성과

‣ 지속가능경영 동기

・성과 중심
・이해관계자 중심
・가치 중심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

・경영평가 득점(리더십,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부문합산및 100점만점환산)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또는 홈페이지 의견수렴

채널구축 여부

‣ 효율성 (노동생산성)

‣ 효과성 (고객만족도)

‣ 신뢰성 (청렴도)

※ 통제변수 : 조직규모, 기관부채, 조직유형, 측정연도, 주관부처 유형

제 2절 변수측정 및 자료수집 방법

1. 종속변수

1) 효율성(노동생산성)

효율성은 투입대비 산출 비율을 통해 재무성과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총자산순이익률(ROA), 총자본이익률(ROE), 총매출액순이익률(ROS), 노

동생산성, Tobin’s Q 등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효율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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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총자산순이익률(ROA) 또는 노동생산성을 자주 사용한다. 총자본이

익률(ROE), 총매출액순이익률(ROS), Tobin‘s Q 지표산출방식이 공공기

관의 특수한 경영환경에서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일례로 총자본이익률(ROE)의 경우, 공공기관 자본의 대부분은 정

부가 납입한 금액으로 기관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는데 어

려움이 있으며(유미년, 2012), 총매출액순이익률(ROS)는 수익성과 공공

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측정지표로 노동생산성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매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이 있다고 보고된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요가 비탄력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매출이 급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착안, 지속가능경영의 조직성과 중 효율성을 총자산순이

익률(ROA)로 측정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

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를 평균인원

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지표로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을 통하여 조사대상 전 기관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2) 효과성(고객만족도)

고객만족은 통상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 기대와 경험 후 지각된 성과를

비교하는 총체적인 심리상태로 정의된다(박인실, 2009; 천사라, 2010).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대다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

영 성과를 특정하여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

과를 활용하였다.

고객만족도는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서비스를 직

접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서비

스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경영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된 지표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13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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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1)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경영실적평가의 사회공헌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받은 기관 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 성과

를 분석하였으며, 각 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

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3) 청렴성(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를 하

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로 청렴성을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구성원의 윤리의식 및 조직몰

입 수준 제고 등 조직성과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성을 조직성과 측정 변수로 활용하였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12’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

고 있다.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외부

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합산하여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

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 입장에서 해당 기관이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

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다. 2가지 감

점항목 중 부패사건 발생현황의 경우에는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및 부패

사건지수를 적용하며, 신뢰도 저해행위에 따른 감점은 측정대상자의 호

의적 평가유도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이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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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수집,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1) 지속가능경영 동기

지속가능경영 도입 동기는 Maignan & Ralston(2002)이 사회적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동기를 3가지로 유형화한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성과 중심 동기(performance-driven)는 지

속가능경영을 조직이 추구하는 수익을 비롯한 성과창출의 보조적인 수단

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이해관계자 중심(stakeholder-driven) 동기는

성과중심 동기와는 달리 지속가능경영을 ‘수단’이 아닌 ‘책임’으로 수용하는

동기이다. 마지막으로 가치 중심(Value-driven) 동기는 조직이 자발적인 동기

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 나간다는 관점으로 지속가능경영은 수단이나

책임이 아닌 조직의 아이덴티티와 동일시된다. Maignan & Ralston(2002)에

따르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동기는

각각 다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

속가능경영의 동기유형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방향은 물론, 조직성

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성과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지속가능경영 동기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도입 동기를 선행연

구에서 개념화한 3차원의 동기로 분류하였다. 지속가능경영 동기 판단의

기준은 기관별 최초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분석을 토대로 하

였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언급된 지속가능경영 비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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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의 내용분석 결과 지속가능경영이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증진시키

고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개되는 경우, 이를테면 지속가

능경영을 통해 세계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표현이나 지속가능

경영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조직의 위상

및 지속적인 성과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활용하는 경우는 ‘성과 중심 동

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활동의 일환으로 소개되거나,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자 중심 동기로 보았다. 실제 대다수 공공기관들의 지속가능경영 동기표

현 중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지속가

능경영을 실행’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

임을 다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빈번하였다. 예외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

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지속가능경영 동기를 명시하

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로 간주하였다. 기관의

자발적인 동기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 경영평가 항목인 ‘사

회적 책임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경영의 동기가 공공기관

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부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그 기업의 미션 또는

기업의 핵심가치 표현의 일부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치 중심 동기’로 분류하였다. ‘00기관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 또는 ‘인류에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일념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수단이 아닌 기

관의 미션과 동일시하거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관의 의지나 신념을

최상위 가치로 표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더불어, 내용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 개입 또는 일관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담당자 1명를 포함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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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시행하였다. 코더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전수의

홀스티(Holsti) 신뢰도 계수 도출공식2)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85.96%의

신뢰도를 보여 코더간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

공헌, 정부권장 점수 합산결과를 활용, 측정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작성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평가가 아닌 전문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본질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수준만을 측정하는 타 지표와는 달리 공

공기관 경영평가는 당초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형평성, 사업수행 실적

등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요소가 추가되

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지표의 적용 수준에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일원화된 지속가능성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실제 경영평가와 지속가능경영 지표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중

하나인 라영재·윤태범(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GRI G3 기준을 중심으로 2009년 공공기관 경

영평가에 반영되어 있는 지속가능경영지표와의 유사성 분석결과, 공공기

관의 리더십 및 전략,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과 연계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리더십․책임경영 범주 중심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연계가능성이 있는 경영평가 항목

즉,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 부문의 득점을 합산하였으며,

2) 홀스티(Holsti)dml 신뢰도 계수 도출공식 =


(M : 2명의코더간에일치한코딩개수, N1 : 코더 1이코딩한개수, N2 : 코더 2가코딩한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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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문의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 아닌 원 점

수를 합산하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측정하였다.

3)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구축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구축 여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UN Global

Compact 성과 이행보고서 발간, 기관별 홈페이지게 이해관계자 피드백

채널 구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시작된 시점인 2000년대 초반

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

이었으나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비롯한 기업의 홈페이지, 소셜네트

워크 등 소통 Tool을 활용한 지속가능경영 커뮤니케이션은 대내외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에서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영재, 2010).

