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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여기에서는 CEP-CFP 간의 련성 련 연구들을 종합하고 체계 으로 분석해 보고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비교하여 조 변수를 찾아내기 해 메타분석을 시도하 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다섯 가지 CEP척도는 

모두 CFP척도와 양의 련성을 보 으나 환경투자 척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CFP척도는 모두 CEP와 정의 상 을 보여

주었다. 둘째, CEP-CFP 간의 련성을 설명하는 조 변인을 확인하기 한 메타분석의 결과는 측정방식과 분석(추

정)모형은 CEP-CFP 간의 계를 조 하 다. 반면에 출 년도, 시차변수의 포함 여부, 표본 크기, 학술지 종류는 조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주제어❙ 환경성과, 재무성과, 지속가능성, 메타분석, 다중대응분석

Abstract

We examined the heterogeneity in the financial–environmental performance nexus, carrying out a 

meta-analysis of 48 outcomes from 26 empirical studies.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 

was performed in this study to facilitate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n array 

of study characteristics.

As expect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ultiple studies of the general 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link suggest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Some of 

the results of the moderator analysis suggest that empirical studies using self-reporting 

measurement and structural equation method benefited from environmental performance as much 

as or more than the archival and regression method.

❙Keywords❙ Environmental Performance,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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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통적으로 경영자들은 환경부하의 저감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된

다고 믿고 있으며 이런 인식은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지배하고 있다(Pinkse and 

Kolk, 2010). 그러나 일부 선진기업에서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녹색경영과 지속가

능경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 녹색경영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환경활동을 통해 조직 내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량의 감축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며 지속 가능한 방

식으로 친환경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어떻게 재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ogan, 2006; Kolk et al., 2008). 이러한 접근방식의 배후에 있는 논리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극대화하고 장기투자를 증대시키면서도 글로벌 온난화 리스크(또는 환

경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보다 뛰어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자신들

의 성과에 공헌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실시한 선행연구를 보면, 기업의 환경성과(CEP)와 재무성과(CFP)1) 간의 

관련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결론과 상이한 

변수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척도를 

활용해 왔으며, 연구마다 환경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의 개념과 범위도 차이가 있어 

CEP-CFP 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개별 연구마다 관련성

의 방향과 크기도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아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CEP-CFP 간의 상호관계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

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논쟁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과거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King et al., 2005; Brammer and Millington, 2008; Jacobs et al., 2010; Hsu and 

Wang, 2013).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메타분석 방법이 활발하게 활용

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CEP-CFP 간의 관련성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비교하여 조절변수를 찾아내려는 시도 역시 없었다. 

1) CEP는 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그리고 CFP는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의 약어로서 본고에서는 
이후 이 약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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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려

는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발

표된 CEP와 CFP의 관계에 관한 논문들을 통합하고, 이들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

절변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수많은 연구와 개별 연구의 상반된 결과를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며, 불

필요한 연구나 분석의 반복 및 과오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오성삼, 2011). 본 연구도 

이런 측면에서 CEP-CFP 간의 관련성 연구들을 종합하고 반성적으로 고찰하여 관련 연구

가 앞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장 서론에 이어서, Ⅱ장에서는 CEP-CFP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와 메타분석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이 연구의 개념적인 

틀을 설정하고, 샘플의 선정과 데이터의 수집 및 메타분석의 연구방법에 관해 기술하

였으며 Ⅳ장에서는 이 연구의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Ⅴ장에서는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하였다.

Ⅱ. CEP-CFP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1. CEP-CFP의 관련성

환경성과와 환경규제가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난 30년 이상 이론

적 실증적 연구가 계속되었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확정적이지 않다. 기업의 성과(재무성과)

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가설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즉 (1) 양자 사이

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2) 양자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3) 양자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다.

첫째 음의 상관관계와 관련해서 Friedman(1970)을 비롯한 신고전파(Neo-classical) 

연구자들은 환경규제는 기업에 추가적 비용을 부담시키며, 일반적 신고전파 이론에서

는 환경성과의 개선은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경제적 상충

관계 논의는 기업은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는 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런 비용은 개선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무적성과를 초과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이런 견해는 공해 저감

과 환경개선은 한계이익을 감소시킨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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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의 관련성과 관련해서 Porter(1991)는 환경규제는 사회적 복지는 물론 기업

의 사적이익 증가에도 이바지하는 쌍방에 이로운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Porter and van der Linde(1995)는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혁신을 유

발하며, 이것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환경법규를 준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상

쇄한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긍정론 가설은 사회효과 가설(social impact hypothesis), 

여유자원 가설(slack resource hypothesis) 등이다. 사회효과 가설은 이해관계자 이론

(Stakeholder Theory)에 입각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재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여유자원 이론은 대표적인 긍

