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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분산 구조방정식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환경경영전략,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

환경경영성과 간의 구조 관계와 상호 영향의 정도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

히 환경경영전략 유형에 따라 이들 요소들 간의 구조 및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는데 연구

의 초점을 둔다. 적극형 환경전략유형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 환경경영성과 모두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소극형 환경전략유형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

에는유의한영향을주었으나, 환경경영성과에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주요용어: 경영성과, 구조방정식, 군집분석, 환경경영, 환경전략.

1. 서론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자원고갈, 지구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

괴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시책 및 산업 패러다임도 녹색성장, 혹은 지속가능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 이제는 경쟁전략으로서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경영의 전략, 시스템, 활동 등을 재정립하고, 이것들이 경영성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

하고경영혁신과기술혁신을추진해야한다.

환경경영전략의 사례로는 공급망 전체의 녹색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일, 환경경영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ISO 14000 시리즈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경영시스템이 환경경영의

비전, 목표, 전략, 방침, 활동들과일관성을유지하는일이다. 환경경영활동의중요사례로는친환경설

계 (eco-design) 및 재제조 (remanufacturing) 활동과 같은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및 생산활동, 환경친

화적 소재의 적극적 활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구매 및 조달 활동, 폐기물의 최

소화 내지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포장 등의 환경친화적 포장 활동, 원재료에서 완성품, 더 나아가 폐

기품의 이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환경친화적 수·배송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환경경영활동

으로는 환경경영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하는 일, 환경보고서의 발간, 친환경 마케팅 전개, 친환경 관

리회계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기업의 환경경영성과는 크게 재무적 성과 (매출액 및 비용절

감 등), 전략적 성과 (시장 점유율,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그리고 환경적 성과 (환경 오염물, 폐기물 배

출등)등으로나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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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환경경영전략 요인의 규명이나 환경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환경경영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는데, 필요한 경우 산업특성 (청정산업, 오염산업)이나 기업특성 (기업규모, 수출, 환경전

담부서)등이조절변수로사용되기도하였다.

환경경영시스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는 상반된 결과가 존재한다.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환경경영활동은 경영성과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환경경영

성과 중 재무적 성과와 환경성과와의 관계에도 상충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한편, 환경경영전략과 환

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전략과 환경경영활동, 그리고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활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전무한형편이다. 이상에서알수있는것처럼환경경영요소들간의구조관계를종합적으로규

명하는연구는아직까지수행된바가없다.

공분산 구조방정식모형은 잠재요인과 잠재요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잠재요인과 측정변수간의 관

계를 동시에 분석하는 기법으로 응용통계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박노진,

2009; 김연형, 2010; 최현석 등, 2011; Jeong 등, 2004). 본 연구는 공분산 구조방정식 분석기법을 이용

하여환경경영전략,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 환경경영성과간의구조관계와상호영향의정도를

실증적자료를통해규명하는데목적이있다. 특히환경경영전략의유형에따라이들요소들간의구조

및영향이어떻게달라지는지규명하는데연구의초점을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환경경영전략,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 환경경

영성과 및 이들 요소들 간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며, 모형의

타당성 및 가설 검정을 위한 변수들을 정의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연구대상 표본의 선정과 구성 및 연

구방법을 기술한다. 다음에는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구에 이용될 요

인 및 변수들을 선정한다. 다음에는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구조를

규명하고, 가설을검정한다. 제4장은연구결과의요약, 연구의한계점, 향후연구방향을기술한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2.1. 연구모형 및 구성개념

본 연구는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환경경영전략,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 환경경

영성과 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데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특히 이들 요인들 간의 구조

를규명하고, 요인들간의영향의방향과정도를구체적으로파악한다는데본연구의특징이있다. 그림

2.1은본연구모형의개념도를보여준다.

