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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

이 커지고 있는 현재, 민간부문의 환경경영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변화를 위한 기업의 

환경경영노력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녹색기업 지정제도’이다. 정부는 환경경영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기업에게 환경 관련 허가·보고·검

사 등의 의무를 완화해주는 한편, 자금과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녹색기업은 기업의 대외이미지와 기업브랜드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환경경영노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영성과 변화를 

조사하였다.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환경

친화기업은 녹색기업으로 개선되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2010

년 이후에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수익

성(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

율), 안정성(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지정된 이후에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낮은 경영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특성(제조업/비제조업)별로 녹색기업 지정전후의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녹색기업 지정이라는 기업의 환경경영노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직까

지 한국에서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에게 기업경쟁력 강화 등의 

편익보다는 환경경영체제 도입이라는 비용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다. 더불어, 이러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특성에 따라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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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였는데, 제조업 분야의 녹색기업은 비제조업분야에 비해 경

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녹

색기업 지정제도에 참여하고,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특히, 업종별 특성에 기

반하여 차별화되는 지원방식을 도입함과 더불어, 녹색기업을 일반국민에

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녹색기업의 부정적인 뉴

스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녹색기업 지정이 기업에게 부담보다는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녹색기업, 기업의 환경경 , 지속가능한 발 , 경 성과

학  번 : 2012-2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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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윤극대화’만을 목표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환경개선 노력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경영성과를 

저해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기업의 생산비용에 환경개

선비용이 추가됨으로써 기업의 재무성과와 경쟁력 등에 악영향을 미쳐 

경영부담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

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환경과 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

면서,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이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

고, 아울러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 역시 많아지고 있

다.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였다. 과거 경제 성장 중심의 개발은 환경오염,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 회의에서 ‘환

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담은 리우선언과 의제 21을 채

택하는데 동의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 국가가 환경과 경제, 사회적 

목적을 균형적으로 통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채택하여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각국은 기존의 개발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벗

어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지난 50년간 경제성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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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하여,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였고, 현재 세계 열한 번째의 GDP 규모를 갖는 경제 강

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은 짧은 시간에 심각한 환경

오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이는 미래세대까지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에 실시된 OECD의 환경성과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신재생에너지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의 미세먼지, 녹조,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은 한국의 환경오

염과 환경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환경현안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과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민

간영역이 매우 커진 현재에 정부 중심의 문제해결은 실효성이 없으며, 

민간의 참여와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

과 소비자의 환경 친화적 소비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발전의 핵심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경제적 

이윤 창출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압박받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환경과 관련하여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동시에, 기업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제,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장

기적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민간부문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카드, 환경라벨링제도, 녹색기업 지정제도 등은 민간 부문의 생산자

와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특히 ‘녹색기

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친환경경영을 장려ㆍ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1996년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기업

의 환경개선 노력을 장려하였고,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제도를 녹색기업 지정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선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164개의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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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운영되고 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가 환경과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환경

경영노력이 이윤 창출이라는 경제적 성과와 연계되어야만 할 것이다. 만

약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으로 얻는 편익이 환경경영비용보다 작다면 동 

제도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녹색기업 지정제도가 기업의 경

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제도의 목적대로 사회와 기업의 지

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기업의 환경개선노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환경개선노력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하는 반면, 기업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와 수출경쟁력 강

화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한정하여, 우리나라 녹색기업의 

경영성과를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으로 나누어 지정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산업특성별로 그 효과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

석한다. 특히, 녹색기업의 전신인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

례 있었지만 녹색기업으로 제도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환경경영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현행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환경경영과 경영성과

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경영 

인증제도인 녹색기업 지정제도와 기업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논하고, 제4장에서 이를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의 함

의와 향후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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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환경경영

‘환경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

조). 다시 말해, 기업이 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수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함

께 추구하는 경영철학을 의미한다. 과거에 정부는 주로 직접적인 환경규

제를 시행하여 기업의 환경보전을 강제했었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자발

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자율규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도·단

속 중심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부와 기업 사이에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이는 정부

가 큰 틀에서 환경정책을 설계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책을 수

용하여 시행하게 만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기업이 주도

적으로 환경경영을 수행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

해, 많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특히, 기업의 ‘환경경영’여

부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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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경영 인증제도

< 해외사례 : ISO 14001 등 >

리우선언 이후, 많은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환

경경영을 유도·장려하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의 대표적

인 방법 중 하나가 ‘환경경영인증제도’이다. 이는 기업이 환경경영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인기관이 인증해주

고,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제도이다.

1993년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기술위원회인 TC 207

이 설치된 이후, 환경경영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현재 세계적으로 여러 형태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ISO 14001’이다. 1996년 국제 규격으로 제

정된 ISO 14001은 사후처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존의 경영시스템과 통합하여 기업이 성장

과 환경성과의 개선을 함께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SO 

14001은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표준으로서 환경경영시스템 규격, 환경성

과평가, 전과정평가, 환경친화적인 제품 설계와 환경의사소통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국제기준인 ISO 14001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별

도의  환경경영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유럽은 환

경경영감사제도(EMAS,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를, 미국

은 국가환경성과트랙(NEPT, National Environmental Performance 

Track)을, 일본은 에코액션 21을 제도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환경경영을 

인증해주어, 친환경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기업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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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례 : 녹색기업 지정제도>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오염물질 배출 

축소 노력 등을 수행하는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수행하는 기업을 인증하

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 노력을 실행하도록 유인하는 한국의 대

표적인 자율환경규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제16조의2 (녹색기업의 지정 등)’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8호, ‘15.3.25)’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경영이 이윤창출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적인 환경규

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제를 도모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6년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전신인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기반을 마련

하였고, 지속적으로 법률과 고시의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기업의 혜택과 

지정조건 등을 정비하여 그 외연을 넓혀나갔다. 그리고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환경친화기업제도는 녹색기업으로 제도명

이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녹색기업의 인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①지방환경청의 서

류심사, ②현장심사, ③환경부의 지정승인).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를 원

하는 기업은 지방환경청에 녹색기업 지정신청서와 녹색경영보고서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청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기업의 자격 여부, 환경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일반현황에 대해 사전 서

류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단은 신청기업의 환경성 평가의 충실성, 분야별 환경관리 및 환경개

선현황 등에 대하여 현장실사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과한 기업에 대하

여 환경부로 녹색기업 지정 요청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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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기업이 녹색기업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한국환경산업기

술원과 함께 검토·확인한다.