정론으로 전기의 재무적 성과가 좋은 기업은 자원 또는 자금의 여유로 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관점(부정적 전통주의자, 긍정적 혁신주의자)은 CEP와 CFP 간의 

관련성이 역 U자 형태를 취한다는 제3의 사고방식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Lankoski, 

2000; Wagner, 2001). 이 새로운 관점은 경제적 이득이 극대화되는 지점까지는 환경성과의 

수준을 높일수록 재무성과가 높아진다고(정의 관련성) 예측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쌍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설의 근거로서는 기업이 자원의 여유가 있

어서 환경문제에 관한 책임을 다하면 높은 환경성과를 달성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이

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재무업적을 높인다

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이 두 가지 성과의 호순환이 생긴다는 점

이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로서는 Molloy et al.(2002)와 Orlatzky et al.(2003) 등

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CEP와 CFP의 관련성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박현준, 이종건(2002)에서는 두 변수 간의 유의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노상환(2004)에

서도 환경성과가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통적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

다. 반면에 홍정훈, 이수경(2006), 홍종호, 황진수(2005), 홍종호, 안일환(2007)의 연구에서

는 대체로 두 가지 성과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헌준 외(2004)와 이남주 

외(2008), 육근효(2010) 등에서는 CEP와 CFP의 관련성이 쌍방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는데 각각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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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P-CFP의 관련성에 관한 메타분석

지금까지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CEP와 CFP 간의 관련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결론이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결과 속에도 환경과 재무성과 간의 주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메타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Orliyzky et al.(2003)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성과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CEP와 

CFP 간에는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재무성과 중에서도 시

장기준 성과보다는 회계기준 성과와 더욱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Azorin et al.(2009)은 메타분석은 아니나 26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부분

의 연구대상은 제조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

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 환경 변수는 실제 오염방출량과 같은 지표와 

환경경영변수(실무, 인증 등)로 양분되었으며, 재무성과 변수는 주로 객관적 척도(회계적 

성과)와 주관적 척도(설문조사 등)가 사용되었다. 회계성과의 지표로는 ROA, ROE 그리고 

주가(토빈Q)가 주류를 형성했다. 연구방법으로서는 회귀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

음으로 사건연구 방법이나 구조방정식 모형 등이 사용되었다. Azorin et al.(2009)의 연구

를 요약하면 환경과 재무성과 간의 관련성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으나 양자 간에는 유의

적인 양의 관련성을 제시한 것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Horvathova(2010)는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 내에서 CEP와 CFP연계에 있어

서 이질성(heterogeneity)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메타-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방법론

적 선택(추정방법의 유형) 또는 데이터 유형(미국 대 유럽 연구)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방법론적 선택은 상관계수 또는 패널데이터 모형과 같은 

상이한 추정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이질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찰수와 시간범위도 검토하고 CEP와 CFP 간의 관련성이 환경과 재무변수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CEP와 CFP 간의 음(-)의 관련성이 

정교한 계량분석 대신에 단순한 상관관계를 사용할 때 더욱 증대하였다. 또한 포트폴리오 

연구가 CEP와 CFP 간의 음(-)의 관련성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것은 포트폴리오 

연구에서 생략된 변수가 존재하는 것을 반영한다. CEP와 CFP 간의 정(+)의 관련성은 시민

법보다는 관습법(common law) 국가에서 보다 빈번하게 나타났으며(Di Vita, 2009) 적절

한 시간범위(number of years)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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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xon-Fowler et al.(2013)에서는 조절변수 분석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환경

성과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한 미국 국내기업이 상대가 되는 국제적 기업보다 

환경성과가 시장 측정치의 재무성과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의 메타분석 연구로는 원두한(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오염 

및 유해시설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것으로써, 수자원에 기초한 오염원

이 부동산가격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실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분석이 아니며 재무성과도 취급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CEP와 CFP 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가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혼합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onar and Cohen(2001)은 초기 실증

연구가 샘플의 크기가 작고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환경기준이 결여된 것 등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2) 그리고 초기연구에서는 기업규모 또는 국가의 소재지와 같

은 중요한 조절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최근 중요한 조절요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도 고려하지 않았다. Filbeck and Gorman(2004)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외에 CEP와 

CFP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는 점과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생략되었다는 문

제도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대상(업종 또는 산업, 국가 등)과 기간이 모두 상이하고 또한 사용

한 변수가 매우 다양했고 주관적·객관적 척도가 혼용되었으며 연구방법도 달라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에 시사점을 주고 향후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데이터와 연구방법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모두 제시함으

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하기 쉬울 뿐 아니라 

2)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환경변수의 척도로 공해방출량 감소나 환경법규 위반건수 등의 실제 지표를 사용하거나 
경제단체나 환경관련 비영리단체(NGO)에서 발표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전자는 객관성은 유지할 수 있으나 단편적이
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후자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며 이차적으로 가공된 자료라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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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취급하는 정보의 양은 급속하게 문헌이 늘어날수록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 개별 연구들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을 통

합하여 보다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시작된 것이 메타분석이다.