환경경영
전략

환경경영
시스템

환경경영
성과

환경경영활동
(운영관리활동,
환경관리활동)

<그림 1> 연구모형 개념도

연구 모형은 환경경영전략,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 환경경영성과의 4개의 
주요 차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이들 차원의 구성요소 및 구성개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경영전략은 환경 부문의 비전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은, 「KS Q ISO 14001: 2004」(한국표준협회, 2004))의 용어 정의
에 의하면, 환경방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환경측면을 관리하는데 활용되는 조직의 
경영시스템의 일부라고 정의된다. 환경경영시스템은 환경방침(Environmental 
Policy), 기획(Planning), 실행 및 운영(Implementation and Operation), 점검
(Checking), 경영검토(Management Review)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경영활동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점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
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5항에 의거,“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이라 정의한다.  환경경영성과는 환경경영을 실천함으로서 얻게 
되는 기업의 성과로, 재무적 성과(매출액, 비용절감, 수익률), 전략적 성과(기업 이미
지, 시장점유율, 고객 만족도, 종업원 사기, 이해관계집단과의 관계), 환경적 성과(폐
기물 발생, 환경친화적 공정개선, 폐물질의 재활용 및 재사용, 에너지 효율, 환경 안전 
및 위험관리 능력)를 포함한다.  환경경영성과는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자연환경 보호효과, 건강보험효과, 책임부담 감소효과 등은 측정이 어려워 연
구에서 제외한다.

2.2 연구가설 설정

1) 환경경영전략과 환경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

기업의 환경경영전략과 환경성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견해는 환경문제에 적극적
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기업은 비용부담 보다는 오히려 환경적, 경제적, 전략적 성
과를 성취한다는 것(Shrivastava, 1995; Sharma, 1995; Maxwell 등, 1997; 
Russo·Fouts, 1997; Sharma·Vredenburg, 1998; 성봉석, 2000; 김종대·이의

그림 2.1 연구모형 개념도

연구 모형은 환경경영전략,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 환경경영성과의 4개의 주요 차원으로 구

성된다. 본연구에서고려한이들차원의구성요소및구성개념을보다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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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전략은 환경 부문의 비전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은,

「KS Q ISO 14001: 2004」 (한국표준협회, 2004)의 용어 정의에 의하면, 환경방침을 개발하여 실행

하고 환경측면을 관리하는데 활용되는 조직의 경영시스템의 일부라고 정의된다. 환경경영시스템은 환

경방침 (environmental policy), 기획 (planning), 실행 및 운영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점

검(checking), 경영검토 (management review)로구성되어있다.

환경경영활동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를 내

리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의

거,“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
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이라 정의한다. 환경경영성과는 환경경영을 실천함으로

서 얻게 되는 기업의 성과로, 재무적 성과 (매출액, 비용절감, 수익률), 전략적 성과 (기업 이미지,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종업원 사기, 이해관계집단과의 관계), 환경적 성과 (폐기물 발생, 환경친화적 공

정개선, 폐물질의 재활용 및 재사용, 에너지 효율, 환경 안전 및 위험관리 능력)를 포함한다. 환경경영

성과는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자연환경 보호효과, 건강보험효과, 책임부담 감소

효과등은측정이어려워연구에서제외한다.

2.2. 연구가설 설정

2.2.1. 환경경영전략과 환경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

기업의 환경경영전략과 환경성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견해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기업은 비용부담 보다는 오히려 환경적, 경제적, 전략적 성과를 성취한다는 것 (Shrivastava,

1995; Sharma, 1995; Maxwell 등, 1997; Russo와 Fouts, 1997; Sharma와 Vredenburg, 1998; 성봉석,

2000; 김종대와 이의훈, 2003; 임병율, 2004)이다. 즉, 정부의 규제, 이해관계자의 환경압력에 대해 기

업이적극적이고전략적인반응을보이면경영성과가긍정적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Shrivastava (1995)에 의하면, 환경친화기술의 활용은 비용절감, 수익증대, 공급자와의 협력, 품질

개선, 경쟁력 제고, 배상책임 등 장기적 위험 감소, 사회적 환경 건강 증진, 기업이미지 제고 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Sharma (1995)에 의하면,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전략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적 관계 구축 능력이나 혁신 능력 등의 조직적 편익은 물론 경제적 성과에도 정 (+)의 영향을 미친다.