안상아(2013)는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목적을

공공기관의 특수성으로 설명하였다. 공공기관은 영리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이므로 민간기업보다 사회

적 책임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욱 높다. 동시에 관료적 이해관계와 공공

성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경영 비효율성 요인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투

명성 수익성 효율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효

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의 전년도 경영 실

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의무 공시해야하거

나 기관 자율적으로 주요 경영성과, 지표들을 보다 접근성 높고, 친숙한

매체로 재구성하여 이해관계자간 소통 및 공공기관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UN Global Compact(이하 UNGC)는 2000년 7월 UN

이 발족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관련 자발적 이니셔티브로서 인권, 노동규

칙, 환경, 반부패 4개 영역의 10대 원칙준수 확대를 골자로 한다. U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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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칙에 따르면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초 CoP(Communication on

Progress)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소통(Non-communicating)으로 분

류된다. 불소통으로 분류된 후 1년 내로 CoP 미제출시 UNGC에서 제

명(Expelled)되기 때문에 UNGC 가입자격을 유지하려는 공공기관은 이

행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CoP를 대체하는 등

UNGC 이행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표준에 근거한 소통채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UNGC 성과 이행보고서, 기관

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방적인 정보제공, 통보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 구축 및 운영여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3. 통제변수

1) 조직규모

기관의 규모는 청렴성을 포함한 조직의 특징에 영향을 미친다(Rainey,

2009; 전영한·오재록, 2012 재인용). 조직의 인원이나 자산 규모가 클수록

대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져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

지거나, 상대적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도 높

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규모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가용자원의

조달 혹은 동기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조직의 규모가 크기 때문

에 내부 통제가 어려워 부패행위가 만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산식

이 부가가치를 총 직원수으로 나눈 값이므로 직원수가 많을수록 노동생

산성 값이 낮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임직원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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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부채

공공기관의 부채 또한 조직 규모와 마찬가지로 부채규모가 많은 기업

은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적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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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하거나 효율

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취할 수 있으므로 기관의 부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 조직유형

공기업의 경우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서비스 등 이윤추구

활동이 더욱 강조되는 한편, 공기업 1유형은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공기업 2유형은 특정분야의 산업을 관리한다. 또한 위탁집행형 기관과

기금관리형 기관은 사업보다는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또는 정부의 업무

를 대리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다 공공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에 더해 사회적 차원까지 함께 고려하는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

관이 지속가능경영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혜숙, 2013).

4) 측정년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청렴성, 노동생산성 등은 평가시점에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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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하기 위하여 측정기간인 2011년-2013년 3개년에 대해 연도특성변수

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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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공공기관
성과

효율성 노동생산성 (백만원) = 부가가치 / 평균인원

효과성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득점으로 측정 (100점 만점)

청렴성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득점으로 측정 (10점 만점)

독립
변수

지속가능
경영

도입
동기

(더미변수)

기관별지속가능경영비전또는전략내용분석에따른분류
- 성과 중심적 동기(조직 경쟁우위 향상 위한 동기) = 1
- 이해관계자중심적동기(이해관계자 요구부응 동기) = 2
- 가치중심적 동기(기관의 미션과 동일시 동기) = 3

활동
수준

리더십・책임경영・사회공헌・정부권장정책 부문의
원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피드백
구축
여부

지속가능경영보고서(UN Global Compact 보고서 포함)
및 홈페이지 채널 구축 여부
- 미구축 = 0, 구축 = 1

통제
변수

조직 규모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

기관 부채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조직 유형(더미변수)
공기업Ⅰ=1, 공기업Ⅱ=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4

측정 연도(더미변수) 2011년 = 1, 2012 = 2, 2013년 = 3, 2014년 = 4

제 3절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설계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 이론 중 사회적 투자 관점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인 효율성(노동생산성), 효과성(고객만족도),

신뢰성(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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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특히, 김진한(2013)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경영을 전

사 기업활동으로 프로세스화한 관리모형 즉, 동기, 실행, 피드백 단계별

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을 수동적, 피동적으로

도입할 경우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

에 지속가능경영 도입동기 차원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 피드백

채널 구축 여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경영과 효율성(노동생산성)

지속가능경영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가능경영 동기, 활동수준,

피드백 차원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속가능경영의 동기 및 조직의 효율

성간 관계를 검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기존 논의는 지속

가능경영에 대한 동기를 규명하거나 분류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ignan & Ralston(2002)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동기

모델 중, 지속가능경영이 경제적 이익달성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이루어

진다는 ‘성과 중심 동기’가 실제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조직 효율성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영향은 부정적 외부효과 제한

으로 인한 경영환경 개선, 홍보효과를 통한 매출확대, 내부직원 조직몰입

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 효

과 제한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환경오염, 부패 등의 사회전체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 물론, 재무성과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관점으로, Carroll(1999)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경

우 사회전체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비용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지속가능경영의 ‘홍

보효과’와 관련하여 전경련(2008)은 기업의 물건이 다소 비싸더라도 이미

지가 좋은 경우 구매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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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 지속가능경영을 ‘성과 중심 동기’로 도입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3 :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을 시행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해 지속가능경영의 대외홍보 효과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되고,

이는 매출향상 등의 재무성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지성구(2006),

김해룡․이문규(2007) 등은 내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직원의

조직몰입도 및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 공시와 의견수렴을 요소로 하는 ‘피드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주를 이룬다.

Konar와 Cohen(1997)은 유독성 물질 배출정보가 최초 공개된 이후 대규

모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Dasgupa(2006) 등은 환경규제

를 위반한 기업의 주식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하락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통상 지속가능경영 구축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UN Global Compact 가입 및 자격요건이 지속가능경영 이행성과 공시라는

점에 착안, 실제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이 기업의 부정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므로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이 기업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기관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자

아래 가설을 설정하였다.



- 41 -

가설 2-1 : 지속가능경영을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로 도입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2. 지속가능경영과 효과성(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와 관련된 지속가능경영 동기는 ‘이해관계자 중심’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Maignan & Ralston(2002)이 제시한 이해관계자 중심

(stakeholder-driven) CSR은 앞서 제시한 성과 중심 동기와는 달리 지속

가능경영을 ‘수단’이 아닌 ‘책임’으로 수용하는 동기로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규범을 따르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고

객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이해관계자 중심적 동기’가 공공기관 고

객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고객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인지하는 것과 기업에 대한 평가 사

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Luo & Bhattacharya(2006),

박혜영(2008)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서비스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성현선․성대교(2010)은 지속가능

경영이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측면에서 이중규(2012)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공개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

였으며, 안상아(2013)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이 2007년 12

곳에서 2012년 43곳으로 증가한 현상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속가능경영 개선의 기회 및 이해관계자간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는 계기

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경영과 고객만족도간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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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3 :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을 시행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3. 지속가능경영과 신뢰성(청렴도)

지속가능경영의 도입동기가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로

한주희・이동건(2009), Vlachos, Tsamakos, Vrechopoulos, and Avramidis(200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의 지향점을 가치, 이해관계자, 이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에서 가치를 지향하는 동기만 조직신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지속가능경영의 ‘가치 중심 동기’를

강조하였다.