<그림 2-1. 녹색기업 선정절차>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매년마다 환경개선 이행상황 등을 점검

받으며, 지정 계속 여부를 심사받는다. 만약 이행평가가 기준에 부합하

지 못할 경우, 녹색기업 인증은 취소된다. 녹색기업 인증을 위해서 기업

은 자율적으로 원료의 조달, 제품생산에서 사후관리까지 사업활동 전과

정에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고, 환경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기업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에 의거하여, 대

기 및 수질 환경오염 방지시설 허가를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대
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

법｣ 등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련 보고 

및 검사의무가 면제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의 6에 의거해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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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으로 녹색기업 지정업체는 165개(사업체 기준)이며, 전체 

녹색기업 중 화학 관련 업체가 42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 9 -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기업의 환경성과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과 그들의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실증

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여럿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대체로 상이하

다. 일부 연구는 기업의 친환경적인 경영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

문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또 

다른 연구들은 환경경영이 직·간접적인 비용의 절감효과와 함께 기업의 

대외 이미지 개선이나 무역장벽의 극복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업의 환경성과와 경영성과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기업의 환경개선노력이 비용증가와 경영부담을 초래하여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환경비용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담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Mahaparta(1984)는 6개 산업부문에 속해 있는 기

업들의 오염방지비용과 평균시장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오염방지비용이 

클수록 기업의 평균시장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관리 지출이 다른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수익

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Cormire Magnan(1997) 역시 제지, 화

학, 정유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성과와 기업가치를 조사한 

결과, 이들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에

서도 곽수근·김평기(1993)는 경제정의지수(KEJI)를 활용하여 한국기업

들의 사회적 성과(환경관련지수 10% 포함)와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관련지수와 재무성과의 관계 

역시 음(-)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한완선(2004)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환경보호평가점수와 기업의 환경보고서 발간을 토대로 한 기업의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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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재무성과 및 주가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기업의 환경성

과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의 환경경

영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밝혔다. 또한 강재호·

김동환(2009) 역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한 

200개 기업(환경개선 등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

무성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선정된 이후 오히려 재무성과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기업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기업의 환경

개선 등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재무성과 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문정은·김병도(2006)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부정적인 환경뉴스가 기

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환경뉴스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긍정적인 환경뉴스는 기업가치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혀 기업의 환경경영노력이 기업가

치와 관련성이 없음을 밝혔다.

반면에 환경개선 노력 또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역시 상당히 있다. 

Repetto(1995)는 환경성과가 기업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았음을 보여주었고, Hitchens et al(1996) 역시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 역

시 환경비용이 기업의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혔다. 

Hart & Ahuja(1996)는 172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성과지표와 재무성과

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오염개선활동을 하는 기업은 자기자본수익률

이 증진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했다. 또한 Klassen & McLaughlin(1996)

은 유류 유출사고 등 환경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보도 시, 기업의 주

식수익률이 하락하는 반면, 긍정적인 환경뉴스가 보도될 때, 주식수익률

이 상승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Wubben(1999)은 유럽의 화학기업을 대상

으로 경영성과를 조사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규제가 단기적으

로 생산비용, R&D비용을 증가시켰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의 혁

신으로 이어졌다고 밝혀, 시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Melnyk(2003)은 환경경영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경영인

증기업들이 미인증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성과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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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내에서 역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

가 다수 발표되었는데, 신민식ㆍ심상현(2001)은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한 

기업이 타 일반기업에 비해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였음을 연

구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한편, 박형준ㆍ이종건(2002)은 경제정의지수

(KEJI index) 중에서 기부행위와 환경보호활동 지표를 기업의 사회적 책

임활동이라 보고, 이를 토대로 재무성과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재무성과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처럼, 선행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환경성과와 경

영성과 사이에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연구에서의 연구대상과 연구기간이 모두 상이하며, 환경성과·

경영성과로 설정된 변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2. 환경경영 인증제도와 기업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여러 가지 환경경영 노력 중에서 환경경영 인증제도 도입이 기업 경

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기업의 환경성과와 경영성

과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특히, 녹색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가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전신인 환경친화기업과 ISO 14001 도입에 

따른 경영성과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환경경영 인증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지고, 결국 경영성과를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경영인증을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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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상(2004)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 전에 비하

여 매출증가율, 자산증가율, 자본이익률 및 자산이익률 등의 경영성과 

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완근·김기호

(2016)은 경기도 지역의 녹색기업 23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등을 조사하였고, 녹색기업 지정이 수익성 측면에서 단기에

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단기·중기 모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환경경영 인증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다음을 근거를 든다. 환경경영의 

인증은 기업이 정부의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해 노

력하고 있음을 소비자와 주주 등에게 보여주어 해당기업의 이미지에 긍

정적인 효과를 준다.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영시

스템의 구축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시장에서의 무

역거래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아울러, 잠재적인 환경사고 리

스크의 사전관리와 사고 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안정적 기업 운

영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노상환(2004)은 환경친화기업 56개 기업에 대해 경영성과를 조사하

였고, 이를 통해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이 일반기업보다 높으며, 생산효

율성과 관리효율성 역시 모두 일반기업보다 더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박정윤·박진성·이미용(2007)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 동안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전과 지정 후의 주식수익률을 조사하였는

데, 그 결과 이들이 유의미한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냈음을 확인하였

다. 뿐만 아니라, 김금수·오완근·박승호(2014)은 2013년 녹색기업 중 

주식시장에 상장된 39개 회사를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이 해당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미치는 영

향이 없지만 120일이 지나면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장기윤·한두봉(2004)은 철강산업 분야에서 ISO 14001 인증 여부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ISO 14001 인증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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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기업에 비해 수익성, 성장성, 매출액이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장환ㆍ장지인ㆍ이윤상(2005)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경영성과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

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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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업의 환경개선노력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특히,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친화기업제도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일부규정이 

개선되어 201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 하지만 그 도입기간이 길지 않

아, 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성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녹색기업의 지정효과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가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효과는 해당 

기업의 산업특성(업종)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기반하여 녹색기업 지정효과가 기업의 경영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측면에서 알

아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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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화학물질 누출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각종 환경오염이 빈발하

는 가운데, 친환경제품, 친환경기업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경영인증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정 아래, 본 연구는 녹색기업 지정이 실제로 기업 경영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효과가 산업특성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서 말했다시피, 녹색기업은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꾸준히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감소를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술혁신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환경경영인증을 통한 친환경이미

지 제고는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신뢰와 충성도로 이어진다. 아울

러, 국제시장에서 무역장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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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기한 2007) 게다가,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으로 녹색기

업은 경영활동에 이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즉, 기업의 환경개선은 기

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영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같은 가정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

하여 녹색기업 지정되기 전과 지정된 후의 경영성과를 비교했다. 