Maxwell 등 (1997)에 의하면, 적절한 환경관련 시장전략은 품질개선, 비용절감, 환경 이미지제고, 신규

시장 창출, 공중관계개선, 경영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Russo와 Fouts (1997)에 의하면, 적극

적인 환경전략을 통한 환경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Sharma와 Vredenburg

(1998)에의하면, 적극적인환경전략이조직의경쟁능력개발에정 (+)의영향을미친다.

환경경영전략과환경경영성과의관계에관한국내연구는다음과같다. 성봉석 (2000)에의하면, 기업

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반응은 성과에 정 (+)의 영향을 준다. 김종대와 이의훈 (2003)에 의하면, 기

업의 환경경영을 결정하는 요인인 시장에서의 차별화 지향성과 내부적인 원가지향성은 모두 환경경영

을높이는역할을하며, 환경경영수준이높은기업은대체로사업성과도높다. 임병율 (2004)에의하면,

ISO 14001 규격 인증을 취득한 제조기업의 경우, 유연성 경영전략 (적응성, 순응성, 혁신성)에 대한 기

업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반응이 기업의 경영성과 (매출액, 비용감소, 기업이미지) 대부분에 정 (+)의

영향을미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기업이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환경경영성과는 환경경영전략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

로예상된다.

가설 1: 환경경영전략은환경경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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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

ISO 14001 인증이기업의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보면, 일부연구의경우부정적효과나성과지표

에 따라 상반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증 분석된 경우 (이윤상, 2004; 김장환, 2004)도 있으나 일반적인

견해는긍정적영향을준다는것 (Welch 등, 2003; 장기윤과한두봉, 2006)이다.

Welch 등 (2003)에의하면, 미국과일본의 ISO 14001 인증기업들이인증받지않은기업에비해수익

성이 2～3배 높아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인증 기업과 비교할 때 인증기업들은

환경경영활동을실제로많이하고있으며, 환경적성과및재무적성과역시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강현수 (2002)에 의하면, ISO 14001 규격 인증 취득이 매출액총이익률, 영업비율, 종업원 1인당 매

출액 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임병율 (2004)에 의하면, 환경경영시스템의 4개 요소 (계획, 실

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자 검토) 중 매출액에 실행 및 운영은 정 (+)의 영향을 미쳤지만,

계획,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자 검토는 부 (-)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비용절감과 기업이미지의 경우

4개 요소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쳤다. 이윤상 (2004)에 의하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은 취득 이

전 기간에 비하여 매출증가율, 자산증가율, 자본이익률, 자산이익률 등에서 부 (-)의 유의한 효과가 있

다. 장기윤과 한두봉 (2006)에 의하면, 인증 보유 기간이 장기인 인증기업은 안정성과 매출액 부문에서

우수하며, 단기인인증기업은성장성과수익성이상대적으로우수한것으로분석되었다.

가설 2: 환경경영시스템은환경경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2.2.3. 환경경영활동과 환경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

환경경영활동이 환경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 (이병욱, 2000; 김종대와 이의훈, 2003; 노상환, 2004; 김종대와 조문기, 2006; 김희철, 2007)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환경경영활동의 구체적 내용 및 산업별 특성에 따라 그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도 있다 (김흥석, 2006). 예로서 오염산업의 경우 환경경영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이

고, 이경우적어도단기적으로는재무적성과에부 (-)의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 많은자금이소요되

는환경경영활동의경우도같은논리가성립될수있다.

이병욱 (2000)은 경제·환경적 가치사슬의 본원적인 활동과 지원활동, 또는 기능별 경영활동 영역인

인사·조직, 구매·생산, 마케팅, 재무·회계 등, 모든 영역에서 환경경영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경제적·환경적이윤을창출하여기업가치제고가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김종대와이의훈 (2003)의연

구에 의하면, 환경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업성과가 높다고 한다. 노상환 (2004)은 환경친화기

업과 일반기업의 경영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환경친화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환경친

화기업들 간에도 환경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기업이 적게 부담하는 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았다. 김종

대와 조문기 (2006)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환경활동수준은 체계적 위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업의 가치(주가)와는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김희철(2007)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기업들의경우환경경영체제구축, 그린회계도입, 전과정평가, DFE의적용등이효율적으로실천

될때환경경영에따른기업의성과는높게나타난다.

