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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논문은 그린공 망 리(GSCM: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도입기업의 환경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조직성과와의 련성에 한 실증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의 분석은 GSCM을 도입한 92개 표본기업을 상

으로 Smart PLS 2.0과 SPSS 18.0을 이용하 다. 분석결과, 첫째 환경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  책임은 환경 련

부문에 한 법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환경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GSCM실행요인인 내부환경경   시장

환경은 환경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조직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GSCM을 도입 하려는 기업들에게도 환경성과  조직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

라는 실무 인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the factors of GSCM corporation 
pract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affect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mart PLS 2.0
and SPSS 18.0 were used to examine a sample of 93 replies collected from corporations that had adopted GSCM.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responsi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corporation complying with legal responsibility in environment related sectors. Second, inter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arket environment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Third, 
corporations with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have high degree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ave practical implications to corporations that will adopt GSCM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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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으로 환경  이슈는 이제 개별국가와 개별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련된 국가, 개인, 기업, 

고객, 구매자, 지자체, NGO등 모든 이해 계자들과 연계

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따른 국내외의 

법  요구사항과 규제강화, 제품과 공정의 환경 향에 

한 기업의 책임증가, 시민단체의 성장과 환경소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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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각, 다양한 이해 계자력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환

경경 이 새로운 기업 경 의 패러다임으로 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 목표는 경제  이윤 추구와 함께 

환경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게 되었다[1]. 이러한 환경  

심이 증 되고 있는 상황에서 GSCM(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그린공 망 리, 이하GSCM)은 주

로 제조기업들에게 기업환경경 의 하나로 인식되어 

용되고 있다. 즉, 환경규제를 잘 이행하는 것은 단기 으

로는 제품개발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 으로는 제품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향상, 자원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국내외 인 경쟁력 강

화에 따른 생산성과 수익을 증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망하고 있으며, 정

부에서도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해법 실마리로 활용하려

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 신규 녹색기술 개발과 

함께 기존 사업에 녹색 개념을 덧 우며 변화를 도모하

고 있고 소기업 역시 녹색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활로

를 찾고 있다. 산업계를 넘어 내외  환경에서도 녹색

과 친환경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이슈가 기

업 경 에 미치는 향은 꾸 히 증가하고 있고[2] 기업

들의 환경에 한 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

능경 측면에서 기업의 환경경 도입이 기업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3]. 이러한 환

경경 이 기업경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력이 요

함에도 불구하고 GSCM에 한 국내연구는 해외선진국

에 비해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한 기업들이 환경에 한 요성은 인식하나, 

GSCM도입 시 과도한 기투자 비용부담과 기업경 성

과에 한 회의 인 측면에서 도입을 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SCM실행요인과 사회  

책임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향력  이러한 환경성과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한다. 이는 환경에 한 요성을 인식하지만 비

용측면 등의 이유로 GSCM도입을 주 하는 기업들에게 

도입의 필요성에 한 략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린공급망관리(GSCM)개념

GSCM은 1980년 에 논의되기 시작하 으며, 1990년

의 공 사슬개념이 진화된 것이다[4]. GSCM이라는 개

념은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Environmental 

Supply Chain Management, Eco SCM, SCEM 등 사용

하는 주체나 연구의 목  범 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일반 으로 Green SCM 는 여서 

GSCM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Supply Chain 

Management에 ‘Green’이라는 환경 측면을 강조하여 공

망 리를 친환경 으로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GSCM은 기업 친화 인 리 는 리기법을 공

사슬 리에 용하여 환경성과  기업성과 달성을 목표

로 한다는 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기존학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GSCM이란 기존의 공 사슬 리에 환경  요소를 포함

하여 공 자와 장기 인 계를 구축하는 환경경 활동’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그린공급망관리(GSCM)관련 선행연구

외국에서는 이미 환경문제 해결을 한 방안으로 

SCM에 환경  측면을 고려한 GSCM에 련 연구가 오

래 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환경에 

한 심은 있으나, 환경경 에 한 인식부족과 GSCM 

도입 시 기 투자에 따른 비용증 로 인해 꺼려하는 경

우가 많아 GSCM을 도입한 기업에 한 실증연구는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GSCM