가설 1: 녹색기업은 지정 전·후의 경영성과에 차이를 보인다. 

  가설 1-1: 녹색기업은 지정 후에 지정 전보다 수익성이 높아진다.  

  가설 1-2: 녹색기업은 지정 후에 지정 전보다 성장성이 높아진다.  

  가설 1-3: 녹색기업은 지정 후에 지정 전보다 안정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환경경영기업의 산업별 특성에 따

라, 경영성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 전

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는 환경사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경영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서비스업과 같은 비제조업 분야보다 환경경영인증이 경

영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장기윤·한두봉, 2004) 한편, 

Fang Panpan(2013)은 산업분야별로 친환경인증 ISO 14001 인증기업의 경

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과 같은 비환경민감산업의 인증이 제조

업 등의 환경민감산업보다 경영성과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비환경민감산업은 환경경영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자발

적으로 노력의 모습을 보인 것이고, 시장은 이를 더 긍정적인 신호로 받

아들인 것이라 판단했다. 

이처럼 산업특성에 따른 환경경영인증의 효과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 바, 산업특성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녹색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특성에 따라, 녹색기업

의 지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란 가정 하에,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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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2: 산업특성(제조업/비제조업)별로 녹색기업 지정 전후 간의 경영

성과 변화에 차이가 나타난다. 

  가설 2-1: 산업특성(제조업/비제조업)별로 녹색기업 지정 전후 간의 

수익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가설 2-2: 산업특성(제조업/비제조업)별로 녹색기업 지정 전후 간의 

성장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가설 2-3: 산업특성(제조업/비제조업)별로 녹색기업 지정 전후 간의 

안정성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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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①녹색기업 지정 전후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경영노력을 녹색기업 지정 전후로 간주하

고 조사하였다. 환경부는 매년 환경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녹색기

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녹색기업 지정은 기업이 친환경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에 친환경

적인 기입이미지를 전파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녹색기업으로 지

정 전후를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 녹색기업 지정 후 더미변수 : 

   ※ t년도에 녹색기업 지정 이 은 0 / t년도에 녹색기업 지정 이후는 1

②산업특성 : 제조업 / 비제조업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특성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경영성과

변화가 차별적일 수 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4호에 의거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를 구분하여 녹색기업을 지정

하고 있다.  

<표3-1. 제조업·비제조업 구분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조제4호)>

제조업 전기·전자, 자동차·기계, 석유화학,, 금속, 플라스틱, 고무, 섬유, 제지, 식료품 등

비제조업 발전, 건설, 유통, 운송, 금융, 관광, 숙박,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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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와 비제조업 분야에서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경영 개선

효과와 경영부담효과는 다르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이를 확인하고자 산업특성(제조업/비제조업)과 녹색기업 지정전후의 

상호작용 변수(d1*d2)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산업특성 더미변수 : d2 (비제조업: 0  /  제조업 : 1 )

· 녹색기업 지정 후(d1 )과 산업특성(d2) 상호작용변수 : d1 *d2

2. 종속변수 : 경영성과 

녹색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

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재무성

과만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수익성과 안전성, 성

장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아래의 표에서처럼 부문별로 2개씩 지

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지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이나 

각종 연구에서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을 살펴볼 때 활용하는 대

표적인 지표들이다.

<표3-2. 종속변수 종합표 (경영성과)>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①수익성 지표

기업의 수익성을 조사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

본이익률을 측정하였다. 먼저, 매출액영업이익률이란 경영활동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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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이는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마진을 의미한다. 따

라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능률을 측정하는 변수라 할 수 있기 때문

에, 수익성 지표로 활용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한편,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1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총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즉, 기업이 자본을 이용

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의 이익창출능

률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자본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많이 내는, 즉,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바, 수익성 지표로 활용하였다.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
총이익

②성장성 지표

한편, 기업의 성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총자

산증가율을 조사하였다. 매출액증가율은 기준연도 매출액에 대한 비교연

도 매출액의 증가비율을 말하는데,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변수이기에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매출액증가율 전기매출액
매출액

 

마찬가지로, 총자산증가율은 전기 대비 총자산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값으로 기업규모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이 크다면 투자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져, 기업 규모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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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자산증가율을 성장

성 지표로 활용하였다. 

총자산증가율 전기총자산
총자산



  ③안정성 지표

마지막으로, 기업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

율을 측정한다. 먼저,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즉, 기업 자본구성의 안

정된 정도와 자기자본에 의한 채무 보증 정도를 말해주는 비율이다. 따

라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고 지불능력이 문

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을 안정성 지표로 활용하였다. 

부채비율 자기자본
부채총액

 

다음으로, 기업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측정한

다. 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

여주는 지표로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자기자

본은 금융비용 부담 없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

본을 말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건전성을 보여주는 변수

라 할 수 있는 바, 안정성 지표로 활용하였다.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총자본

 

3. 통제변수 

①기업의 규모 : 총자산, 종업원수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달라지게 할 가능성이 큰 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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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환경경영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작은 기업에 비해 활용가능

자원이 더 많으며,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경영성과에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업의 규모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기업규모 지표인 ln(총자산)과 ln(종업원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②경제상황 : 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도에 따른 경제상황과 물가변동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 GDP 성장률과 물가변화가 크게 나타날 경우,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

효과와 관계없이, 거시경제상황에 따라 높은 경영성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GDP증

가율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3-3.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 종합표>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

녹색기업 지정 전후 더미변수 (d1) 지정: 1 / 미지정: 0

산업특성(제조업/비제조업) 더미변수 (d2) 제조업: 1 / 비제조업: 0

산업특성별 변화 더미변수 (d1*d2)

종속변수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자기자본이익률 총이익/ 자기자본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전기매출액) -1

총자산증가율 (총자산/전기총자산) -1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총자산

통제변수

기업규모)
총자산 ln(총자산)

종업원수 ln(종업원수)

경제상황

GDP GDP증가율

물가변화 소비자물가지수(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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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1.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기업들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 원료조달에서 사후관리까지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오염물질 저감계획,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

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환경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기업이

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녹색기업 표본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

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중간에 취소된 

경우는 제외)

    (2)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본 연구에 필요한 경영성과 자료가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업

조건 1)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과 함께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새로운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시행하여 기업의 친환경적인 경영을 활성

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경영 인증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시점인 

2010년 이후에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에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  

경영성과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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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조건 2)를 포함시켰다. 