메타분석은 연구문제 혹은 가설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한다. 

또한 비교적 장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연구결과의 체계적 차이를 규명하고 상대

적으로 대규모 샘플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하므로 통계적 신뢰성을 높이며 연구동향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김용겸, 2010). 나아가 개별 연구의 분석결과가 서로 일치하거나 

유사할 경우, 포괄적인 일반화와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과가 불일치하거나 

대립할 때, 새로운 설명 메커니즘을 도출하기도 하여 불필요한 연구나 분석의 반복을 피하

게 하거나 후속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과오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장점이다(오성

삼, 2011).

국내에서는 아직 메타분석 방법이 환경경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CEP-CFP 간의 관련성 분야의 종합적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CEP-CFP 간의 관련성 관련 개별 연구들에서는 각각 다른 정의와 개념들

이 활용되고 있으며, 같은 변수들 간의 관계도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CEP와 CFP의 관계에 관한 논문들을 통합하고, 

조절변수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논문 전자 검색 사이트인 KISS, RISS, DBPIA를 이용하여 

메타분석에 활용할 논문을 수집하였다. 국내 학술논문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각각의 검

색 사이트에서 2013년 8월까지 발행된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먼저, 환경성과(제목 또는 

주제어)로 1차 검색을 실시하고 검색된 논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이외에 

관련 있는 개념들(환경경영, ISO, 환경규제, 환경정보공시, 환경투자, 환경전략) 등으로 

추가 검색을 실시하였다. 2차 검색에서는 재무성과(제목 또는 주제어)로 검색된 논문 

중 환경성과 및 관련 용어로 검색된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외에 관련 있는 개념

들(경제적 성과)로 추가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메타분석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선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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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시장지향과 성과의 관계를 계량적(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이어야 한다. 둘

째, 연구가 수행된 조직의 목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초통계량, 상관계수

(zero-order correlation), 표본 크기 등을 보고하거나 적어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3) 

검색된 논문 총 34편 중 Wood(2008)의 연구를 토대로 저자와 연구 특성, 표본, 구인

의 정의 및 측정방법, 효과 크기 등이 중복되는 연구들을 제외시켰다. 한 편의 논문에 

표본이 다른 연구가 복수로 게재되었을 경우, Borenstein et al.(2009)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각각을 개별 연구로 취급하였다. 또한 다른 저널이나 다른 시기에 게재되었다 하

더라도 표본 대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나의 연구로 간주하여 1개 표본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메타분석에는 26편의 연구(N=12,581)가 포함되었으며, 

8편의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된 26편의 연구는 주로 환경경영, 회계학, 재

무관리 분야의 논문이었으며, 제조업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총 20편으로 서

비스 등 제조업 이외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또한 나머지 6편의 연구

는 대상이 혼재되어 있었다.

2. 코딩 절차

메타분석은 전통적인 종합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은 보완하지만 메타분석 

역시 실증분석 결과의 계량화에 있어서 간결성과 일관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코딩은 간결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구에 포함되는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코딩에 대한 명확한 정의, 코딩 수행자에 대한 합의 및 신뢰성 

검증 등이 메타분석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chmitt & Klimoski, 1991).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에 대한 코딩 절차는 코딩 기준안 수정·보완, 코딩 작

업의 오리엔테이션(교육 훈련), 코딩실시 교차 검토 및 코딩 확정의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주저자인 전공교수 1인과 회계학 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연구조교와 

시간강사 2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코딩 참여자들은 연구논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1) 

논문 출간 영역 2) 기업규모 3) 시차변수(동행 혹은 시차) 4) 표본크기 5) 연구기간 6) 출판

년도 7) 환경성과 측정 영역 8) 재무성과 측정 영역 9) 연구 분석모형 10) 출간영역 11) 

측정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3) 사건연구방법 (event study method)을 사용하여 상장기업들의 시장가치(주가)에 대한 환경성과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는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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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정된 개별 논문에서는 표본의 규모, 척도의 종류 및 신뢰도, 변수 간 상관

관계 등을 수집하였다. 개별 연구 중 상관계수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 회귀분석 결과의 

β를 Pearson r로 변환하여 코딩하였다. Peterson과 Brown(2005)의 연구에서는 메타분

석에서 빈번하게 제공되는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r을 대체하는 방법

을 유도하며, 이러한 방법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4) 더불어 한 연구에서 2개 이상의 