김흥석 (2006)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경영활동 변수 중 친환경 공급망관리 변수가 환경성과와 부 (-

)의 유의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친환경 공급망관리가 재무성과 변

수 중 성장성에 부 (-)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연구 대상기업들의 경우 환경경영활동이 재무성과

에유리하게작용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가설 3A: 환경경영활동 (운영관리활동)은경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3B: 환경경영활동 (환경관리활동)은경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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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환경경영전략과 환경경영시스템의 관계에 관한 가설

환경경영전략과 환경경영시스템은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환경경영전략과 환

경경영시스템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업의 환경경영전략은 환경경영시스

템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경영전략과 환경경영시스템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상

당한의미가있다.

가설 4: 환경경영전략은환경경영시스템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2.2.5. 환경경영전략과 환경경영활동의 관계에 관한 가설

환경경영전략과 환경경영활동 (운영관리활동과 환경관리활동) 간에도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

단되나 이에 관한 기존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기업의 환경경영전략은 환경경영활동을 통해 실행되지

않으면전략으로서실효성이없다.

가설 5A: 환경경영전략은운영관리활동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5B: 환경경영전략은환경관리활동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2.2.6.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활동에 관한 가설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활동 간에도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역시 이에 관한 기존 연

구도전무한실정이다.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은환경경영활동의절차및운영을규정한다.

가설 6A: 환경경영시스템은운영관리활동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6B: 환경경영시스템은환경관리활동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2.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전략 측정 설문 문항으로는 Environmenyal Protection Agency (1993),

Sharma (1995), Christmann (1997), Sharma와 Vredenburg (1998), Aragon-Correa (1998), Dodge와

Welford (1998), Henriques와 Sadorsky (1999), 김종대와 연병모 (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

에기초하여총 12가지문항을개발하여이용하였다. 환경경영시스템측정부문에는환경경영시스템요

구사항 (표준협회, 2004)을구성하고있는기획, 실행및운영, 점검, 경영검토의관련사항을기초로총

18개문항을개발하여사용하였다.

환경경영활동 측정변수로는 Vandermerwe와 Oliff (1990), Hart (1995), Fineman과 Clarke (1996),

전대욱 등 (1997), 정은재 (2001), Welch 등 (2003), 김종대와 연병모 (2005), 장기윤과 한두봉 (2006),

김종대 (2008)의 연구와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표준협회, 2004)의 개념에 기초하여 총

12가지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환경경영성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크게 재무적 성

과, 전략적 성과, 환경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재무적 성과로는 매출액증가, 비용절감, 수익률 향

상을, 전략적 성과로는 기업이미지 제고,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종업원 사기, 외부이해관계집단과의

관계 향상을, 환경적 성과로는 폐기물발생, 환경친화적 공정개선, 폐물질의 재활용 및 재사용, 에너지

효율의제고, 환경과관련한안전위험관리능력을사용하였다.

표 2.1은본연구에사용한구성개념, 잠재변수의조작적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변수측정항

목수, 참고한 관련연구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문항은 환경경영전략 12개 문항, 환

경경영활동 12개 문항, 환경경영시스템 18개 문항, 환경경영성과 13개 문항, 총 55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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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변수의 정의 및 항목구성

변 수 조작적 정의 항목수척도 관련연구

내외부적 환경요인에 대응하는 정도 12 7

Hunt와 Auster (1990), Roome (1992),

무관심형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93),

순응형 Sharma (1995), Christmann (1997),

환경 적응형 Russo와Fouts (1997), Aragon-Correa (1998),

경영전략 우수형 Dodge와 Welford (1998),

초월형 Sharma와 Vredenburg (1998),

Henriques와 Sadorsky (1999),

김종대 등 (2005)

기획 환경방침 달성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의 정도 3 7

한국표준협회 (2004)
환경 실행 및 운영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실행, 유지 절차 정도 7 7

경영시스템 점검 환경성과 측정 및 감시 정도 5 7

경영검토 환경경영 성과의 지속적 개선에 대한 검토 정도 3 7

운영관리활동

구체적인 환경활동 실행 정도 12 7

Vandermerwe와 Oliff (1990), Hart (1995),

환경 Fineman과 Clarke (1996), Welch 등 (2003),

경영활동
환경관리활동

정은재 (2001), 한국표준협회 (2004),

김종대와 연병모 (2005), 장기윤과 한두봉 (2006)