련 연구는 Zhu & Sarkis[6]의 연구 이후 련된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고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그 밖의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pstein & Wisner[7]는 환경규제(국내환경규제  정

부환경정책)와 외부이해 계자(공 자, 고객 등)가 

GSCM실행을 매개로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향력에 한 연구를 수행했다. Zhu & Sarkis[6]는 186개

의 국기업으로부터 GSCM실행과 환경  경제  성과 

간의 련성을 조사하 다. 이어서 Zhu & Sarkis[8]은 

국 제조 기업들의 GSCM의 동인과 실행요인  성과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Zhu et al.[9]은 국 제조 기

업들의 GSCM 구 이 GSCM에 미치는 향력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Chien & Shih[10]는 타이완의 자 

제조기업들의 GSCM실행과 성과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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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의 GSCM 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상오[11]

는 기업 간 환경경 이 환경성과와 공 사슬성과에 미치

는 향력에 한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이용근과 우

무진[12]은 친환경공 사슬 리 활동의 변수인 녹색구

매, 청정생산기술, 운송 신, 역물류 활동이 기업성과(환

경성과와 비환경성과)에 어떠한 정 인 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제조기업의 SCEM역량

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경 의 략  방향을 제시하

다. 박지 [13]은 공 사슬상에서 환경경 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국내의 제조 기업을 상으로  GSCM을 

한 기업의 GSCM동기, 인 라, 로세스  환경성과라

는 인과 계가 구매자-공 자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결과, CEO의 

리더십과 친환경조직 구축이 친환경 구매, 생산  물류

를 수행하여 환경성과를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 찬과 오형진[5]은 GSCM 향요인과 기업성과 간의 

계를 실증 으로 연구하 다. 그 결과, GSCM 향요인 

 조직  요인이 GSCM구축 시 매우 요한 요인임을 

밝 냈다. 이수열과 이경호[2]는 사회  자본 에서 

그린공 망 리 활동을 진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

한 활동이 공 사의 생산운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

증 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 그린공 망 리 활동이 

공 사의 생산 운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환경  심이 증 되

고 이에 따른 련 연구가 다양한 에서 진행되고 있

다.

2.3 사회적 책임 관련 선행연구

기업의 사회  책임 개념은 1990년  들어오면서 지

속 인 성장 지향 의미로 지속가능경 이라 지칭되기도 

하 다[14]. 사회  책임의 기본 인 개념의 틀을 제시한 

Caroll[15]은 사회  책임을 경제 , 법 , 윤리 , 자선  

책임 등 네부분으로 나 어 기업의 사회업 을 평가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기업의 사회  책임과 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회  책임과 기업성과 간의 련성

을 연구하여 왔다. Pava & Krause[16]은 사회  기 를 

충족한 기업들이 그 지 못한 기업들보다 평균 인 재무

성과를 상회한다고 주장하 고, 박상록[13]은 기업의 사

회  책임활동을 통한 이미지 형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  활동에 한 략

 방향을 제시하 다. 따라서 사회  책임의 요한 하

나의 축인 환경문제의 경우, 이미  세계 으로 모든 국

가  기업에게 생존의 기본조건으로 부상되었지만, 기

업 에서는 새로운 비용이라는 사고가 지배 이었다

[17]. 그러나 기업의 활동 역이 확 되고 환경문제의 심

각성  지속가능성 개념의 두됨에 따라 사회가 기업

에게 사회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 련에 한 사회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은 생산과 

서비스 달 로세스를 재설계하여 기오염배출  폐

기물감소 등과 같은 환경성과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 환경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오늘날 환경문제에 해 정부나 소비자의 인식이 변

화하고 있다. 기업에 한 오염방지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경 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기

업 경 활동 과정에서 환경요인을 하게 리하는 경

우에는 많은 이 을 제공하기도 한다[18]. 이러한 에

서 환경성과는 오늘날 다른 기업과의 경쟁  우 를 달

성하기 한 경 자의 심이 상이 되고 있다[9]. 환경

성과의 개념에 한 근은 1994년에 시작되었는데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ao[19]는 조달물