청렴성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지속가능경

영 활동이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며, 내부 구성원의 조직시

민 행동을 유발시켜 조직의 윤리수준을 높인다고 보았다. Carr &

Outhwaite(2011), 최준선(2008)은 윤리강령 및 헌장의 도입을 통해 부패

행위를 통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한주희・이동건(2009) 등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기업이 이행하는 사회적 책

임 활동 이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이 공공기관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상수(2012)는 경제, 환경,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성과공개가 이해관

계자의 신뢰도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

편, 대다수 연구가 지속가능경영의 일방향적인 ‘공시’를 전제한 것에 반

하여 이현우․김형석(2006)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보전달

형식 및 기능을 일방향적인 PR과 양방향적인 PR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양방향적인 PR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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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 지속가능경영을 ‘가치중심적’ 동기로 도입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2 :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3 :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을 시행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방향적인 공시

수준을 넘어 이해관계자의 양방향 소통을 중시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관별 지속

가능경영보고서와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채널 구축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지속가능경영과 청렴성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

경영의 동기, 활동, 피드백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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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0-0.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Yi = α + β1X1 + β2X2 + β3X3

+ β4Z1 + β5Z2 + β6Z3 + β7Z4 + ε 

Yi = 조직성과 (효율성, 효과성, 신뢰성)

X1 = 지속가능경영 도입동기 (더미변수 : 성과중심동기, 이해관계자중심동기, 가치중심동기)

X2 =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리더십․책임경영․사회공헌․정부권장정책 합계 득점

X3 =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구축여부

Z1 = 조직 규모

Z2 = 기관 부채

Z3 = 기관 유형 (더미변수 : 공기업Ⅰ, 공기업 Ⅱ , 위탁집행형 기관, 기금관리형 기관)

Z4 = 측정 연도 (더미변수 : 2011, 2012, 2013, 2014)

α = 상수항, βn = 패러미터, ε=오차항

4. 분석모형 설계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모형을 도출하였다.



- 45 -

제 4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절 각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는 2011년～2014년까지 4년 동안 경영평가를 받은 228개의 공공

기관(공기업 1․2,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을 표본으로 하며, 이들 공공

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 도입동기, 활동수준, 피드백 측면에서 기관의

효율․효과․신뢰성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조직

유형, 규모, 부채, 시계열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조직성과를 설정하고 선행연구 논의를 종합하여

조직성과를 기관의 효율성(노동생산성), 효과성(고객만족도), 신뢰성(청렴도)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정규성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

는데, 왜도는 절대값이 3, 첨도는 절대값이 10을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변

수는 정규분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Kline, 2005; 김지혜, 2011; 임

진한, 2014, 재인용) 기준을 활용하였다.

효율성 지표인 노동생산성은 공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인원으로

나눈 값이다. 2013년부터 위탁집행형 공공기관과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의 일

부 측정지표가 노동생산성에서 순사업비를 인원으로 나눈 사업수행 효율성으

로 변경되었으나 2011년, 2012년 노동생산성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 착안, 노동생산성 지표로 간주하였다. 또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

공사의 경우 노동생산성 지표가 -를 기록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에 따라 노동생산성 측정 관측치는 226개이다. 한편, 노동생산성 데이터 관측



- 46 -

결과 정규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로그변환을 하였으며, 변환된 노동생

산성의 왜도 및 첨도는 각각 0.482, 8.329로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최소

값은 0, 최대값은 10.165이며, 평균은 6.272이다. 고객만족도는 기획재정부 주

관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남동․남부

발전 등 6개 발전사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측값이 200개이다. 왜도의 절대값이 0.529, 첨도는 3.100으

로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100점 만점 지표인 고객만족

도 점수의 최소값은 78.813, 최대값은 99.6을 기록하였다. 청렴도는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를 활용하였고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

각 0.385, 2.624로 정규성을 충족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2년 연속 종합 청

렴도 1등급 기관이면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경우 익년

도 측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치는 222개이다. 10점

만점 지표인 청렴도의 최소값은 7.46, 최대값은 9.28이다.

<표 4-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구분
효율성

효과성(고객만족도) 투명성(청렴도)
노동생산성 log노동생산성

관측치 226 226 200 222

평균값 1252.119 6.27272 92.9898 8.471396

표준편차 3630.513 1.143137 3.883007 0.3701991

최소값 -121 0 78.813 7.46

최대값 25862 10.16524 99.6 9.28

왜도 4.978816 0.4822065 -0.5292664 -0.3853926

첨도 28.27647 8.32869 3.10091 2.6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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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을 프로세스화하여 도입동기, 활동, 피드백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측정하였다.

먼저 지속가능경영 도입동기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업무 유경험자인

코더 2명이 기관별 최초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UN Global

Compact 이행실적보고서, 홈페이지에 표현된 지속가능경영 도입동기의

내용을 분석하여 성과중심 동기=1, 이해관계자중심 동기=2, 가치중심 동기

=3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일부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기관이나 홈페이지

에도 동기를 명시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로 분류

하였다. 지속가능경영 동기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기가 없다고 단정

하는 것은 무리이며, 실제 정부경영평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이행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 경우 공공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부의 평가가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경영 동기 유형

분석 결과 성과중심 동기에 해당하는 기관이 19개,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

및 가치중심 동기로 분류되는 기관이 각각 33개, 5개이다.

지속가능경영 활동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리더십․책임

경영․사회공헌․정부권장정책 부문의 득점을 합산, 100점 기준으로 변환한

값을 활용하였다. 왜도 -0.910, 첨도 5.775로 정규성 가정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소값은 42.230, 최대값은 95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구축 여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홈페

이지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의견수렴 채널을 구축하고 있

는지 조사하였으며, 구축한 기관은 1값을, 미구축 기관은 0값을 설정하였다.

평균값 확인결과 0.807로 조사대상의 80.7%가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을 구축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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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독립변수(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 및 피드백 구축) 기술통계 결과>

구분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 피드백 구축 여부

관측치 228 228

평균값 79.23925 .8070175

표준편차 7.11113 .3955077

최소값 42.2295 0

최대값 95 1

왜도 -.9103346 -1.55594

첨도 5.775165 3.420949

※ 지속가능경영동기 더미변수화 (1=성과중심 중심, 2=이해관계자 중심 동기, 3=가치중심 동기)

※ 피드백 구축 여부 (0=미구축, 1=구축)

3. 통제변수

독립변수 외에 조직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관의 규모와 부채, 유형,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직규모 및

부채의 경우 알리오에 공시된 2011년～201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직규모의 최소값은 139명, 최대값은 27,981명이며, 기관부채의 최소값은 1

만 3천원, 최대값은 5억 6천만원이다. 조직규모와 부채 모두 편차가 크므로

정규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로그변환을 하였다. 다만, 상용로그 함수

log(f(x))의 경우 f(x)>0 이어야 하므로 음수 데이터가 포함된 기관부채의

경우 데이터 전체에 최소값의 절대값+1을 더한 후 로그변환하였다. 조직규

모 로그변환값의 왜도 및 첨도는 각각 0.305, 2.998, 로그변환된 부채의 왜

도와 첨도는 0.292, 2.516으로 모두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관의 유형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관유형별 더미변수화하여 공기업Ⅰ=1, Ⅱ=2, 위탁집행형 기관 = 3,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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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기관 = 4로 구분하였으며, 측정연도 변수 또한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2011=1, 2012=2, 2013=3, 2014=4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였

다.