효과크기를 제공하였을 경우,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효과크기를 표준화 점수로 변환

하여 전체 평균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치 유무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연구에서 상관계수에 더하여 조절변수에 관한 정보들을 코딩하였다. 조절변수의 

선택은 연구 간의 방법론적 차이점올 밝혀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미래연구를 위한 이

론적 중요성에 초점을 두었다. 조절변수들의 범위는 (1) 저널종류(환경, 회계, 기타) (2) 출

판시기(금융위기이전 대 금융위기이후) (3) 샘플의 크기(5단계) (4) 분석모형(회귀분석 대 

구조방정식) (5) 측정방식(self-reporting 대 archival) 둥으로 구분하였다. 데이터는 코딩참

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코딩되었다.

각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코딩한 데이터를 서로 대조하여 95% 수준에서 코딩 참여

자간 신뢰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코딩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Bullock과 Svyantek(1985)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서 중

복 확인 후 수정하였다. 1차 코딩 후 개별연구의 포함 여부 및 코딩 방법에 문제가 되

는 사안을 논의하고 다시 2차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코딩 결과에 관해 평가자 간 신뢰도는 

98.8%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메타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26편이었다.

3.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척도

환경성과는 대표적으로 환경경영체제구축(ISO14001), 환경투자(또는 환경규제 수준), 환

경(회계)정보공시, 환경보호활동점수(KEJI)5) 등의 크게 네 가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 

척도와 설문지를 사용한 자가평가 척도를 통해서 측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논문

은, 일반적으로 이 척도 중에서 하나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수의 표본에서 두 가지 

4) Peterson and Brown(2005)은 메타분석에서 표집오차 및 추정치의 대표성, 혹은 추론의 타당도가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빠진 효과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의 1,504개 연구를 조사하여 상관계수와 베타계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후
에 다음과 같은 변환 공식을 제시했다. r = .98β + .05λ (λ는 β가 음수일 때 0, 양수일 때 1) 예를 들어 β가 0.20 이라면 r =0.25가 
되며 β가 –0.20 이라면 r = -0.20 으로 된다. 이들은 β를 r로 변환한 사례수가 총 개별 연구수(k)의 10% 이하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5) 경제정의실천연합 산하 경제정의 연구소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KEJI)에서 매년 평가한 자료이다.



육근효

34

척도를 혼합하거나 다른 학자가 개발한 척도(설문항목)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무성과는 일반적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ROA(총자산이익율)등의 회계지표와 

더불어 시장평가변수로서 토빈-Q에 대한 대리변수를 함께 사용한다. 그것은 이 두 지표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ROA와 같은 회계적 지표는 근본적으로 과거 지향적 

성과지표이며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토빈-Q는 계산절

차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며 M&A와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지분가치가 급변하

는 단점이 있다(육근효, 2011).

한편 CEP와 CFP 관련 연구에서 성과는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의 두 가지로 측

정되고 있다. 하나는 주로 다른 조직이나 과거와 비교하여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

지 또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응답자의 판단을 묻는 주관적 측정방법이 있다.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측정방법이 그것이다. 횡단면

적 연구에서는 주관적 성과가 특정 시점의 성과 정도를 잘 반영하고, 반면에 객관적 

성과는 공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4. 메타분석 절차

메타분석은 Borenstein et al(2009)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V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메타분석을 실시할 때 조절변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랜덤효과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6) 1개의 연구에서 동일 표본과 환경성과

의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환경성과의 하부 항목과의 상관을 제시한 경우, Borenstein et 

al.(2009)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분석을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첫째로 분석에 사용한 연구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CEP와 CFP 간의 전체적인 상관의 효과크기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관계수라고 

할 수 있는 Pearson 상관계수(r)를 이용해 분석하였다(송인섭 외, 2006).7) 마지막으로 조절

변수가 연구 간 상관의 이질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위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6) 상관계수를 효과크기로 하는 메타분석에서는 Hunter와 Schmidt(2004)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에서는 조절
변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무선효과 모형을 활용한다. 분석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모집단의 평균 상관관
계와 분산을 추정하고, 통계적 인공물을 수정하며,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방법은 측정치 수준이 아닌 구인개념 
수준의 관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각 변수가 갖는 인공물들을 교정하고 난 후, 교정된 상관관계를 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오순
문, 2010). 