한편,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을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중복 지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업장 별로 경영성과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 중에서 과반 이상의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해당 기업 전체가 환

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간주하여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아래 표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녹색기업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사업장은 총 53개이

나,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에서 사업체가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을 

정리하고, 과반 이하의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제외한 결

과, 총 26개의 녹색기업을 최종 표본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표 3-4. 녹색기업 표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녹색기업 

신규지정현황
11 18 2 8 6 4 4 53개

중복 및 

과반 미만
5 11 2 4 2 2 1 27개

표본 총계 6 7 0 4 4 2 3 26개

26개 녹색기업 표본의 지정 이전과 이후의 경영성과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하여 2009년에서 2017년까지의 총 9년간의 경영성과(매출액영업이

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를 각각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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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 회귀분석

녹색기업 지정 전·후의 경영성과 차이와 산업특성(제조업/비제조업)

에 따른 녹색기업 경영성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26개의 녹색기업의 경영성과를 아래와 

같은 식으로 회귀 분석하였다.

<표 3-5. 회귀분석모형>

# 수익성 모형

     ln  ln       

     ln  ln       

# 성장성 모형

    ln ln       

    ln ln       

# 안정성 모형

    ln  ln       

    ln  ln       

PRF1 : t년도의 매출액영업이익률

PRF2 : t년도의 자기자본이익률

GRW1 : t년도의 매출액증가율

GRW2 : t년도의 총자산증가율 

STB1 : t년도의 부채비율 

STB2 : t년도의 자기자본비율  

d1 : t년도의 녹색기업 지정여부 (지정 전이라면 0 / 지정 후라면 1) 

d2 : 산업특성(비제조업 0, 제조업 1) 

asset : t년도의 총자산 

staff : t년도의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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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모형처럼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차원의 6가지 경영성과 지표

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녹색기업 지정 전후(d1), 산업특성별 녹색

기업 지정전후 성과차이(d1*d2)를 더미변수로 넣어 분석하였다.

녹색기업 지정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면, 녹색기업 지정 전후 더미변수(d1)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한 양(+) 

(또는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한편, d1*d2 더미변수는 산업특성(제

조업/비제조업)별로 녹색기업 지정으로 인한 경영성과 변화가 차이를 나

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이다. 만약 제조업분야에서 녹색기업 지

정으로 인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제조업 분야보다 긍정(또는 부

정)적이라면 녹색기업 지정전후와 산업특성의 상호작용 더미변수(d1*d2)

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한 양(+)(또는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업규모(총자산, 종업원수)와 거시경

제상황(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을 통제변수로 넣어 회귀모형을 만

들었다. 

GDP : t년도의 GDP증가율 

CPI : t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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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술통계량

1. 표본 특성

먼저, 녹색기업 표본집단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아래 표는 연도

별 녹색기업 지정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시

간이 지날수록 신규 지정되는 녹색기업의 개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과 2011년 이후 녹색기업 신규지정 건수는 급속도로 감

소하여, 해마다 10건 이하의 신규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1. 연도별 녹색기업 지정 현황>

구분 전체 신규지정
표본 

(중복 및 과반이하 제거)

인증년도

2010년 11(20.8%) 6(23.1%)

2011년 18(34.0%) 7(27%)

2012년 2(3.8%) 0(0%)

2013년 8(15.1%) 4(15.3%)

2014년 6(11.3%) 4(15.3%)

2015년 4(7.5%) 2(7.7%)

2016년 4(7.5%) 3(11.5%)

총계 53(100%) 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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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신규지정된 녹색기업 표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73%를 차지하여, 제조업 분야에서 녹

색기업 지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분야의 녹색기업 지정이 가장 많았으며(5

개), 비제조업 분야의 서비스업 경우에도 5개 지정으로 녹색기업 지정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녹색기업 업종현황>

제조업 비제조업 총계

전체 건수 19개(73%) 7개(27%) 26개

세부사항

전기·전자 5개

화학·섬유 3개

자동차·기계 4개

식품 1개

제지 1개

기타제조 5개

서비스 5개

운수 1개

발전 1개

아래 표는  26개의 표본 녹색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당시에 기

업규모를 살펴본 것이다. 종업원수 평균은 4,665명으로 평균적으로 중견

기업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을 살펴보면 평균값은 4,195,696 

백만원이었다. 총자산만을 기준으로 대·중견·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보

면, 5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5개(19.2%), 5000억~10조원 사이의 중견기

업이 17개(65.5%),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4개(15.3%)를 차지하고 있으

며, 중견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녹색기업 기업규모 현황>

평균 최소 최대

종업원수(명) 4,665 50 37,835

총자산(백만원) 4,195,696 28,242 29,55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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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성과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의 녹색기업 신규지정기업 26개의 지정 전

과 지정 후의 경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26개 기업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9년간의 재무성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는 주요변수

인 경영성과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 경영성과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독립

변수

녹색기업 지정 전후 

더미(d1)
234

지정 전 (d1=0) : 89개

지정 후 (d1=1) : 145개

산업특성 더미(d2) 234
비제조업 (d2=0) : 63개

제조업 (d2=1) : 171개
산업특성별 

녹색기업 

경영성과(d1*d2)