<표 4-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조직규모 조직규모 log 기관부채 기관부채 log

관측치 228 228 228 228

평균값 2797.662 7.212036 17.15219 0.3715378

표준편차 4680.438 1.153372 63.36719 2.251486

최소값 139 4.934474 .013265 -4.322626

최대값 27981 10.23928 559.7574 6.327504

왜도 3.722956 .304693 6.488751 .2921356

첨도 18.00705 2.998242 49.04944 2.516341

제 2절 다중회귀 분석

1. 개요

회귀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3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3개이므로 다중회귀분

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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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공선성 진단

단순회귀분석과 달리, 다중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가 높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하나의 모형으로 분석하게 될 경우, 하나의 독립변수

가 다른 독립변수의 변화를 초래하여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제 3의

변수에 대한 통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상관관계분석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첫째,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독립변수간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경우 강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0.4 이상인 경우 약한 다중공선성 문제

가 있다고 진단한다.

<표 4-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노 동
생산성

고 객
만족도

청렴도
지속가능경
영 활동수준

피드백
구 축

조직규모
log

기관부채
log

노 동
생 산 성

1.000

고 객
만 족 도

-0.181 1.000

청 렴 도 0.023 -0.005 1.000

공공기관
평가결과

0.146 0.1333 0.043 1.000

피 드 백
구 축

0.038 -0.058 -0.048 0.124 1.000

조직규모
l o g

-0.205 0.190 -0.355 0.060 -0.025 1.000

기관부채
l o g

0.379 0.149 -0.087 0.125 0.101 0.2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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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F 진단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3)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 설명변수에 대해서 다른 설명변

수들을 활용해 회귀모형에 적용시 측정되는 R2을 이용하여 도출하며 다

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보다 큰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본

다.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VIF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

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제 3절 분석 결과 및 해석

1. 지속가능경영과 효율성의 관계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성과 중 효율성(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 VIF 측정수식 : V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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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동생산성(Obs.=226)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회귀
계수

VIF

지속
가능
경영
동기

성과중심 0 ․ ․ ․ ․ ․

이해관계자 중심 0.321 0.147 2.190 0.030
**

0.139 0.665

가치중심 0.469 0.235 1.990 0.047
**

0.117 0.780

공공기관
평가결과

0.010 0.009 1.110 0.269 0.062 0.854

피드백 구축 0.265 0.173 1.540 0.126 0.092 0.743

조직규모 log -0.173 0.066 -2.640 0.009
***

-0.175 0.606

기관부채 log 0.218 0.035 6.140 0.000
***

0.429 0.546

Firm Type Fixed Effects

공기업1 -1.291 0.216 -5.970 0.000
***

-0.428 0.521

공기업2 -1.024 0.171 -6.010 0.000
***

-0.410 0.572

기금관리형 -0.973 0.201 -4.840 0.000
***

-0.391 0.408

위탁집행형 0 ․ ․ ․ ․ ․

Year Fixed Effects

2011 0 ․ ․ ․ ․ ․

2012 -0.147 0.1668 -0.880 0.378 -.0561 0.661

2013 -0.022 0.167 -0.130 0.893 -0.009 0.664

2014 -0.147 0.166 -0.880 0.378 -0.056 0.633

R2 수정된 R2 유의확률

0.4316 0.3996 0.0000

<표 4-5. 지속가능경영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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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성과(효율성) 모형의 설명력 판단기준인 적합도를 살펴보면 수정

된 R2값이 0.399로 약 39.9%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의확률은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모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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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속가능경영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경영 도입 동기 중 ‘성과 중심 동기’를

더미변수로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 내에서 ‘성과중심 동기’ 대비 ‘이해

관계자 중심 동기’ 및 ‘가치 중심 동기’로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한 기관의

노동생산성이 각각 0.139 단위, 0.117 단위만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 중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 및 피드백 구축 여부는 노동생산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제변수 중 조직규모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1% 유의수준 하에서 1단

위 증가할 때마다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며, 기관부채의 경우에는 1% 유

의수준 하에서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관을 가정할 경우

조직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낮을 확률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와 관련된 모든 외생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경우에만

성립 가능한 추론이므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목현수(2015)는

부채가 많은 기관일수록 부채감축을 위하여 보다 경영효율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였다.

한편, 기관유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탁집행형 기관

을 더미변수로 설정․분석한 결과 공기업 1, 공기업 2, 기금관리형 기관

모두 위탁집행형 기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각각 0.428단위, 0.410단위,

0.391단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집행형 기관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기금관리형, 공기업 2, 공기업 1유형 순으로 노동생

산성이 높다. 다만, 노동생산성의 순위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 유형별로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변수가

다양한 동시에, 통상 공기업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형 공기업이 많다는

점, 더불어 2011년,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서 일부 위탁집행형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노동생산성 대신 사업

수행 효율성으로 대체된 점이 공기업 1, 2 유형이 체감한 노동생산성 변화폭

대비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VIF 검정을 활용한 다중공선성 진단결

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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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객만족도(Obs.=200)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회귀
계수

VIF

지속
가능
경영
동기

성과중심 1.078 0.622 1.730 0.085
*

0.132 0.758

이해관계자 중심 0 ․ ․ ․ ․ ․

가치중심 -2.014 1.190 -1.690 0.092
*

-0.123 0.823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

0.098 0.042 2.320 0.021
**

0.175 0.768

피드백 구축 -1.322 0.742 -1.780 0.077
*

-0.137 0.746

조직규모
log

0.696 0.305 2.280 0.024
**

0.204 0.550

기관부채
log

0.047 0.152 0.310 0.756 0.029 0.520

Firm Type Fixed Effects

공기업1 1.858 0.914 2.030 0.044
**

0.192 0.491

공기업2 2.627 0.876 3.000 0.003
***

0.281 0.499

기금관리형 1.057 0.845 1.250 0.213 0.129 0.410

위탁집행형 0 ․ ․ ․ ․ ․

Year Fixed Effects

2011 0 ․ ․ ․ ․ ․

2012 -0.796 0.730 -1.090 0.277 -0.089 0.658

2013 0.151 0.729 0.210 0.836 0.017 0.661

2014 0.289 0.746 0.390 0.699 0.032 0.629

2. 지속가능경영과 효과성의 관계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아래 <표>로 제시한다.