7) Pearson 상관계수(r)를 이용한 효과크기 계산방법은 실험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표준화 평균치를 사용한 효과크기 계산방
법보다 복잡성이 적고 두 변수 간의 일정한 방향성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에서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유용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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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CEP와 CFP의 상관, 논문들의 기본정보(저자, 출판 연도, 출판형태), 표집대

상의 특징(표본규모, 조직 형태), 연구방법의 특징(측정도구의 종류와 신뢰도)을 입력하였

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 포함된 대다수의 연구논문인 23개(89%)에서 CEP와 CFP 변인과

의 상관계수 r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결정하였다. 베타 값만을 보고한 3개 논문의 4개 효

과크기는 Peterson and Brown(2005)의 공식을 적용하여 상관계수 r을 산출하였다. 이외에 

제시된 통계 추정치로 CEP와 CFP 변인과의 효과크기 r을 추정할 수 없는 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총 8편).

그리고 대다수의 연구논문인 18편(69%)은 단일 환경성과 변인과 복수의 재무성과의 관

계를 나타냈으며, 8편(31%)은 복수의 환경성과 변인과 단일 재무성과의 관계를 보고하였

다. 따라서 CEP의 각 영역과 측정된 CFP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크기를 산출하였고, 각 연

구 논문에 포함된 각각의 효과크기는 독립된 값으로 처리되었다 그 경파 총 26편의 연구 

논문에서 총 48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또한 본 메타분석에 포함된 각 연구 논문에서 CEP 하위 영역과 CFP 변인과의 관계

를 하나의 단위로 여기는 comparisons or estimates as units'(Cooper 2010)을 실시하였

다. 다시 말해 하나의 논문에서 CEP 측정 영역과 CFP 영역에 따라 복수의 효과크기를 

허락한 것을 의미한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전체 데이터는 26개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표본 수는 3,227개이다. 개별연구

마다 보고하고 있는 상관계수의 개수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 변수 당 분석에 포함

된 연구 수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CEP와 CFP

의 상관 모두를 제시해 주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CEP와 CFP의 상관만을 제시해 주었다. 하나 이상의 상관을 제시한 연구 중, 자료 선정 

기준에 합당한 연구에서의 상관은 최대한 모두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메타분석에 사용된 연구 수는 26개 논문의 48개의 효과크기(측정치)가 되었다.8) 

8)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이 환경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경영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환언하면 
환경규제를 대비한 환경활동은 재무성과를 높이므로 이 경우에는 CEP와 CFP의 관계가 음의 상관이 아니라 오히려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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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까지이며 평균 4.56년(표준편차 2.41년)이며, 샘플크기는 최소 10개 기업에서 최대 387개 

기업이며 평균 124개 기업이다. 상관계수는–0.275에서 +0.747까지이며 평균은 +0.149로 

나타났다. <표 1>에서 상관계수의 분포를 보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6개(12.5%)이

며 0.0에서 0.1 사이가 18개(37.5%)로 가장 많았으며 0.1에서 0.2, 0.2에서 0.4 사이가 각각 

9개(18.75%)로 나타났다.

2. CEP와 CFP의 상관에 대한 효과크기

<표 1>은 CEP와 CFP의 전체적인 상관에 대한 48개의 효과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예상했던 결과대로 CEP와 CFP의 관계는 양의 상관을 보여주었다. 48개의 효과크기를 

랜덤효과 모형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후 평균 효과크기 산출한 결과, 가중평

균한 상관계수는 평균 +0.145(p = .000) 95% 신뢰수준에서 하한 0.119에서 상한 0.170으

로 나타났다. 총 48개의 효과크기 중에서 6개는 음(-)의 관련성, 42개는 양(+)의 관련성

을 보여 주었으며 범위는 –0.275에서 +0.747까지 높은 분산성을 나타내었다.9)

Orlitsky et al.(2003)과 Horvathova(2010), Dixon-Fowler et al.(2013) 등에서는 CEP의 

개념을 몇 가지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CEP를 다섯 가지(환경투자, 환경등급, ISO인증, 

환경공시, 자가 평가)로 세분하였다. 이 다섯 가지 척도 중에서 주로 설문지 방식을 사용하

는 자가 평가(self-reporting)를 제외한 네 가지는 소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추

출한 수치(archival)이다. 주관적인 자가 평가 척도를 사용한 연구 샘플은 5개이며 평균 효

과크기는 0.356이며 객관적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로는 43개이며 효과크기는 0.105이었다. 