재무적성과 매출액, 비용, 수익률 등의 재무적 성과
3 7

Sharma (1995), Russo와 Fouts (1997),

Kona와 Kohen (2001), 성봉석 (2000),

환경 김장환 (2004), 노상환 (2004), 임병율 (2004),

경영성과
전략적성과 기업의 성장 및 발전 가능성 정도 5 7

Shrivastava (1995), Maxwell 등 (1997),

Sharma와 Vredenburg (1998), 성봉석 (2000)

환경적성과 환경관련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 환경성과 5 7
Maxwell 등 (1997), Welch 등 (2003),

김흥석 (2006), 한국표준협회 (2006)

3. 실증분석

3.1. 표본자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기업 중 ISO 9001과 ISO 14001을 동시에 인증받은 기업과 ISO

14001만을 인증받은 기업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업체들은

국내인증통계 (KAB)에 의거, 2008년까지의 총 인증건수가 100건 이상이 되는 업종들에 속한 기업들이

다.

설문조사는 2009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4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조사업체에게 E-

mail 혹은 Fax를통하여발송하였는데, 350개업체중 241개업체가설문에응해회수율은 69%로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 가운데 응답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02부가 최종적으로 분

석에사용되었다. 표 3.1은표본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보여준다.

표본의 업종별 분포에서 기타 제조업이 68건 (3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

초금속 및 조립금속제품이 25건 (12.4%), 기계 및 장비 21건 (10.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과 건설

15건 (7.4%), 전기 및 광학이 12건 (5.9%)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 기업의 종업원 수는 50명 이하 기업

이 148건 (7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51명에서 200명 사이의 기업이 40건 (19.8%)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종업원 수 200명 이하의 기업이 전체의 93.0%를 차지할 정도로 본 연구의 표본 기

업들은중소기업이대부분을차지한다.

3.2. 설문 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토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한다. 구조방정

식 모형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 (latent variable)와 관측변수 (observed variable)의 관계, 혹

은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 및 방향 등을 사전에 가설로 설정된 모형을 기초로 분석하는데 사용

된다 (배병렬, 2005). 여기서 잠재변수는 요인, 가설적 개념 (hypothetical construct), 또는 잠재개념

(latent construct)이라고도 하며, 관측변수는 측정변수, 또는 실측변수라고도 한다. 잠재변수는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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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업 종

음식료 및 담배 8 4.0

섬유 및 섬유제품 5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5 7.4

비금속 및 광물제품 6 3.0

기계 및 장비 21 10.4

기타제조업 68 33.7

전기공급 4 2.0

건설 15 7.4

엔지니어링서비스 2 1.0

기타서비스 2 1.0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 6 3.0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제품 25 12.4

전기 및 광학기계 12 5.9

기 타 13 6.4

종업원 수

50명 이하 148 73.3

51-200명 40 19.8

201-500명 7 3.5

501- 700명 3 1.5

701명-1000명 2 1.0

1001명 이상 2 1.0

산업특성
청정산업 158 78.2

오염산업 44 21.8

환경관리전담부서유무
무 152 75.2

유 50 24.8

내수·수출비율
내수가 큼 173 85.8

수출이 큼 22 10.4

내수·수출이 같음 8 3.8

이고직접적으로관찰할수없는가설적개념이기때문에구체적인조작적정의를통해잠재변수를대표

할수있는관측변수와연결되어측정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 (structural model)으로

구성된다. 측정모형은 각각의 관측변수가 특정 잠재변수에 어떻게 적재되어 있는지를 설정한 것이다.

측정모형을 통해 관측변수들의 측정 속성인 신뢰도와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구조모형은 잠재변수들

간의관계를설정한것이다. 구조모형을통해연구모형의적합성및가설을검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다음의절차에따라연구모형및가설을검증하였다.