234
비제조업 (d1*d2=0) : 135개

제조업 (d1*d2=1) : 99개

종속

변수

매출액영업이익률 213 9.63 13.00 -5.56 95.62

자기자본이익률 213 8.08 13.70 -45.85 95.24

매출액증가율 211 9.17 30.53 -44.80 296.54

총자산증가율 211 10.02 29.23 -34.28 289.41

부채비율 214 1.46 1.78 0.00 12.74

자기자본비율 214 0.51 0.19 0.07 0.99

통제

변수

ln(총자산) 214 28.12 1.99 23.50 31.64

ln(종업원수) 209 7.37 1.74 1.39 10.55

GDP증가율 234 3.09 1.44 0.70 6.50

소비자물가지수(CPI) 234 0.97 0.04 0.8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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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검정

1. 지정 전후 경영성과 비교(대응표본 t-test)

<표 4-5. 녹색기업 지정 전·후 경영성과 차이 비교>

구분
지정 1년 전 지정 1년 후 지정 2년후 지정 3년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비교
t (p)

평균
표준
편차

비교
t (p)

평균
표준
편차

비교
t (p)

매출액영업

이익률
6.53 6.62 7.70 8.95 -1.033

(0.313) 9.70 9.71 -1.498
(0.150) 10.98 11.97 -1.377

(0.185)

자기자본

이익률
8.06 11.38 5.11 10.14 0.899

(0.378) 7.76 8.50 -0.243
(0.811) 9.89 14.11 -0.690

(0.499)

매출액

증가율
12.28 38.61 8.47 16.47 0.284

(0.779) 5.99 12.83 0.678
(0.506) 4.09 11.50 0.798

(0.435)

총자산

증가율
12.61 38.43 8.45 13.80 -0.794

(0.436) 3.82 7.68 0.597
(0.557) 8.15 9.98 -1.072

(0.298)

부채

비율
1.26 1.07 1.55 1.92 0.327

(0.747) 0.51 0.19 -1.195
(0.246) 0.51 0.20 -0.832

(0.416)

자기자본

비율
1.36 0.49 1.33 0.59 -1.299

(0.208) 1.63 2.21 -11.898***
(0.000) 1.50 1.82 -11.114***

(0.000)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먼저, 녹색기업 지정 전후의 경영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

본 t-test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위의 표는 신규지정 녹색기업 표본 26개

를 대상으로 지정 1년 전과 지정 1년·2년·3년 후의 경영성과의 차이를 

대응표본 t-test한 결과이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성 측면에서 매

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의 t값은 음수(-)로 확인되었다. 지정 이

후에 녹색기업의 수익성이 더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성장성 측면에서 매출액증가율의 t값은 

양수(+), 총자산증가율은 양수(+)와 음수(-)가 혼재되어 나타나, 그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의 t값은 음수(-)

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의 t값만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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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이 기업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상관관계

회귀분석에 앞서, 사용된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나는 변수 간

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총자산과 종업원수은 상관계수는 0.672로 

상당한 연관성을 보였다.  

 <표 4-6.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GDP CPI 총자산 종업원수

GDP 1.000 　 　 　

CPI -0.034 1.000 　 　

총자산 0.081 0.190*** 1.000 　

종업원수 0.102 0.160** 0.672** 1.000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가설검증

1) 수익성 비교

먼저, 녹색기업 지정 전·후와 산업특성에 따라 녹색기업의 수익성

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

익률을 종속변수로 두고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 32 -

먼저, 녹색기업과 매출액영업이익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매출

액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두고, 녹색기업 지정전후더미(d1)와 산업특성

더미(d2), 지정전후*산업특성더미(d1*d2), GDP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ln

(총자산), ln(종업원수)를 투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아래 표는 녹

색기업 지정 전후와 산업특성이 녹색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표 4-7.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매출액영업이익률

회귀계수 t p값

상수 2.580 0.011

지정전후(d1) -0.239 -2.596*** 0.010

산업특성(d2) -0.056 -.0.458 0.647

지정전후*산업특성

(d1*d2)
0.327 3.563*** 0.000

GDP증가율 0.093 1.384 0.168

소비자물가지수 0.036 0.404 0.687

ln(총자산) 0.059 0.624 0.533

ln(종업원수) -0.156 -2.322** 0.021

  0.092

수정된   0.075

F값 5.188***

Durbin-Watson 2.215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먼저, Durbin-Watson 값이 2.215로 2에 가까우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 역시 모든 변수에서 10보다 작게 나타나, 변수간의 

관계는 독립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중공산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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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녹색기업 지정전후 더미변수(d1)의 회귀계수는 

–0.239이며,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녹색기업 지정 후에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더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가설1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녹색기업 지정이 기업의 수익

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특성별 녹색기업의 지정전후 경영성과 변화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d1*d2의 회귀계수는 0.327이며, 1%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

을 보였다. 즉, 제조업분야의 녹색기업은 비제조업분야의 녹색기업과 다

르게,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다. 즉, 

제조업 분야에서 녹색기업의 지정은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가설 2에서 예상한 것처럼, 산업특성별로 

녹색기업의 지정 전후의 수익성 성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일하게 기업규모 변수 중의 종업원수가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8. 상호작용효과 분석(매출액영업이익률)>

종속변수 : 

매출액영업이익률
자유도 평균제곱 F P

녹색기업 지정전후(d1) 1 344.910 1.994 0.159

산업특성(d2) 1 450.584 2.604 0.108

d1*d2 1 1095.405 6.331** 0.013

오차 210 173.009

합계 214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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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표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전후와 산

업특성(제조업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과 매출액영

업이익률 사이에 약한 강도의 정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비제조

업의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과 매출액영업이익률 사이에 강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설2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특

성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은 경영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자기자본이익률

아래 표는 자기자본이익률을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Durbin-Watson 값이 2에 가까우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 역시 모든 변수에서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산

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자기자본이익률

회귀계수 t p값

상수 1.55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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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녹색기업 지정전후 더미변수(d1)의 회귀계수는 

0.072로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또한 산업

특성별 지정전후 경영성과변화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d1*d2는 –0.116으
로 음(-)의 값을 보였지만, 이 역시 유의미한 값이 아니었다. 이외에도 

모든 통제변수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매출

액영업이익률과는 달리, 녹색기업 지정과 자기자본이익률 사이에는 유의

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10. 상호작용효과 분석(자기자본이익률)>

종속변수 : 

자기자본이익률
자유도 평균제곱 F P

녹색기업 지정전후(d1) 1 33.074 0.039 0.844

산업특성(d2) 1 838.968 0.989 0.321

d1*d2 1 965.756 1.138 0.287

오차 206 848.326

합계 210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지정전후(d1) 0.072 0.489 0.625