<표 1>에서는 대부분의 CEP와 CFP 간에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환경투자 척도의 

경우에는 CFP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부정적 양면이 혼재되어 있어서 유의적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CEP 척도 중에서는 자가 평가의 CEP가 다른 CEP척도 보다 CFP와 

가장 강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본고에서 CFP척도는 회계관련 척도(ROA, ROS), 시장관련 척도(토빈-Q, MBR), 생산성

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세 가지 CFP척도는 모두 CEP와 정의 상관을 보여 주었으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9) 상관관계 r 대신에 β를 보고한 4개의 개별연구를 Pearson r로 변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4개 연구를 제외한 44개의 상관계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효과크기가 0.147(하한 0.121 상한 0.172)로 포함시킨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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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시장기준의 CFP가 회계기준의 CFP보다 CEP와 더욱 

강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 생산성 척도는 세 가지 CFP척도 중에서 가장 강한 CEP와

의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세 가지 CFP척도를 각각 Q값과 I2
를 확인한 결과 생산량 척도를 

제외하고 회계와 시장관련 척도는 CEP를 설명하고도 CEP에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변량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한편 CEP와 CFP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회귀모형 등에서 기업규모가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를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음(-)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적 관련성을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

표 1.  메타분석의 결과

척도 k 효과크기 95%신뢰구간 Z값 P값 Q값

체 48 0.145 (0.119, 0.170) 11.058 0.000 199.662

CEP척도

⦁환경투자 14 0.056 (-0.029, 0.141) 1.296 0.195 22.788

⦁환경등 12 0.113 (0.068, 0.157) 4.884 0.000 47.423

⦁ISO인증 10 0.118 (0.067, 0.168) 4.530 0.000 13.672

⦁환경공시 7 0.097 (0.037, 0.157) 3.175 0.001 27.030

⦁자가평가 5 0.356 (0.296, 0.412) 10.968 0.000 34.578

CFP척도

⦁회계기 27 0.122 (0.088, 0.156) 7.021 0.000 143.215

⦁시장기 17 0.159 (0.119, 0.198) 7.729 0.000 40.244

⦁생산성 4 0.333 (0.203, 0.452) 4.800 0.000 6.218

상 계수

⦁0.0 미만 6 -0.129 (-0.284, –0.040 -2.586 0.010 1.574

⦁0.0~0.1 18 0.036 (0.053 0.095) 2.508 0.012 1.666

⦁0.1~0.2 9 0.151 (0.105, 0.215) 4.984 0.000 0.640

⦁0.2~0.4 9 0.294 (0.212, 0.322) 9.098 0.000 4.682

⦁0.4 이상 6 0.547 (0.458, 0.579) 13.67 0.000 5.026

데이터특성

⦁객 척도 43 0.105 (0.077, 0.133) 7.379 0.000 112.608

⦁주 척도 5 0.356 (0.296, 0.412) 10.968 0.000 34.578

기업규모 21 -0.02 (-0.070, 0.027) -0.851 0.395 96.334

주: k는 메타분석을 실시한 상관계수의 숫자임. 95%신뢰구간(하한, 상한)을 표시

10) 이질성(Heterogeneity)을 검증한 결과를 보면 생산성 척도의 경우, Qb(3)=6.218, P-value=0.101, I-squared=51.757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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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인 k 평균 표 편차 F값(Pr)

종류 환경 17 0.149 0.217

1.352

(0.269)
회계 20 0.195 0.217

경 11 0.167 0.168

표본크기 50 이하 14 0.178 0.234

0.394

(0.758)

50-100 11 0.109 0.274

100-200 18 0.168 0.172

200 이상 5 0.088 0.091

측정방식 객 척도 43 0.125 0.201 5.942

(0.019)주 척도 5 0.354 0.175

분석모형 회귀분석 45 0.133 0.199 5.047

(0.030)구조방정식 3 0.401 0.219

3. 조절변인의 효과

이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는 CEP-CFP 상관에서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조절변인이 무엇인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동질성 검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Q=199.662, p < .000) 

총 48개의 CEP와 CFP의 상관관계의 효과크기 세트는 동질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Q값과 I2
를 확인한 결과 다섯 가지 환경성과 각각이 재무성과를 설명하고도 재무성과에 여

전히 설명되지 않는 변량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효과크기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조절변인을 CEP와 CFP 간의 관계에서 학술지 

종류, 표본크기, 연구기간, 출판시기(연도), 시차변수 도입 여부 등으로 보고 집단 간의 

차이분석을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은 이러한 조절변인들이 CEP와 CFP의 

관련성에서의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술지 종류에 따라 CEP와 CFP 간의 상관관계가 달라지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학술지에 따라 연구논문 간의 변인이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환경관련 저널 17개, 회계관련 저널 20개, 기타 경영관련 저널 11개의 효과 크기의 랜

덤 효과 가중치가 부여된 합산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각각 0.149, 0.195, 0.167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학술지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F=1.328, p 

= .269) 이는 CEP와 CFP 간의 관계에서 학술지에 따른 조절효과는 없음을 의미한다.