첫째, 설문지응답자들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알아보기위하여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될 요인과 변수들을 선정하였다(측정모형 검증). 구체적으로 타당

성 검증을 위해 리커트 (likert) 7점 척도로 설계 조사된 설문지의 측정항목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고유값 (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

였다. 요인 추출에 이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제거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는 직각회전 (orthogonal rotation)방법 중에

서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여 ± 0.6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였다. 다음에는 요인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값

을계산하여요인들에대한설문항목들의신뢰도를검증하였다.

셋째, 다음에는군집분석을이용하여전체기업을적극형환경전략그룹과소극형환경전략그룹으로분

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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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적극형환경전략그릅및소극형환경전략그룹각각에대해구조방정식모형을이용하여요인들

간의구조를규명하고, 연구모형및가설을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사용될 요인과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이고, 누적분산비가 60% 이상인 요인들은 환경경영전략요인, 환경경영시스템요인, 환경경영활동

요인 (운영관리활동, 환경관리활동), 환경경영성과요인이타당성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 55개 문항 중 요인들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는 직각회전 방법 중에서 베리맥스 방식을 사용

하여 요인적재량이 ±0.6 이하이거나, 혹은 다른 것에 비해 요인적재량 특별히 작은 문항들은 제외하였

다. 또한 2개 요인에 중복으로 영향을 받는 문항들도 제외하였다. 그 결과 환경경영전략에서 6 문항,

환경경영활동에서 6 문항, 총 12개 문항이 탈락되어 전략 6개 문항, 활동 6개 문항, 시스템 18개 문항,

성과 13개 문항, 총43개 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한편 전략 및 활동의 경우 각각의 문항을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시스템의 경우 18개 문항이 4개 요인으로, 성과는 13개 문항이 3개 요인으로 분류

되어각요인에속한설문문항의평균값을측정변수로사용하였다. 각요인들의신뢰도계수는모두약

0.70 이상으로, 내적신뢰도에아무문제가없다고판단되었다. 표 3.2는신뢰도분석결과를보여준다.

표 3.2 신뢰도 분석결과

요 인 변수 요인적재값 고유값 %분산 알파계수

환경경영전략

최신경영기법도입 (x6) .939

5.035 83.919 0.961

환경보호를기업의최우선가치로고려 (x5) .923

당면한환경문제해결에집중 (x2) .920

정부및관련기관규제에대응 (x1) .914

전략적기회활용 (x4) .906

환경문제에적극대처 (x3) .894

환경경영시스템

점검 (환경성과측정및감시정도) (y3) .934

3.407 85.185 0.942
실행및운영 (환경경영시스템수립,실행,유지절차정도) (y2) .926

경영검토 (환경경영성과의지속적개선에대한검토정도) (y4) .917

기획 (환경방침달성을위한목표및계획의정도) (y1) .915

환경경영활동

운영관리활동

환경친화적공정개선활동 (y6) .936

2.488 82.931 0.896공급망구성에있어환경측면중요 (y7) .918

환경마케팅전략 (y5) .877

환경관리활동

환경관리회계제도도입 (y9) .970

2.698 89.928 0.943환경보고서정기발간 (y10) .948

전과정 평가(LCA)를 시행 (y8) .927

환경경영성과

재무적성과 (매출액,비용,수익률등의재무적성과) (y11) .917

2.429 80.975 0.881전략적성과 (기업의성장및발전가능성정도) (y12) .902

환경적성과 (환경관련활동과관련된직접적환경성과) (y13) .881

3.3. 환경경영전략 분류

기업들을 적극적 환경경영전략과 소극적 환경경영전략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전략 관련

설문자료를군집분석한결과 2개의군집으로분류되었다. 군집분석은환경경영전략 6개변수의평균값

을가지고실시하였다. 표 3.3에는 2개집단의요약값이나타나있다.

표 3.3 군집분석결과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적극적 95 4.93 0.64

소극적 107 2.79 0.63

전체 202 3.7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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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항목과 변수 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나 변수 간의 관계와 오차부분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한

다음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평가한다. 개념신뢰도는 관측변수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것으로 일반

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0.7이상을 들고 있다. 분산추출지수는 잠재변수에 대해 관측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0.5이상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air

등, 1998). 개념신뢰도와분산추출지수는 Fornell과 Lacker (1981)의공식을사용하였다.