산업특성(d2) 0.114 1.394 0.165

지정전후*산업특성

(d1*d2)
-0.116 -1.425 0.156

GDP증가율 0.022 0.318 0.751

소비자물가지수 -0.005 -0.066 0.948

ln(총자산) -0.033 0.447 0.656

ln(종업원수) -0.050 -0.715 0.475

  0.013

수정된   0.003

F값 1.309

Durbin-Wats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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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전후와 산업특성(제조업 여

부)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선형모형을 살펴보았다. 위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특성별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변화가 매출액영

업이익률과 반대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③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가설 1 기각 / 가설2 수용

녹색기업 지정이 기업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회귀분석한 

결과, 녹색기업 지정 이후에 기업은 지정 이전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즉, 녹색기업 지정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녹색기업의 지정이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1은 지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산업특성별로 녹색기업의 지정전후에 수익성이 차이가 나타

나는지 분석한 결과, 제조업분야의 녹색기업은 비제조업분야의 녹색기업

에 비해 녹색기업 지정 후에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자기자본이익률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조업분야와 비제조업분야에서의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경영성과 변화

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는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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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성 비교

다음으로, 녹색기업 지정과 산업특성이 기업의 성장성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매출액증가율

먼저, 녹색기업 지정과 매출액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Durbin-Watson 

값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한 결과, 변수간의 관계는 

독립적이라 판단된다. 

<표4-11. 매출액증가율에 대한 회귀분석>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구분
매출액증가율

회귀계수 t p값

상수 2.190 0.030

지정전후(d1) 0.008 0.088 0.930

산업특성(d2) 0.042 0.605 0.546

지정전후*산업특성

(d1*d2)
0.008 0.107 0.915

GDP증가율 -0.123 -1.779* 0.077

소비자물가지수 -0.137 -1.984** 0.049

ln(총자산) -0.004 -0.055 0.956

ln(종업원수) -0.006 -0.079 0.937

  0.033

수정된   0.023

F값 3.347**

Durbin-Watson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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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녹색기업 지정전후 더미변수(d1)의 회귀계수는 

0.008이며, 유의미한 값이 아니었다. 따라서 녹색기업 지정이 기업의 매

출액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녹색기업의 

산업특성별 지정전후 경영성과변화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d1*d2의 회귀

계수 역시 0.008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아니었다. 즉,  

산업특성별 녹색기업의 지정에 따른 매출액증가율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한편, 통제변수에서는 GDP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

서만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였다. 

<표 4-12. 상호작용효과 분석(매출액중가율)>

종속변수 : 매출액증가율 자유도 평균제곱 F P

녹색기업 지정전후(d1) 1 533737712.8 0.408 0.523

산업특성(d2) 1 533918300.3 0.409 0.523

d1*d2 1 533497568.4 0.408 0.523

오차 207 1306671094

합계 211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위 표와 그래프는 매출액증가율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전후와 산업

특성(제조업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선형모형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녹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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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에 매출액증가율이 감소한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지정전후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② 총자산증가율

다음으로, 녹색기업 지정과 총자산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4-13. 총자산증가율에 대한 회귀분석>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녹색기업 지정전후 더미변수(d1)의 회귀계수는 

–0.347로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는 녹색기업으로 지정

된 이후에 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이 더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분
총자산증가율

회귀계수 t p값

상수 -3.368*** 0.001

지정전후(d1) -0.347 -3.609*** 0.000

산업특성(d2) 0.074 0.667 0.505

지정전후*산업특성

(d1*d2)
0.405 4.858*** 0.000

GDP증가율 0.290 4.760*** 0.000

소비자물가지수 0.330 4.09*** 0.000

ln(총자산) 0.099 1.159 0.248

ln(종업원수) -0.151 -2.440** 0.016

  0.259

수정된   0.241

F값 14.225***

Durbin-Watson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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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녹색기업 지정으로 녹색기업의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과 다르게, 녹색기업 지정은 기업의 총자산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녹색기업의 산업특성별 지정전후 경영성과변화를 나타내

는 더미변수 d1*d2의 회귀계수는 0.405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양

(+)의 값을 보였다. 즉, 제조업 분야는 비제조업 분야와 다르게, 녹색기업 

지정이 총자산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2에서 예상한 것처럼, 산업특성별로 녹색기업의 지정 전후의 성장

성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상호작용효과 분석(총자산중가율)>

종속변수 : 총자산증가율 자유도 평균제곱 F P

녹색기업 지정전후(d1) 1 893.974 1.659 0.199

산업특성(d2) 1 7214.584 13.386*** 0.000

d1*d2 1 1709.121 3.171* 0.076

오차 207 538.981

합계 211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위 표와 그림은 총자산증가율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전후와 산업특

성(제조업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선형모형으로 살

펴본 결과이다. 제조업의 경우, 녹색기업 지정은 총자산증가율과 정의 

비례관계를 보인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과 총자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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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이 부의 비례관계를 보였다. 즉, 가설2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특성

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총자산증가율 변화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 가설 1 기각 / 가설2 수용

녹색기업 지정이 기업의 성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

과를 종합해보면 매출액증가율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

나, 총자산증가율과는 음(-)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녹색기업의 지정은 기업의 총자산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가설 1은 지지될 수 없다.

다음으로, 산업특성별로 녹색기업의 지정전후에 성장성이 차이가 나

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매출액증가율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도 확

인할 수 없었다. 반면에, 제조업분야의 녹색기업은 비제조업분야의 녹색

기업에 비해 녹색기업 지정 후에 총자산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조업분야와 비제조업분야에서의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경영성과 변화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

었다.