류부문에서의 녹색경 은 원료, 녹색생산, 청정생산, 오

염 방지, 원료 폐기물 감소와 같은 환경성과를 향상시킨

다고 주장하 다. 이정희[20]는 친환경 공 사슬 리가 

환경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환경성과를 에

코효율성으로 측정하고 단일기업보다 기업 간의 력을 

통해 환경성과를 더 많이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이 찬

과 오형진[5]은 환경성과를 환경경   과정에서 생태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로 이고 환경효율성을 높이

는 것이라고 하 고, 그린 SCM도입수 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용근과 우무진[12]은 

친환경공 사슬 리 활동이 에 지 감, 폐기물/용수 

사용량 감소와 배출물, 유해물질  온실가스 감소와 같

은 환경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자[18]도 환경 리개선활동이 활발한 경우 내· 외부 

환경성과가 향상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2.5 환경성과와 조직성과간의 관련성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  책임 강화와 환경 이슈의 부

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환경성과와 함께 재무  비

재무성과를 동시에 강조하는 지속가능경 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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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로 1990년 에 몇몇 기업들은 폐기물, 쓰 기, 

원료의 감과 에 지 약을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 등

과 같은 시장 압력에 효과 으로 응함으로써 수억 달

러를 감하기도 하 다[21]. 이처럼 기업의 환경경 활

동에 의한 환경  성과는 다양한 효과를 나타냄으로

써 궁극 으로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보고 있다[18]. Sharma[22]는 환경 친화기술의 활

용을 포함한 극 인 환경경 활동은 기업의 비용 감

과 수익 증  등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등

과 같은 비재무  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노상환[23]은 환경경 활동에 주력하는 환경친

화기업이 일반기업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하 으며, 정미

자[18]은 환경경 활동과 환경성과  경 성과와의 

련성에 한 연구에서 내부 환경성과가 높은 기업의 경

우 기업의 경 성과도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이처럼 환경성과와 조직성과와의 계는 기업이 환경경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요한 심사로 두되고 

있고 환경성과와 조직성과 간의 정(+)의 련성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처럼 환경

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고객과의 계가 강화되고 재고 

수 이 감소되며 이는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조직성과

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

로 GSCM도입 기업의 환경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  책임, 투자회수, 내부환경경 , 시장환경으로 정

의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환경  성과  조직성과에 미

치는 향력에 을 맞춰 연구범 를 국한하 다.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GSCM을 도입한 기

업의 GSCM실행요인과 사회  책임이 환경성과  조직

성과간의 련성을 연구하는데 목 이 있다. 우선, 환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GSCM실행요인과 사회  

책임으로 나 었으며 GSCM실행요인은 Zhu & 

Sarkis[8]의 선행연구를 토 로 투자회수비용, 내부환경

경 과 시장환경으로 설정하 다. 오늘날 기업경 에 있

어서 환경경 과 함께 기업의 사회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책임이 기업의 재무성과  이미

지, 가치 향상에 요한 요인이 된다는 Caroll[15], 박상록

[13]등의 연구결과처럼 환경 련 법규에 한 법 책임 

 윤리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환경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aroll[15]

이 제시한 4가지 사회  책임  본 연구의 GSCM도입

과 같은 환경경 과 련이 있고 성인들에게 기업의 사

회  책임 에서 제일 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된 법 ·

윤리  책임을 사회  책임으로 선정하 다. 환경성과는 

Zhu & Sarkis[6], 정미자[18]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조직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조

직성과는 Zhu & Sarkis[8], 성 석[24], 이용근과 우무진

[12], 강민석[25]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 다. 이를 모형

화하여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3.2.1 사회적 책임과 환경성과

환경에 한 기업의 사회  책임은 단기 으로는 에

지  원료 사용 감 등의 비용 감효과를 가져오고, 

장기 으로는 자사만의 환경경  노하우와 기술을 습득

하여 이해 계자에게는 리미엄 가격에 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해 다. 이 윤[26]은 