표 3.4는 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표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개념 신

뢰도가 0.7 이상, 분산추출지수가 0.5이상으로 임계치 이상을 보여 신뢰성과 수렴타당성은 확보되었다.

따라서본연구의주된목적인실증모형을구축하는데문제가없다고판단된다.

표 3.4 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

잠재요인 관측변수 표준화추정치 표준화측정오차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환경경영전략

x1 0.873 0.238

0.906 0.798

x2 0.886 0.215

x3 0.858 0.264

x4 0.887 0.213

x5 0.925 0.144

x6 0.930 0.135

환경경영시스템

y1 0.901 0.188

0.935 0.872
y2 0.859 0.262

y3 0.871 0.241

y4 0.905 0.181

운영관리활동

y5 0.968 0.063

0.954 0.875y6 0.964 0.071

y7 0.871 0.241

환경관리활동

y8 0.872 0.240

0.847 0.855y9 0.969 0.061

y10 0.931 0.133

환경경영성과

y11 0.87 0.243

0.902 0.755y12 0.86 0.260

y13 0.877 0.231

3.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3.5와 같다. 모델의 적합성 평가에 있어 모

델의전반적인적합도를평가하는지수는절대적합지수로, χ2, GFI, RMSEA 등이사용된다. 한편, 기

초모형에대한제한모형의부합도평가에는증분적합지수인 NNFI, NFI, IFI, CFI 등이사용된다. 연

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χ2이 118.73, 유의확률이 0.291로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 표 3.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적합도 지수들 모두가 기준을 만족하므로 연구모형은 타당성

이있다고판단된다 (배병렬, 2005).

3.5.1. 적극형 환경전략의 경우

그림 3.1은환경경영전략이적극형인기업들의경우요인간의경로도를보여준다.

환경전략이적극형인기업들에대한가설검정결과를요약하면표 3.6과같다.

적극적 환경경영전략은 환경경영성과,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의 운영관리활동과 환경관리활

동모두에정 (+)의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환경경영시스템은환경경영성과및환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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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산출결과

적합도 유형 분석결과 최적모델

χ2 (prob) 118.73(0.291) prob>0.05

GFI 0.943 0.9 이상

NFI 0.974 0.9 이상

NNFI 0.997 0.9 이상

RMSEA 0.019 0.05 이하

IFI 0.998 0.9 이상

CFI 0.998 0.9 이상

3.5.1 적극형 환경전략의 경우 

<그림 2>는 환경경영전략이 적극형인 기업들의 경우 요인간의 경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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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적극형 환경전략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적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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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략이 적극형인 기업들에 대한 가설 검정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적극형 환경전략 가설검정 결과 

 *p<0.05 **p<0.01  

그림 3.1 적극형 환경전략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표 3.6 적극형 환경전략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 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value

H1 환경경영전략(적극형)→환경경영성과 0.309 0.155 1.995*

H2 환경경영시스템→환경경영성과 0.308 0.106 2.903**

H3A 운영관리활동→환경경영성과 0.212 0.077 2.744**

H3B 환경관리활동→환경경영성과 0.278 0.096 2.885*

H4 환경경영전략(적극형)→환경경영시스템 0.875 0.148 5.921**

H5A 환경경영전략(적극형)→운영관리활동 0.506 0.218 2.327*

H5B 환경경영전략(적극형)→환경관리활동 0.470 0.195 2.408*

H6A 환경경영시스템→운영관리활동 0.494 0.150 3.304**

H6B 환경경영시스템→환경관리활동 0.355 0.132 2.695**

*p<0.05 **p<0.01

영활동의 2 요인 (운영관리활동과 환경관리활동) 모두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환경경영활동의 2 요인모두환경경영성과에정 (+)의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3.5.2. 소극형 환경전략의 경우

그림 3.2은환경경영전략이소극형인기업들의경우요인간의경로도를보여준다.