<표 4-6. 지속가능경영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R2 수정된 R2 유의확률

0.1806 0.1280 0.0001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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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고객만족도) 모형은 수정된 R2값이 0.181로 약 18.1%의 설명

력을 갖고 있으며, 유의확률은 <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모

형이라 할 수 있다. VIF 검정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이 10보다 작으

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관련 경영평가 결과와 지속가능경영 동기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5% 유의수준 하에서 고객만족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표준화계수 0.175은 공공기관 평가점수

를 1단위 더 획득할수록 고객만족도 결과가 0.175단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경영 동기의 경우 10% 유의수준 내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보다 오히려 성과중심 동기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객만족도

가 더 높으며, 가치중심 동기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

대비 고객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 조직규모는 5% 유의수준 내에서 고객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관유형의 경우에는 1% 유의수준 내에서 공기업

2의 고객만족도가 더 높으며, 공기업 1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5% 내에서

위탁집행형 기관보다 회귀계수 1.858로 1단위 증가할수록 고객만족도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외 독립변수 중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구축 여부와 통제

변수인 기관부채, 연도특성변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3. 지속가능경영과 청렴성의 관계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아

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점수를 활

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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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렴도(Obs.=220)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표준화회귀
계수

VIF

지속
가능
경영
동기

성과중심 0.050 0.071 0.710 0.480 0.064 0.289

이해관계자 중심 0.017 0.071 0.240 0.808 0.023 0.265

가치중심 0 ․ ․ ․ ․ ․

공공기관
평가결과

0.015 0.003 5.350 0.000

***

0.281 0.857

피드백 구축 -0.115 0.054 -2.120 0.036

**

-0.118 0.761

조직규모
log

-0.080 0.020 -3.970 0.000

***

-0.247 0.612

기관부채
log

-0.016 0.011 -1.470 0.144 -0.097 0.541

Firm Type Fixed Effects

공기업1 0.051 0.066 0.760 0.447 0.051 0.531

공기업2 0.090 0.052 1.740 0.083

*

0.112 0.575

기금관리형 -0.115 0.061 -1.880 0.061

*

-0.141 0.421

위탁집행형 0 ․ ․ ․ ․ ․

Year Fixed Effects

2011 0 ․ ․ ․ ․ ․

2012 -0.281 0.052 -5.390 0.000

***

-0.327 0.644

2013 -0.443 0.052 -8.560 0.000

***

-0.520 0.646

2014 -0.606 0.053 -11.450 0.000

***

-0.712 0.616

<표 4-7. 지속가능경영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R2 수정된 R2 유의확률

0.5078 0.4792 0.0000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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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모형은 유의확률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뢰

도를 보이고 있다. 수정된 R2값이 0.479로 약 47.9%의 설명력을 보여주

고 있다.

청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 유의수준 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평가결과와 5% 유의수준의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구

축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평가결과의 경우 1단위 더 득점할

수록 0.281단위만큼 청렴도가 높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지속가

능경영 피드백을 구축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청렴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가정한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로서 형식

화된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은 물론, 실질적인 성과환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통

제변수의 경우에는 앞서 분석한 효율성 및 효과성 측정 모델과는 달리,

지속가능경영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통제변수는 조직규모의 경우 1% 유의수준 하에서 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규모가 클수록 개개인의 행위

에 대한 부패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청렴도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목현

수(2015)의 기본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관의 유형과 관련,

10% 유의수준 내에서 공기업 2는 위탁집행형 기관 대비 높은 청렴도를,

기금관리형 기관은 낮은 청렴도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측정연도 변수의

경우 1% 유의수준 내에서 2011년 대비 2012년, 2013년, 2014년의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모

든 변수의 VIF 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변수간 중공선성 문제는 없다.

아래 <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정리한 것이다.



- 58 -

구분
노동생산성(Obs.=226) 고객만족도(Obs.=200) 청렴도(Obs.=220)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지속
가능
경영
동기

성과중심 0.000 ․ ․ 1.078 1.730 0.085
*

0.050 0.710 0.480

이해관계자
중심

0.321 2.190 0.030
**

0 ․ ․ 0.017 0.240 0.808

가치중심 0.469 1.990 0.047
**

-2.014 -1.690 0.092
*

0 ․ ․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

0.010 1.110 0.269 0.098 2.320 0.021
**

0.015 5.350 0.000
***

피드백 구축 0.265 1.540 0.126 -1.322 -1.780 0.077
*

-0.115 -2.120 0.036
**

조직규모
log

-0.173 -2.640 0.009
***

0.696 2.280 0.024
**

-0.080 -3.970 0.000
***

기관부채
log

0.218 6.140 0.000
***

0.047 0.310 0.756 -0.016 -1.470 0.144

공기업1 -1.291 -5.970 0.000
***

1.858 2.030 0.044
**

0.051 0.760 0.447

공기업2 -1.024 -6.010 0.000
***

2.627 3.000 0.003
***

0.090 1.740 0.083
*

기금관리형 -0.973 -4.840 0.000
***

1.057 1.250 0.213 -0.115 -1.880 0.061
*

위탁집행형 0 ․ ․ 0 ․ ․ 0 ․ ․

2011 0 ․ ․ 0 ․ ․ 0 ․ ․

2012 -0.147 -0.880 0.378 -0.796 -1.090 0.277 -0.281 -5.390 0.000
***

2013 -0.022 -0.130 0.893 0.151 0.210 0.836 -0.443 -8.560 0.000
***

2014 -0.147 -0.880 0.378 0.289 0.390 0.699 -0.606 -11.450 0.000
***

<표 4-8.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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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의 해석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은 도입동기, 활동수

준, 피드백 구축으로, 조직성과는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청렴도로 각

각 3개의 독립․종속변수를 적용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1) 효율성에 대한 가설 검정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동기, 활동, 피드백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가설 1-1에서는 성과

중심 동기로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한 기관이 이해관계자 중심 또는 가치

중심적 동기를 갖고 있는 기관보다 노동생산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하

고 있으며, 가설 1-2, 1-3은 각각 지속가능경영 관련 경영평가 점수와

피드백 구축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지속가능경영 도입동기의 경우, 가설과 달리 성과 중심

동기보다 오히려 이해관계자 또는 가치 중심 동기로 지속가능경영을 도

입한 기관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았다. 이는 Maignan & Ralston(2002)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동기 모델 중, 지속가능경영이

경제적 이익달성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성과중심적 동

기’가 실제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속가능경영의 동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가 대다수 ‘인식’ 조사라는 점과, Maignan & Ralston(2002)의 주

장의 경우 지속가능경영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동기 유형화에 무게가 싣

고 있는 만큼 본 연구 결과와의 단순비교는 어렵다.