사회  책임이 기업 가치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따라서 사회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높듯이 

환경  법률 련 정보를 고객  공 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거나 환경기 에 한 법 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

들은 환경성과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GSCM을 도

입한 기업들은 환경문제의 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생산 장에 용시킨 기업으로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2015

90

환경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상의 논거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GSCM도입 기업의 사회  책임은 환경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GSCM도입 기업의 법  책임은 환경성

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GSCM도입 기업의 윤리  책임은 환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GSCM실행요인과 환경성과

환경성과에 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Florida, 

1996[27]; Handfield et al., 2002[28])  GSCM실행 이유가 

환경성과를 실질 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 다. 

GSCM실행요인  하나인 투자비용회수는 국의 경우, 

GSCM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8], 미국이나 유럽기업들에게도 투자비

용회수는 GSCM실행의 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에서처럼 GSCM실행요인

인 투자비용회수는 환경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으로 단된다. 

성 석[24]은 내부환경경  요인인 시장압력에 응

한 기업의 활동이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조직 내의 극 인 환경경 활동이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환경 응능

력  경 성과를 제고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결

과에 해 기업은 자발 이고 극 인 환경경 활동의 

수행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환경 친화 으로 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환경문제에 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자세와 

실천이 요하다고 주장하 다. 정미자[18]도 내부 환경

경 요인에 해당하는 환경 리개선활동이 활발한 경우 

내·외부 환경성과도 향상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시장 환경은 기업에게 환경문제와 련한 경제  이

익추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며, 산업구

조  시장특성에 따라 기업의 환경 친환 인 경 활동

에 한 동기를 부여한다. 한, 시장 환경은 기업에게 환

경  의 시장기회와 험으로 작용하며, 고객의 환

경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업의 시장기회는 더욱 확

된다. 따라서 시장 환경은 기업이 극 이고 략

인 환경경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에 한 정부나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기업에 한 오염방지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

경 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기업이 

경 활동 과정에서 환경요인을 하게 리하는 경우

에는 많은 이 을 제공하기도 한다[25]. 따라서 이상의 

논리  근거를 토 로 GSCM실행요인이 환경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2: GSCM의 실행요인은 환경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투자회수비용은 환경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내부환경경 은 환경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시장 환경은 환경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환경성과와 조직성과

자원기반이론의 에서 환경성과와 조직성과가 기

업의 략  자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

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30]. Sharma[22]는 환경 

친화기술의 활용을 포함한 극 인 환경경 활동이 기

업의 비용 감과 수익증 의 재무  성과와 함께 기업 

이미지 제고, 공 자 력, 이해 계자와의 력  계 

구축 등의 비재무  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Hart & Ahuja[31]는 탄소배출량을 이는 

노력이 1년 후의 운 성과, 그리고 2년 후의 재무성과의 

개선과 하게 연 되어 있음을 발견하 다. King & 

Lenox[32]는 유독화학물질의 총 방출량, 상  방출량, 

산업 방출량을 환경경  활동으로 토빈의 Q를 기업의 가

치로 활용해 652개의 미국기업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고 환경성과가 기업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를 도출하 다. 이처럼 환경성과가 기업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서 증명되었다. 김상오[11]는 환경성과가 공 사슬 성과

에 미치는 향력 분석에 한 연구를 통해 환경 경 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향이 유의함을 밝혔다. 이 찬과 

오형진[14]은 환경성과가 재무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여 GSCM 기 구축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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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도입을 통해 환경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성과에도 직·간 으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용근과 우무진[12]은 친환경 공 사슬 리 활동이 

환경성과와 비환경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에서 친환경 공 사슬 리활동은 에 지 감, 폐기물

/용수 사용량 감소와 배출물, 유해물질  온실가스 감소

에 의한 환경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고, 고객 불만

건수 감소, 기업이미지와 제품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의 비재무  환경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무진[33]은 거래기업 간 환경경 활동이 경 성