표 2.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상관계수)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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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인 k 평균 표 편차 F값(Pr)

연구기간 3년 이하 19 0.215 0.273

1.632

(0.207)
6년 이하 15 0.096 0.117

7년 이상 14 0.117 0.169

출 연도 융 기이 23 0.123 0.196 0.679

(0.414)융 기이후 25 0.173 0.221

시차변수 동행 32 0.157 0.195 0.220

(0.730)시차 16 0.134 0.240

상 계수 0.0 미만 6 -0.129 0.097

90.183

(0.000)

0.0~0.1 18 0.036 0.042

0.1~0.2 9 0.151 0.028

0.2~0.4 9 0.294 0.079

0.4 이상 6 0.547 0.129

주: k는 메타분석을 실시한 상관계수의 숫자

반면에 CEP와 CFP 간의 관계에서 측정방식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었는데(F=5.942, p = 
.019), 자가 평가(self-reporting)의 CSP와 CFP 간의 상관은 r=0.354로 객관적으로 존재하

는 데이터에서 추출한 측정치(archival)의 상관계수 r=0.125 보다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것은 Dixon-Fowler(2013)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리고 분석모형(회귀분석, 구조

방정식)에 따라 CEP와 CFP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한 결과도 구조방정식을 사용

한 연구가 관련성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11)

다음으로 연구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기간에 따라 CEP와 CFP 간의 관련성이 달라지는

지를 분석한 결과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632, p = .207).12) 다만 연구기간

은 CSP와 CFP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적 역상관(r= -0.258, p = .076)의 모습을 보여 주었는

데 이것은 연구기간이 길수록 CSP와 CFP 간의 상관이 높아진다는 Horvathova(20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출판연도 즉 연구결과가 게재된 시기에 따라 CEP와 CFP 간의 관련성이 달라지는지

를 살펴보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또한 메타분석에서 한 가지 방법론적 문제는 

11) 일반적으로 자기보고 또는 자체평가 설문지를 통한 환경성과 측정치에 있어서는 설문자체에 잠재적으로 내재된 편의가 존재
한다. 예를 들어 설문대상자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실제보다 더욱 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 척도는 타당성
의 문제가 일어나며 데이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Dixon-Fowler et al., 2013).

12) 연구기간을 2단계(4년 이하, 5년 이상)로 나누어 기간에 따라 CEP와 CFP 간의 관련성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도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488, p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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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CFP 간의 시차문제를 모두 일관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Dixon-Fowler, 2013).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연구모

형에 있어서 시차변수의 포함 여부도 CEP와 CFP 간의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본의 크기와 CEP와 CFP 간의 관련성에도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표본의 크기 

역시 유의한 조절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4.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의 결과

다중대응일치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은 다차원 교차표로 나타

낼 수 있는 범주형의 데이터 분석기법이며, 동질성분석(Homogeneity Analysis : 
HOMALS)이라고도 한다. 이 분석은 케이스(개체)와 범주에 계량적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범주형 데이터를 수량화하는 분석 기법이다. 범주를 기준으로 동질성이 높은 개체들은 하

부그룹(sub group)으로 나뉘며, 동일한 범주에 속한 개체들은 가능한 근접하며, 다른 범주

에 속한 개체들은 가능한 멀리 위치한다. 이때 모든 변수들은 명목형태 변수여야 한다.
본고에서 활용할 데이터는 국내에서 실시한 CEP-CFP 관계 중에서 CEP와 CFP의 종

류(척도)는 어떤 것인지, 연구시점(출판연도)는 언제인지, 샘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

지, 수집한 데이터의 속성(자가평가 또는 데이터베이스)은 어떤 것인지를 분류하여 이것을 

코딩한 5개 변수가 포함된 자료이다.
<그림 1>은 CEP-CFP의 상관계구, 각종 조절변인(샘플크기, 연구기간, 출판시기, 측정방

식 등)을 위계에 따라 연결한 도표와 CEP-CFP 관련성의 분포가 나타나 있다. 다중대응분

석에서는 범주 대표값들을 다차원 공간상에 그램으로 표시한 후 각 대표값들의 상호 거리

율 통해 서로의 관계를 알아본다. 특정 범주값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면 그 범주들

은 보다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그림 1>을 보면 좌측 상단에는 

연구모형으로서의 구조방정식, 설문지 등을 통한 자가 평가(self-reporting)의 측정방식, 그

리고 0.4 이상의 상관계수 크기가 함께 경계가 형성되어 있다. 우측 상단에는 50개 이하의 

샘플크기, 7년 이상의 연구기간과 금융위기 이후의 출판시기, 시차변수의 도입, 0.0 미만(음

의 상관)의 상관계수가 함께 경계 내에 포함되어 있다.