한편,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피드백이 지속가능경영에 유의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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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경은(2012), 임진한(2014),

전혜원(2015)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며, 대다수 민간기업 또

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Carroll(1999), Miles & Covin(2000), 천미림․김창수(2011), 옥진우

(2012), 전응수․허훈․김현식․송두한(2014), 오근혜․강승모(2014), 목

현수(2015) 등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고객의 인식동기와 기업 이미지 호감도간 관계를

주로 다뤄온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경우 기관의 표현 동기 및

생산성간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관의

표현 동기와 실제동기간 불일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4-9.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연구가설
분석결과

방향성 유의도

1-1 지속가능경영을 ‘성과중심적 동기’로 도입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 채택

1-2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노동생

산성이 높을 것이다.

+ 기각

1-3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을 시행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 기각

2) 효과성에 대한 가설 검정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소비자 측면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고객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먼저 지속가능

경영 동기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 모델에 부합하는 기관의 고

객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하였다. 분석결과, 성과 중심

동기의 경우 고객만족도가 유의수준 10% 내에서 더 높았으며, 가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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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동기는 이해관계자 동기보다 고객만족도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앞서 노동생산성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는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가 성과

중심 동기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반대로 성과

중심 동기가 더 높다.

Maignan & Ralston(2002)이 유형화한 지속가능경영 도입 동기 중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제,

환경,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책임’으로 수용한 것이고, 성과 중심

동기는 지속가능경영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기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통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며, 더욱이 고객의 범위가 매우 폭넓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해관계

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성과지표인 ‘고객만족도’의 경우, 그에 부

합하는 이해관계자 지향적 동기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클 것으

로 보았다. 그러나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성과 중심 동기에 해당하는 기

관의 고객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경영 동기와 활동의 연관성을 역추적해

본다면, 대다수 공공기관이 전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표현 동

기와는 달리 지속가능경영을 책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또는 경영평가 고득점을 위한 전략적 활동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생산성의 경우에도, 기관이 구성원들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경

로 중 하나가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조직몰입도 제고라는 선행 연구를 감

안하면, 소속기관이 수익창출의 동기 보다는 이해관계자 책임 구현을 위

한 동기로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했다는 인식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성원의 인식동기와 기관의 표현동

기 일치 여부에 대한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 측면에서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고객만족도가 높다는 가설 2-2를 채택하여,

박혜영(2008), 윤각․서상희(2003), 한은경(2003), 김이환(2005)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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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과 신뢰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다만, 피드백 측면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을 구축한 기관이 그렇

지 않은 기관보다 10% 유의수준 내에서 고객만족도가 오히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별로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

케이션 통로가 경영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채널

보다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해소하는 VOC 시스템에 집중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VOC 채널을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채널의 일부로 볼 수는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구축․

시행하였던 고객서비스 채널이 아닌, 지속가능경영 도입 후 해당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피드백 채널’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는 점도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4-10.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연구가설
분석결과

방향성 유의도

1-1 지속가능경영을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로 도입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 기각

1-2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고객만

족도가 높을 것이다.

+ 채택

1-3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을 시행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 기각

3) 청렴성에 대한 가설 검정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의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 중 먼저 ‘동기’ 측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지속가능경영 동기 유형이 어떠한 것이든 청렴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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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무차별하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주희・이종건(2009), Vlachos,
Tsamakos, Vrechopoulos, and Avramidis(2009)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기

의 동기 중 가치를 지향하는 동기가 조직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즉,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대외적

으로 표명한 동기가 자발적인 지속가능경영의 도입의지와 목표를 표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속가능경영 선도 기관에 대한 모방에 가깝다면 지속

가능경영 동기의 영향력 검증에 장애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청렴도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이 기관의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제도적 차원의 부패통제 기제와 의식적 차원의 조직시민 행

동으로 구분된다. 지속가능경영활동이 자기통제기구로 작용한다는 최준

선(2008), 김경석(2013), Carr & Outhwaite(2011)의 연구와 더불어, 기업

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계기로 윤리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 및 긍정적인

평판을 구축함에 따라 조직 내부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이 촉진된다는

Dutton et al.(1994)의 연구는 모두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부패통제 및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결과와 방향을 함께

한다. 다만, 실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 없이 선행연구의 가정을 차용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을 구축한 기관일수록 청렴도 점수는 5%

유의수준 내에서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기각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UN Global Compact 성과

이행보고서 발간 여부가 청렴도에 가설의 방향과 반대(-)이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목현수(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Porter & Kramer(2011), 김성택(2012)이 제시한 견해와 같이 지속가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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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고서가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아닌 홍보물로 전락할 경

우 기업의 신뢰도가 오히려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4-11.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연구가설
분석결과

방향성 유의도

1-1 지속가능경영을 ‘가치중심적’ 동기로 도입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 기각

1-2 지속가능경영 활동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 채택

1-3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을 시행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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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설립목적, 유형, 규모 등 조직의 성격을 규정짓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건에 불문, 조직의 최종목적만큼은 매우

단순명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지속가능성’이다. 통상 지속가능경

영이라는 논의의 출발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글로벌화, 기업의 영향력

확대, 이해관계자 요구 다양화 등이나 사실 조직의 기본생리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국민경제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의 첫 번째 요건은 국민의 기대수준을 충족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속가능경영은 초기 사회봉사 활동으로 치중

되었던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생존․성장전략이자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이 기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

속가능경영도입 동기를 기관별 유형화할 수 있으며, 유형별 동기가 지향하는

방향이 조직성과의 속성과 일치할 때 지속가능경영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가정이다. 둘째, 지속가능경영이 기관의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내부 직원의 조직몰입을 촉진하여 업무생산성 증대를 넘어 부패통제,

조직시민행동을 유인한다고 보았다. 셋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참여를 위

한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구축을 지속가능경영 및 조직성과 향상의 중요한 요

건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이론 중 주주 중심적 관점 및 이해관

계자 중심의 관점을 절충한 사회적 투자 관점에 기반하여 공공기관이 숙

명적인 소명, 전략, 공유가치 창출 확대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지속가능경

영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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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성과는 효율성, 효과성,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각각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청렴도를 대용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속가능경영을 전사 기업활동으로서의 프로세스화한 관리

모형 즉, 동기, 실행, 피드백의 3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지속가능경영의 동

기는 기관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표명한 지속가능경영

비전, 전략, 기관장 메시지 등의 내용분석을 통해 성과 중심 동기, 이해관계

자 중심 동기, 가치 중심 동기로 분류하였다.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은 라

영재․윤태범(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인 리더십․책임경영․사회공헌․정부권장정책 점수를 활용

하였다.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여부는 기관이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관련,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여부

로 구분하였다.