과인 고객만족 등과 같은 비재무  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토 로 GSCM을 도입한 기업의 환경성과가 높은 

경우, 조직의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재고수  감소, 제

품 품질 향상과 우수고객 이탈률 감소, 고객과의 계 강

화 등과 같은 조직의 성과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단

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환경성과는 조직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해 사용한 변수는 사회  

책임, 투자비용회수, 내부환경경 , 시장 환경, 환경  성

과  조직성과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기존 문헌에서 검

증된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문항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합하도록 수정  보완하 다. 우

선, 사회  책임은 Caroll[15]의 연구를 기반으로 GSCM

과 련성이 있는 법  책임과 윤리  책임을 본 연구에

서 채택하 다. 여기서 법  책임은 제품과 련된 환경 

 법률에 한 정보 등 법  책임을 지고 투명경 을 

해 노력하는 정도를, 윤리  책임은 소비자권익보호  

윤리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 다. GSCM의 실행요인인 투자비용회수, 내부환

경경 , 시장 환경은 Zhu & Sarkis[8]의 연구를 토 로 

정의하 다. 여기서 투자비용회수는 폐기된 원료  과

잉된 원료를 재 매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재고품을 재

매하고 있는지, 폐기된 원료를 재 매하고 있는지, 과

잉된 설비를 자본 재 매 하는지 등 3가지 항목으로 측정

하 다. 내부환경경 은 기업 내부에 환경 련 미션이나 

정책이 잘 정립되어 있거나 구축되어 있는 정도로 정의

하고. 환경 련 미션이 구축되어 있는지, 환경을 오염시

키는 원료처리비용이 많이 드는지, 환경 친화 인 제품 

포장을 한 비용이 많이 드는지 등 4가지 항목으로 측정

하 다. 시장 환경은 기업과 고객이 환경 련 문제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그린이미지 구축을 한 노력정도

로 정의하 다. 환경성과는 경제  의 성과인 조직

성과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환경경 활동으로 인한 내

부 인 환경개선결과로 정의하고 Zhu & Sarkis[8], 이

찬과 오형진[5], 정미자[18]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로 

기오염 배출  폐기물 감소, 유해/독성물질 사용과 환

경 련 사고 발생 감소정도로 정의하 다. 이러한 환경

성과로 인한 조직성과는 환경경 으로 수반되는 조직의 

수익 증가  고객만족정도로 정의하고 Zhu & Sarkis[8], 

이용근과 우무진[12], 강민석[25]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로 흐름 증가, 매출액 증가  재고수  감소, 제

품 품질 향상과 우수고객 이탈률 감소, 고객 의 계 강

화정도 등 6가지 항목으로 측정하 다. 

4.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4.1 연구표본의 특성 및 자료분석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GSCM을 도입한 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보통 ISO14000시리즈를 획득한 

기업의 경우는 GSCM도입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는[5] 선행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의 표본도 ISO14000시

리즈를 획득한 기업들도 GSCM을 도입한 기업으로 간주

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우선 표본선정은 주권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외부감사 상법인들이 

련법규에 의해 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  감사보고서 

데이터베이스인 TS2000에서 제조업체 800여개의 기업

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을 이용하 다, 총 125개가 회수되

었으나 GSCM에 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GSCM 도입이 

기단계여서 설문응답이 부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92

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응답기업은 100～500명 미만인 기업이 25

개(27.1%) 업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으며, 종업

원 수가 50명미만인 기업이 12개(12.9%) 업체, 50～100명 

미만인 기업이 22개(23.9%)업체, 500～1,000명 미만인 기

업이 10개(10.8%) 업체, 1,000～3,000명 미만인 기업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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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Factor