다중대응분석에서의 조절변인의 효과를 판별분석 결과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판별측도를 보면 출판연도와 샘플크기(범주), 상관계수 크기는 차원2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연구모형, 연구기간(범주), 측정방식은 차원1로 대응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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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3) 이에 따라 출판시기를 보면 과거(금융위기 이전)보다 최근(금융

위기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일수록 CEP-CFP 관련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샘플크기를 보면 연구에 포함된 샘플의 크기가 작을수록 CEP-CFP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

났다. 샘플크기가 50개 이하인 경우가 가장 높은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All

ouche and Larche(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1.  다중대응분석의 결과, CEP-CFP(n=48)

여기에서,

  저널종류 : 1=환경관련 2=회계 및 재무 3=일반경영

  출판연도 : 1=금융위기 이전 2=금융위기 기간 3=금융위기 이후

  샘플크기 : 1=50 이하 2=50-100 3=100-200 4=200 이상

  연구모형 : 1=회귀분석 2=구조방정식

  연구기간 : 1=3년 이하 2=4-6년 3=7년 이상

  시차변수 : 1=동행 2=시차

  측정방식 : 1=self-reporting 2=archival

13) 각 범주별로 판별측도를 각각 1차원과 2차원 점수로 표시하면 샘플크기(0.286, 0.454) 측정방식(0.550, 0.048), 출판연도(0.374, 
0.468), 시차변수(0.430, 0.104), 상관크기(0.203, 0.472), 연구기간(0.555, 0.173), 연구모형(0.480, 0.1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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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원1에서 대응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연구기간을 보면 4년에서 6년 사이의 

연구기간에서 가장 CEP-CFP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연구기간이 길수록 관

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측정방식을 보면 주관적 측정인 자가 평가

(self-reporting)보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객관적인 측정이 CEP-CFP 간의 관련

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향후과제

지금까지 CEP와 CFP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왔던 본질적인 원인은 

환경성과의 정의와 범위 등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환경성과의 부정류성에 있어 이를 

정류적 분석에 의해서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CEP-CFP 간의 관련성 관

련 연구들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국내외적으로 비교하여 조절변수를 찾아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메

타분석은 CEP-CFP 관련성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이론적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CEP-CFP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효과크기(상관계수)는 평

균 +0.145(p = .000) 95% 신뢰수준에서 하한 0.119에서 상한 0.1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다섯 가지 CEP척도는 모두 CFP척도와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환경투자 척

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CFP척도는 모두 CEP와 정의 상관을 보여주었다. CEP척도 중에서

는 자가평가 방식이, 그리고 CFP척도 중에서는 생산성 척도가 가장 강한 양의 상관을 보였

다. 대체적으로 CEP와 CFP의 관계를 요약하면 예상했던 결과대로 Horvathova(2010), 

Dixon-Fowler et al.(2013)과 같이 양의 상관을 보여주었다. 다만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시장기준의 CFP가 회계기준의 CFP보다 CEP와 더욱 강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

둘째 CEP-CFP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조절변인을 확인하고자 연구기간, 측정도구, 

연구모형, 샘플크기 등에 따라 추가로 하위 집단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측정방식(self-reporting 또는 archival)과 분석모형(회귀분석, 구조방정식)은 

CEP-CFP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연구결과가 게재된 

시기(출판년도), 연구모형에 있어서 시차변수의 포함 여부, 표본의 크기는 CEP와 CFP 

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의한 조절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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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술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의 효과의 크기만을 나타낸다면 이론적이거나 실

제적 가치 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학술지 간의 차이는 없었다.

셋째 다중대응분석의 결과를 보면 좌측 상단에는 연구모형으로서의 구조방정식, 설

문지 등을 통한 자가 평가(self-reporting)의 측정방식, 그리고 0.4 이상의 상관계수 크

기가 함께 경계가 형성되어 있다. 우측 상단에는 50개 이하의 샘플크기, 7년 이상의 연구기

간과 금융위기 이후의 출판시기, 시차변수의 도입, 0.0 미만(음의 상관)의 상관계수가 함께 

경계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국내 기존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조절변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측정방식의 조절효과, 연구기간 및 연구결과가 게재된 시기 등은 해

외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했으며 나머지 변인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단순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 외

에도 연구 효과의 크기의 측정을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CEP-CFP 관

련성 연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방법론에 

관한 논의이지만 방법론 자체도 정책적인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CEP와 CFP 간의 양의 관련성은 환경측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선제적・적극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실제 본고에서는 국내외의 CEP-CFP 메타분석에서 찾기 어

려운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에 의한 시각화를 통해 이해가

능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CEP-CFP 관

련성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아직 국내에 충분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대응분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응분석이 다소 애매모호한 결과를 제공할 뿐이고 때로는 왜곡된 

결과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연구의 지속적 결과에 대한 주

요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방향에서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자에게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석기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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