1. 지속가능경영과 효율성

지속가능경영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중심 동기에 따라 지속

가능경영을 도입한 기관일수록, 지속가능경영 관련 경영평가 점수가 높

고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채널을 구축한 기관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중심 동기보다 오히려 이해관계자 동기일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첫째, Carroll(1999), Miles & Covin(2000) 등 기존의 지속가능경영 동기

를 유형화한 연구가 실제 동기 및 성과간관계 검증에 기반한 것이 아니

라, 지속가능경영이 글로벌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시기를 배경

으로 당시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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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속가능경영 및 기업의 재무성과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둘째,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립된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지속가능경영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비용감소

내지는 매출 확대 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자긍심과 몰입을 증가시켜 이것이

업무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라는 해석이다. 이 경우, 성과 중심의 동

기보다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가 구성원의 몰입증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추론

이 가능하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도입동기를 지속가능경영과 기관의 정체성

을 동일시하는 가치 중심 동기로 분류할 수 있는 기관이 분석대상 57개 기

관 중 5개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경

영 활동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공공기

관의 지속가능경영이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경은

(2012), 임진한(2014), 전혜원(2015)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며,

대다수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Carroll(1999), Miles & Covin(2000), 천미림․김창수

(2011), 옥진우(2012), 전응수․허훈․김현식․송두한(2014), 오근혜․강승모

(2014), 목현수(2015) 등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구축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

된 것은 표면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방적인 홍보용이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

하다면 실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2. 지속가능경영과 효과성

지속가능경영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고객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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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혜영(2008), 윤각․서상

희(2003), 한은경(2003), 김이환(2005)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고객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 대한 평판과 신뢰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지속가능경영 도입 동기 및 피드백 구축 여부는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동기와 고객만족도간 관계를 설정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기본논리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통적으로 공익을 미션

으로 하는 조직이며, 더욱이 고객의 범위가 매우 폭넓다는 점에 착안하

여 ‘이해관계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성과지표인 ‘고객만족도’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중심 동기보다

오히려 성과 중심 동기를 갖고 있는 기업일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동기가 실제동기

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혹은 고객만족도가 대외 평가지표인 만큼 평가

고득점을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 결과다.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측면에서는 피드백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이 10%

유의수준에서 고객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별로

고객만족에 특화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가능경영

이슈 전반을 다루는 채널구축이 형식화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정

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기존 논의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3. 지속가능경영과 청렴성

지속가능경영이 신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경영평가 결과로서 박혜영(2008), 윤각․서상희(2003), 한은경(2003),

김이환(2005)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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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기업에 대한 평판과 신뢰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

앞서 지속가능경영 동기와 피드백 구축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먼

저 동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을 도입

한 시점이 소수 선도기관은 경우에는 2003～2005년, 나머지 기관은 2000

년대 중․후반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경우 대외에 표명한 동기가 실제

기관의 의지나 목표, 지향을 담은 기관 고유의 동기가 아닌 ‘모방적 동

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속가능경영 동기의

영향력 검증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피드백을 구축한 기관일수록 청렴도 점수는 5% 유의수준

내에서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UN Global Compact 성과이행 보고서 발간 여부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가설의 방향과 반대(-)이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목현수(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Porter & Kramer(2011), 김성택

(2012)이 제시한 견해와 같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아닌 홍보물로 전락할 경우 기업의 신뢰도가 오히려 저하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라영재․윤태

범(2010), 채원호(2012), 김혜숙(2013) 등은 일부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

영 활동을 단편적인 기부나 사회봉사활동, 또는 이해관계자 평판 관리를

위한 수동적인 책임이행 내지는 제2의 연차보고서 발생 정도로 여기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경

영이 단편적인 사회봉사가 아닌, 전사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전제를 출발

로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많은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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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이해관계자이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재무적·비재무

적 성과를 달성하고, 이러한 성과가 다시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체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대다수 연구가 민간기업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고객 또는 내부

구성원의 ‘인식조사’가 대다수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연구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은 기존 논의가 지속가능경영이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이해관계자 이론’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

성과 중심적 관점과 이해관계자 관점을 절충한 사회적 투자 이론에 기반하여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실증적으로도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첫째,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와 청렴도 평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경영평가 점수 항목은 리더십․책임경영․사회공헌․정부권장정책 부문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한 활동들이 조직의 주요한

성과로 반영되는 선순환으로 해석된다. 달리 표현하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일,

지속가능경영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기관의 사회공헌 비용만 증가

할 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는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유의미한 지속가능경영 이행 및 성과창출을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혹은 공공

기관별 지속가능경영이 단순비교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과 기능에 따

라 차별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사실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속

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만 보더라도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

적이다. 한국표준협회 DB에 따르면, 201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총 117곳 중 공공기관은 26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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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을 두고, 과연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민간기업에 비해

열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

면, 대다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달리, 공공기관은 지속가

능경영이 조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민간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효율성 증진효과가 3가지 차원 즉,

사회적 비용감소,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과 만족도 제고로 인한 생산성 증

가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증대로 시현되나 공공기관은

비용 최소화 관점 보다는, 사회의 편익 극대화를 지향하며 더욱이 공공기

관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수요탄력성이 낮은 반면, 가격경직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이 노동생산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할 여지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 효율성과 무관해도 된

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 특히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도입 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민간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동기는 매우

명확해보인다. 장기적인 ‘수익’ 극대화다. 지속가능경영의 화두가 경영학에

서 출발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도입의 선두

그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가능경영 주체인 지속가능경영 동기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불필요할 수 있다. 이는 민간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동

기에 대한 연구주제가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식도에 치중되어 있

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동

기 유형별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로 출발하였으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대다수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의 동기를 성과 증심 동기나 이해관계자 중심 동

기로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속가능경영 활동과의 연계성도 잘 드

러나지 않는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보다 다소 늦은 시점인

2000년대 중․후반을 시작으로 지속가능경영이 확산되었는데, 이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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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한 것이 스스로의 필요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닌 모방적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다 근본

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이 대동소이하다는 점도 분석과정에

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속가능경영 피드백 구축 여부 또한 조직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지

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채널, 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UN Gobal Compact 이행 성과 보고서, 홈

페이지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채널 구축 현황을 확인한 결

과 약 80% 이상의 기관이 피드백 채널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성

과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실질적인 피드백 활동이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형식화될 경우 오히려 조직성과를 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논의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의 관리모형에 기반하여 지속가능경영을 도입