Loading
AVE CR

Cronbach’s 

α

Social 

Responsi

bility

Legal 

Responsib

ility

LR1 0.680

0.652 0.880 0.837
LR2 0.915

LR3 0.711

LR4 0.895

Ethic 

Responsib

ility

ER1 0.894

0.778 0.941 0.907
ER2 0.934

ER3 0.877

ER4 0.901

Investment  

Recovery

IR1 0.899

0.749 0.898 0.898IR2 0.737

IR3 0.946

Internal 

Management

IM1 0.866

0.778 0.913 0.858IM2 0.927

IM3 0.852

Market 

Management

M1 0.950
0.804 0.950 0.894

M2 0.952

Environmental 

Performance

EP1 0.968

0.924 0.987 0.986
EP2 0.983

EP3 0.979

EP4 0.987

Organizational 

Performance

OP1 0.957

0.898 0.968 0.984

OP2 0.968

OP3 0.967

OP4 0.957

OP5 0.963

OP6 0.954

개(11.9%) 업체, 3,000～5,000명 미만인 기업이 4개(4.2%) 

업체를 차지하 다. 5,000명 이상인 기업도 10개(10.8%)

업체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은 5,000억 이상이 28개

(30.5%)업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50억원 미

만이 7개(7.5%) 업체, 50억～100억원미만이 11개(12%) 

업체, 100억원～500억미만이 23개(25%), 500억～1,000억

미만이 12개(13%) 업체, 1,000억～5,000억원미만이 11개

(12%)업체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모델의 설명

력과 각 변수간의 경로  유의성을 조사하기 하여 

Smart PLS(Partial Least Squares)2.0을 이용하여 가설

을 검정하 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해 각 구성개념의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내 일

성을 측정하 다. 일반 으로 신뢰도 계수 값이 0.6이

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하며, 본 연구에서 각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0.837-0.986사이에 존재하므로 각 측정항

목은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성개념간의 신뢰성

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계산하고 상 계분석을 수행하

다. 복합신뢰도의 경우, 0.70이상[33]이면 만족스러운 

수 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변수들은 모두 권장기

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1] 참조). 평

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0.707을 과[34]하고 두 구성

개념들 간의 상 계수 값보다 큰 경우에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

정항목이 요인 재량이 0.6이상, 각 구성개념들의 AVE

제곱근이 0.7이상(0.807-0.948사이)이고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알 수 있다.

4.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GSCM실행요인과 사회  책임이 

환경성과  조직성과 변수간의 련성을 검증하기 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 한 경로분석결과  가

설검증결과는 [Fig. 2][Table 2]와 같다.

우선, GSCM기업의 사회  책임  법  책임은 환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

(경로계수 = 0.234, t = 1.738)은 채택되었으나 윤리  책

임은 환경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1-2는 기각되었다. GSCM 실행요인  투자비용회수

는 환경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경로계수 = 

-0.226, t = 1.615)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내부환경경 과 

시장 환경은 환경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경로계수 = 0.276, t = 2.847)와 가설 

2-3(경로계수 = 0.365, t = 3.627)은 채택되었다. 한, 환

경성과와 조직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GSCM도입 기업의 환

경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조직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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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Table 2] Summary of Hypotheses Testing

Path
Path

Coeffici
ent

t-
Value Result

Leg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0.234 1.738

*
Support

Ethic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0.053 0.467 Not-Su
pport

Investment Recovery ->
Environmental Performance -0.226 1.615

Not-Su
pport

Internal Environment ->
Environmental Performance

0.276 2.847** Support

Market Environment ->
Environmental Performance 0.365 3.627

***
Support

Environmental Performance ->
Organizational Performance

0.807 7.612*** Support

Significance Level: *: p<0.1 **: p<0.05 ***: p<0.01

5. 결 론

5.1 본 연구의 요약

오늘날 환경문제에 한 사회  심이 증 되고 환

경보존에 한 기업의 사회  책임이 지속가능경 을 

한 필수 인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경 활

동은 모든 기업들에게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반

으로 기업의 환경경 활동은 환경성과를 향상시키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환경경 활동으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되어 조직의 성과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환경문제에 한 

심은 높으나 이에 한 실천은 극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경 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 에게 공 사슬상의 ‘그린화’를 

의미하는 GSCM도입기업의 GSCM실행요인  사회  

책임이 환경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력에 한 

실증 분석을 하 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한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SCM도입기업의 사회  책임  법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은 환경성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윤리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강제 인 규율인 