환경전략이소극형인기업들에대한가설검정결과를요약하면표 3.7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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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환경경영전략은 환경경영성과,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의 운영관리활

동과 환경관리활동 모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경

영시스템은 환경경영성과 및 환경경영활동의 2 요인(운영관리활동과 환경관리활동) 

모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영활동의 

2 요인 모두 환경경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2 소극형 환경전략의 경우 

 <그림 3>은 환경경영전략이 소극형인 기업들의 경우 요인간의 경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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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극형 환경전략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환경전략이 소극형인 기업들에 대한 가설 검정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그림 3.2 소극형 환경전략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표 3.7 소극형 환경전략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 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value

H1 환경경영전략 (소극형)→환경경영성과 0.123 0.143 0.865

H2 환경경영시스템→환경경영성과 0.045 0.090 0.495

H3A 운영관리활동→환경경영성과 0.136 0.079 1.715

H3B 환경관리활동→환경경영성과 0.223 0.139 1.596

H4 환경경영전략(소극형)→환경경영시스템 0.685 0.153 4.473**

H5A 환경경영전략(소극형)→운영관리활동 0.425 0.185 2.301**

H5B 환경경영전략(소극형)→환경관리활동 0.243 0.103 2.366**

H6A 환경경영시스템→운영관리활동 0.043 0.120 0.361

H6B 환경경영시스템→환경관리활동 0.135 0.068 1.987*

*p<0.05 **p<0.01

소극적 환경경영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의 운영관리활동과 환경관리활동 모두에 정

(+)의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환경경영성과에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영시스템은 환경관리운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환경경영성과 및 운영관리활동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영활동의 2 요인 (운영관리활동과 환경관리활

동)모두환경경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 구조방정식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환경경영전략,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

동, 환경경영성과간의구조관계와상호영향의정도를실증적자료를통해규명하였다. 특히환경경영

전략 유형에 따라 이들 요소들 간의 구조 및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

다.

본연구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적극형 환경경영전략의 경우 환경경영전략이 환경경영성과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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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극형 환경경영전략의 경우 환경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형 환경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환경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적극형 환경경영전략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은 환경경영성과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극형 환경경영전략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은 환경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립, 실행, 지속적 개선을 실시하면

환경경영성과가제고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셋째, 적극형 전략유형의 경우 운영관리활동과 환경경영활동은 환경경영성과에 정 (+)의 유의한 영

향을 주었으나 소극형 전략유형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환경경영활동을 적극적

으로전개하면환경경영성과가긍정적으로나타날것임을의미한다.

넷째, 환경경영전략의 유형에 관계없이 환경경영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운영관리활동 및 환경관리

활동에모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적극형 환경경영전략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은 운영관리활동 및 환경관리 활동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극형 환경전략의 경우 운영관리활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한계점을몇가지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연구대상기업들의환경경영성과를정성적

으로파악하였다는점이다. 그이유는본연구의대상기업들이주로중소기업으로, 환경성과자료가없

거나외부로의유출을꺼리는경향이있어정량적인분석이어려웠기때문이다. 둘째, 설문지응답의신

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관리 전담부서에 설문지 응답을 의뢰하였으나 표본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

어서 응답자들이 품질, 구매, 생산 등과 같은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응답자

의전문성문제로응답의신뢰성에의문이있을수있다.

본 연구의 향후과제로는 첫째, 산업 특성별 (청정산업 대 오염산업), 혹은 기업 특성별 (내수기업 대

수출기업) 요인이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환경경영시스템과 품질경

영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과 품질경영시스템만 운영하는 기업들 간에 환경경영에 대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환경경영시스템을 수행하는 기업의 정량적인 환경성과 자

료를이용한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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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s and the degree of effects

among environmental strategy,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nvironmental ac-

tivities, and firm performance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particular,

we focus on examining how the structure and the effect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environmental strategies. In this study, environmental strategies are classified as

“passive type” and “active type” by the cluster analysis, which are used for develop-

ing two different research models. For firms employing active environmental strategy,

the environmental strategy has a positive effect on al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nvironmental activities, and firm performance. For firms employing passive

environmental strategy, the environmental strategy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of en-

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while it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irm performance. The study empirically supports

that the a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will result in a positive firm performance.

Keywords: Cluster analysis, 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strategy, firm

performance, structural equ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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