동기-활동-피드백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별 조직성과, 즉

효율성, 효과성,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변수선정의 문제로서 독립변수 중 지속가능경영 도입동기의 경우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나, 과연 표현동기와 실제동기가

일치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한편, 또 다른 독립변수인 지속가능

경영활동 수준의 경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일원화된 측정지표가 없는

실정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경영평가 점수를 대리변수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대리변수로 활용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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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또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3대 분야인 경제, 환경, 사회영역 중 환경부문

에 대한 성과는 경영평가 항목으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수준에 대한 보다 타당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모델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노동생산성의 문제이다. 수

익성 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총자산순이익률

(ROA), 총자본순이익률(ROE)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3의 변수 통제가능

성이 높고 내부구성원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노동생산성을 활용하

였으나, 노동생산성 또한 인원대비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수록 높아지

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통제 등의 변수를 제거한 공공기관

의 효율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지속가능경영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공공기관의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구성원이 실제로 체감하는 영향을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독립변수 항목 중 책임경영의 경우 일부 평가에 청렴도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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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 분석에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나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인 2SLS(2-Stage

least square)가 아닌 일반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수를 통제

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허위상관관계로 인한 내적 타당성의 위협이 있다.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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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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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평가결과 중 사회공헌 부문은 2011년부터 신설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최대 2011년~2014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

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성과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표본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례로 강소형 기관으로 분류

된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사회공헌 지표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

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로 인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전 공

공기관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외적 타당성이 제한되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학문분야는 경영학이

나 최근에는 행정학에서도 관련 연구가 늘고 있다. 상기 한계의 보완과

더불어 경영학과 행정학의 이론과 관점 모두를 고려한 폭넓은 차원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차원적 의미와 깊이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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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activities in Korea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way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ies and performa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promote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The early discussions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began with the

reflective perspectives on various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 activities

of the enterprises. Afterward, as the movement of the enactment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standards and regulations through global

initiatives such as the Global Compact accelerated,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became the practical management issue rather than a

declaratory slogan not only in private enterprises but also in the public

institutions.

Recently, it has been continually reported that th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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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aradigm is receiving the spotlight as an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to achie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ha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the

organizational members are realized through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activit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at this leads to the

reduction of social costs and the enhancement of integrity as well as

organizational productivity.

However, there are also the research results that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can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reflects the practical difficulties that, i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is adopted as piecemeal promotion means, it does not lead to

positive outcomes. Meanwhile, researches on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of the public institutions are minimal, compared with the private enterprises,

and since most of the recent research results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activiti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ave approached only the cognitive aspect of the

organizations’ internal members, the measurement of the actual outcomes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is still doubted.

The starting point of this research is the problem recognition on the

effects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mpared with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was divided

into the subordinate factors of motivation, activities, and feedback by

applying the management model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as

enterprise-wide management activities rather than the organization’s

ancillary activities and the effects of each subordinate factor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were analyzed.

First of all,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is composed of the effects on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confidence,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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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grity in each were set as proxy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classified into the management

model that processed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into the enterprise-wide

activities, i.e. 3 factors of motivation, implementation, and feedback. First,

the motives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were classified into the

performance-centered motive, the interested party-centered motive, and the

value-centered motiv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visions, strategies, and organization chiefs’

messages that were stated in the applicable organiza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reports or homepages. To determine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implementation level, the score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tems for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

leadership, responsibility management, social contribution,

government-recommended policies – were utilize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feedback in the organizations

was determined by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building of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hannels in the organizations that can collect

the interested parties’ opinions with regard to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issues.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on

the efficiency showed that there were no variables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labor productivity. The hypothesis that the organizations that

adopted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erformance-centered motives will have high evaluation score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the

hypothesis that the organizations that have built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feedback channels will have high labor productivity were all

rejected.

Second,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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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on the effectiveness showed that the variable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was the score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These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is of this research that enterprise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will be effective in the enhancement of reputation and confidence in the

enterprises. However,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adoption motives an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building feedback channels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confidence in the organization, and this supported the research results that

the organization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re effective in enhancing

the reputation and confidence in the enterprises. Meanwhile, the hypotheses

about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motives and the building of feedback

channels were rejected.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are as

follows. First,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activitie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s on the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grity. The management evaluation score items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are leadership, responsibility management,

social contribution, government-recommended policies and the activities

promoted by most of the public institutions to realize public interests are

interpreted as virtuous cycle in which they are reflected as major outcomes.

In other words, this shows that the concerns about the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are not serious. I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is in the rudimentary stages, only the institutions’ social contribution cost

increases without leading to actual outcomes. This provides the implications

of what roles the public institutions can play in order for th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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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to become an effective means to induce the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implementation and creation of outcomes.

Second, this research provides the reasons for the existing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or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of each

public institution t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ir purposes and

functions instead of becoming the simple objects of comparison. In the case

of private enterprises, the efficiency enhancement effects through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lead to increase in productivity and sales growth

through corporate image promotion resulting from the 3 factors, i.e. social

cost reduction, organizational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but the public institutions aim at the

maximization of social benefits rather than cost minimization, and the

rigidity of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public

institutions and of their prices is very high, and the effects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on the labor productivity indicators are likely to

be minimal.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has nothing to do with efficiency but imply that the

understanding of how the mechanism in which the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has effects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particularly on efficiency is different should take precedence.

Third, the effects of the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adoption motives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re not significant but

this should not end up merely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results. The

analysis of the reasons that the motives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formance indicates that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diffused in the

public institutions in the mid and late 2000s, a little later than private

enterprises, and the public institutions’ motives for adopting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were highly likely to be imitative motives rather

than for their own needs or responsibilities for the interested parties, and

more fundamentally, the fact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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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ctivities are practically the same appears to be the limitations

that cannot be controlled in the process of the analysis.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building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feedback also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means that the existing discussions’ concerns that, i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is a mere formality without authenticity, it can rather hinder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should not be overlooked. Accordingly, each

organization needs to take such measures as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under the board of directors so that the interested parties’

feedback can be given to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The public institutions’ social responsibilities or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sometimes can be seen as duplicate missions. It is because the

public institutions’ mission begins with the delegation of responsibilities. But

the public institutions’ responsibilities cannot be fulfilled by declaratory

mission. The public institutions’ sustainability management is not the

duplication of missions, but the weight of the missions is heavier. To fulfill

the heavy missions, the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containing clear direction and the feedback through open

communication channels are needed. When the sustainable growth of

organizations and society is realized through this, the public institutions will

be approaching completion.

 

Keywords: public institution, public enterprise, semi-government

agency, sustainability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ganizational performance, customer

satisfaction,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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