3) 안정성 비교

마지막으로, 녹색기업 지정과 산업특성이 기업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부채비율

녹색기업 지정과 부채비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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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부채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부채비율

회귀계수 t p값

상수 -1.789* 0.074

지정전후(d1) 0.121 4.886*** 0.000

산업특성(d2) 0.008 0.237 0.813

지정전후*산업특성

(d1*d2)
-0.160 -6.542*** 0.000

GDP증가율 -0.016 -0.709 0.479

소비자물가지수 -0.014 -0.781 0.436

ln(총자산) 0.836 34.445*** 0.000

ln(종업원수) 0.146 5.977*** 0.000

  0.939

수정된   0.938

F값 791.470***

Durbin-Watson 2.103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녹색기업 지정전후 더미변수(d1)의 회귀계수는 

0.121이며,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였다(1% 유의수준). 즉, 녹색기업으

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된 이후에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설 1에서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녹색기업은 지정된 이후에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안정성이 더 악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녹색기업의 산업특성별 지정전후 경영성과변화를 나타내

는 더미변수 d1*d2의 회귀계수는 –0.160의 값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

의미한 음(-)의 값을 보였다. 즉, 제조업분야의 녹색기업은 비제조업분야

의 녹색기업과 다르게, 녹색기업 지정이 부채비율을 낮추어 안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2에서 예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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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산업특성별로 녹색기업의 지정 전후 사이에 안전성 측면의 경영성

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과 총자산과 종업원이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6. 상호작용효과 분석(부채비율)>

종속변수 : 부채비율 자유도 평균제곱 F P

녹색기업 지정전후(d1) 1 1.883E+26 5.502** 0.020

산업특성(d2) 1 5.678E+26 16.587*** 0.000

d1*d2 1 6.505E+25 0.169 0.169

오차 210 3.423+25

합계 214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위 그림과 표는 부채비율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전후와 산업특성(제

조업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제조

업의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과 부채비율 사이에 약한 강도의 정비례 관

계가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과 매출액영업이익

률 사이에 강한 정비례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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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자본비율

다음으로, 녹색기업 지정과 자기자본비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4-17.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녹색기업 지정전후 더미변수(d1)의 회귀계수는 

–0.711로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는 녹색기업 지정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에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설 1과는 달리,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정 전보다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산업특성별 녹색기업의 지정전후 경영성과변화를 나타내

는 더미변수 d1*d2의 회귀계수는 0.360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구분
자기자본비율

회귀계수 t p값

상수 4.377*** 0.000

지정전후(d1) -0.711 -9.062*** 0.000

산업특성(d2) -0.049 -0.479 0.639

지정전후*산업특성

(d1*d2)
0.360 4,778*** 0.000

GDP증가율 0.024 0.431 0.667

소비자물가지수 0.010 0.134 0.893

ln(총자산) -0.160 -2.024** 0.044

ln(종업원수) -0.042 -0.712 0.477

  0.374

수정된   0.362

F값 30.475***

Durbin-Watson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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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값을 보였다. 즉, 제조업 분야의 녹색기업은 비제조업 분야의 녹

색기업과 다르게, 녹색기업 지정이 자기자본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2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특성별로 

녹색기업의 지정 전후의 안정성 경영성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8. 상호작용효과 분석(자기자본비율)>

종속변수 : 자기자본비율 자유도 평균제곱 F P

녹색기업 지정전후(d1) 1 548616.387 24.744*** 0.000

산업특성(d2) 1 484484.810 21.852*** 0.000

d1*d2 1 566893.956 25.568*** 0.000

오차 210 22171.592

합계 214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위 표와 그림은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전후와 산업특

성(제조업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선형모형으로 분

석한 결과이다. 비제조업의 경우, 녹색기업 지정은 자기자본비율과 강한 

정도의 정비례관계를 보인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에 따

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설2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특

성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변화가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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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가설 1 기각 / 가설2 수용

녹색기업 지정이 기업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회귀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 이후에 지정 이전보다 안정성

이 더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에 기업은 지정 이전보다 부채비율은 늘어나고, 자기자본비율은 줄어드

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녹색기업의 지정은 기업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설 1을 지지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산업특성별로 녹색기업의 지정전후에 안정성이 차이가 나

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분야의 기업은 비제조업분야와 비교했을 

때,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분야의 녹색기업은 녹색기업 지정 

이후에 부채비율은 떨어지고, 자기자본비율은 늘어났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와 비제조업분야에서의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안정성 성과 변화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5)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녹색기업 지정 전후와 산업특성별 경영성과 차이를 요약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3. 분석결과 요약>

구분
녹색기업 지정전후

(d1)

산업특성별 녹색기업 지정 전후

(d1*d2)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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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은 각각 양측검정에서 10%, 5%, 1%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분석 요약 결과, 녹색기업 지정전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증

가율, 자기자본비율 회귀계수는 유의미한 음(-)의 값을, 부채비율은 유의

미한 양(+)의 값을 보였다. 다시 말해, 녹색기업은 지정 이전보다 지정 

이후에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비율은 감소한 반면, 

부채비율은 증가하였다. 즉, 녹색기업은 지정 이전보다 지정 이후에 경

영성과(수익성, 성장성, 안정성)가 악화되었다고 분석된다. 

한편, 산업특성별 녹색기업 지정전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비율 회귀계수는 유의미한 양(+)의 값을, 부채비율은 유

의미한 음(-)의 값을 보였다. 즉, 제조업분야의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

정된 이후에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비율은 증가하

는 반면, 부채비율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비제조업 분야와 다르게, 제조

업 분야의 녹색기업은 지정 이후에 경영성과(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녹색기업은 지정 이후에 지정 이전보다 경영성과가 높

아질 것이라는 가설1은 지지할 수 없는 반면에, 산업특성별로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경영성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가설2는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녹색기업의 지정 전후와 산업특성별 경영성과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 등 기업

의 환경경영노력에 따른 이득은 환경경영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기자본이익률 x x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x x

총자산증가율 (-)*** (+) ***

안정성
부채비율 (+) *** (-)***

자기자본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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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할 만큼 크지 못하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담으로 작용

하여,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

다. 

한편, 산업분야별로 녹색기업 지정전후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또 다른 시사점을 보여준다. 서비스업이나 운송업 등 비제조업과 다르

게, 제조업 분야는 환경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경영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기업이미지 제고, 기업경쟁력 강화)이 환경영비용보다 

크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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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및 함의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환경개선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환경경영노력을 정부가 직접 인

증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간 연구에서 기업

의 환경성과와 경영성과 사이에 그 관계(긍정/부정)가 엇갈려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는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초점을 두고 녹색기업의 

지정 이전과 이후의 경영성과를 조사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영향이 산업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녹색기업으로 신규지정된 기

업 26개를 대상으로 지정 전과 지정 후의 기간(2009년~2017년, 9개년) 동

안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환경부는 2010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명칭을 바

꾸고 제도 개선을 꾀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제도가 새롭게 시

작된 2010년 이후 시점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녹색기업의 경영성과 

변화를 조사하였다. 녹색기업의 지정 이전과 지정 이후의 경영성과를 수

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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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 안정성(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녹색기업 

지정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녹색기업 지정이라는 사건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 1을 “녹색기업은 지정 전후의 경영성과에 차이

가 나타난다.”로 설정하였고, 녹색기업 지정 전후를 더미변수(d1)화하여 

회귀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아울러, 녹색기업 지정으로 인한 경영성과 변

화가 산업특성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특성(제조

업/비제조업)별로 녹색기업 지정 전후 간의 성과변화에 차이가 나타난

다.”을 가설2로 설정하고, 녹색기업 지정전후(d1)와 산업특성(d2)의 상호

작용변수(d1*d2)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과 관련하여, 녹색기

업 지정 전과 지정 후의 경영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결과, 

녹색기업 지정 전후더미변수(d1)은 매출액영업이익률(수익성), 총자산증

가율(성장성), 자기자본비율(안정성)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

다. 그리고 부채비율(안정성)과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즉, 녹색기업은 지정 이전보다 지정 이후에 수익성·성장성·안

정성 측면에서 더 낮은 경영성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녹색기업이 기업

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킨다는 가설1은 지지할 수 없었다. 

녹색기업 지정을 위해 기업은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폐기물 처리시

설 설치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증가가 기업

의 경영성과의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녹색기업의 

지정에 따라 기업이 얻게 되는 친환경이미지 제고, 기업경쟁력 강화 등 

편익이 비용을 상쇄할 만큼 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가설 2와 관련하여, 녹색기업 지정 전후의 경영성과 변화

가 산업특성(제조업/비제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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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정전후 더미변수(d1)와 산업특성 더미변수(d2)의 상호작용 더미변

수(d1*d2)는 매출액영업이익률(수익성), 총자산증가율(성장성), 자기자본비

율(안정성)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부채비율(안정성)과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제조업분야는 비제조

업분야와 비교했을 때, 녹색기업 지정 이후에 경영성과가 개선되었다. 

따라서 산업특성에 따라 녹색기업의 경영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가설2는 

지지되었다.  

각 업종별로 기업이 녹색기업을 지정받는 동기는 다양하다. 화학, 

전기, 전자 등 제조업분야는 일반적으로 환경에 민감한 분야로 분류된

다. 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사고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환경사

고의 발생이 기업이미지, 생산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의 기업에서 환경경영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녹색기업 지정

을 통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어 기업의 경영성과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서비스업, 운송업 등 비제조업분야는 상대적으로 환경에 

덜 민감한 분야이며, 환경경영인증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비제조업 분야의 녹색기업 지정은 상대적으

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 2 절 시사점 및 향후과제 제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현행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산업특성별로 

그 효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

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에 

관심을 갖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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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도가 기업에게 주는 비용부담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커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적어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라도 녹색기업으

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여 환경경영체제 도입을 따른 재정

적인 손실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업, 운송업 등 비제조업

분야는 제조업 분야와 경영성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업종별로 다

른 지원·인센티브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가 녹색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사키고, 기업의 적

극적인 환경경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녹색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녹색기업 지정으로 해당기업의 친환경 이미지가 적극 제고되고 홍

보된다면, 이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객충성도로 이어져 경영성과에 긍

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인지도는 

다른 환경경영인증제도(ISO 14001 등)에 비해 부족하기에, 정부는 녹색기

업 제도의 홍보를 적극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환경사고 

발생, 오염물질 무단방류 사건 등의 뉴스는 녹색기업의 친환경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녹색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감독 강화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를 통한 친환경이미지 실추를 막

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기업의 경영성

과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일부 지표만

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있어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브랜드가치, 고객만족도, 종업원만족도, 시장점유율 등 비재

무성과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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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무제표 외의 경영성과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실시한다면 녹

색기업의 경영성과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녹색기업 지정제도 자체가 도입된 시기가 길지 않으며, 표

본 수 역시 크지 않아, 결과 해석을 일반화하기에 제약이 있다. 2010년

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추진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못하

였으며, 중복사업장 등을 제외하면 신규 지정된 녹색기업이 30개가 되지 

못하여,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

는 향후에 더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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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effects on corporate 

administration performance by 

environmental management 

Cho Young wook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cept of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more and more popular in global community as 

well as national society. In this situation, maintaining businesses in 

sustainable ways has become necessary for enterprises. As a result, the 

efforts to make manufacturing proces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have 

increased in private sector. Moreover, governments also have made 

many laws and policies to motivate businesses to participate. One 

example of those is the " Green Company Certification System.” As a 

voluntary regulation, certified companies are designated as a green 

company by government. Ministry of Environment provides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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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with incentives such as exemption of inspections, funds, 

technological supports, and so on. Moreover, green companies can gain 

additional benefit from the certificate with positive brand image as 

environment friendly firm for green consumers.

 This study investigated domestic ‘green company’ for figuring 

out effect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ertificate on corporate 

performance. In 2010, through the legislation of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Environmet-friendly company certification 

system” was improved  to  “Green Company Certification 

System.”Thus, This study  investigated green company that was 

certificated after 2010 or figuring out corporate performance such as 

profitability, growth and stability. As a result, corporate performances 

of green company were better than those before designation. Besides, 

green company’s performance was different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These results show that corporate’s eco-friendly action leads 

negative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That is, “Green Company 

Certification System.” gives cost burdens to corporations rather than 

improvement of enterprise competitive power. In addition, these effects 

depend on the characteristic of industry. It leads more positive effects 

to manufacturing industry than non-manufacturing industry.

Therefor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is policy for motivating 

more companies to participate and implement safely. To encourage 

companies to implement eco-friendly system, authorities should focus 

more on designing financial incentive enough to compensate economic 

los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Especially, different ty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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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e should be adopted for different type of industry. And also, 

publicity activities of green company are necessary to provide more 

people with signals of green company. Furthermore, government should 

control and supervise green company throughly for preventing negative 

news about green company. Through these efforts, green company 

certification can be effective advantages to corporation rather than 

disadvantage.

Keywords : Green Company, Environmental management of 

corporation,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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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Corporate performance

Student Number : 2012-2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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