법  책임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기업들은 환경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치지만 비교  자율 인 성격을 지니

고 있는 윤리  책임은 환경성과에 직 인 향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장기  성

공을 한 조건  하나로 윤리의식과 사회  책임(CSR)

이 강조되고 있다. 한 경제선진국일수록 윤리  책임

에 심이 높다는 을 통해 국내 기업들도 강제 인 법

 책임뿐만 아니라 자율 인 성격의 윤리  책임을 다

하는 성숙한 환경이 조성되어 환경경  실천뿐만 아니라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업문화의 조성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GSCM실행요인  내부환경경   시장환경은 

환경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Zhu & Sarkis(2004)[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조직내부에 환경 련미션이나 정책 구축하는 등 그

린이미지 구축을 해 노력하는 기업들은 환경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증명

된 실증 연구결과를 토 로 환경의 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환경실천에는 소극 이었던 기업들도 공 사슬

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부문에 기업들의 략  경쟁

우 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환경경 에 힘써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투자비용회수는 기존연구의 결과와 달

리 환경성과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의 산업에서 재고품  폐기된 제품의 재

매 등의 투자비용회수는 최소한 3～5년 이상이 지나야만 

그 성과가 난다는 을 볼 때 본 연구의 GSCM도입 기업

들이 1～2년 미만이 기업이 다수이므로 당장의 환경성

과에 직 인 향을 주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비용회수는 장기 인 에서 환경

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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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환경성과는 조직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이 환경경 을 

도입하면 유해물질 투입이라는 직  비용이 고 환경

련 사고 등의 간 비용이 함께 감되어 기업의 이익구

조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5]와 일치하

는 것으로 환경경 에 한 기업의 재무가치 평가가 지

속  성장가치, 환경  사회  가치를 측정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2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오늘날 기업들의 신 인 변화가 요구되고 지속 인 

경 수단으로서 사회  책임이 강조되면서 이에 한 수

단으로서 환경경 에 한 기업의 심이 증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토 로 공 사슬에서 환경

 측면을 강조한 GSCM실행요인  사회  책임이 환

경성과  조직성과간의 련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계의 연구자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략과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 까지 사회  책임과 환경성과간의 직 인 

련성에 한 연구가 부족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환경성과는 GSCM실행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책

임을 다하는 기업들에게 직 인 련성이 있음을 실증

으로 증명하 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한 인식이 

요해짐에 따라 GSCM미도입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 사회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환경에 부

정 인 향을 미치는 제품은 친환경 소비자와 그린 유

통업체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을 정도로 

GSCM도입은 당면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비

용 인 측면 때문에 GSCM 도입을 주 하는 기업들에게 

제품, 서비스, 생산 공정, 물류 등 개별기업의 경 활동을 

넘어 체 인 시스템  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

째, 환경에 한 요성은 인식 하고 있으나 기 투자비

용 때문에 도입을 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GSCM도입

과 같은 환경경 이 조직의 환경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이러한 환경성과로 인해 장기 인 에서 조직

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실증 으로 증

명하 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정 인 측면을 부

각시켜서 기 투자비용이 커서 개별 기업만으로 GSCM

도입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에게 력업체, 동종기업 등 

기업들 간의 력을 통한 GSCM구축을 한 방안을 마

련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직까지 국내의 GSCM도입은 기단계인 기업이 

많고 본 연구의 표본 상기업 한 GSCM도입 기 단

계의 기업이 많아서 설문회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설문

응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의 경우, 직  방문

을 통해 설문문항에 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높인 후 작

성하도록 하 다. 한, 메일이나 화로 질문을 하는 응

답자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달하여 설문응답률을 높이

고자 하 으나 많은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GSCM도입 기업보다 미도입 기업이 

더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을 가지고도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한된 표본 수로 인해 다양한 에서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별로 환경성과에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고 환경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력에 한 연구를 수행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와 같은 한계 에도 불

구하고 아직 GSCM도입의 기 단계에 있는 한국 기업

들을 상으로 환경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지속가능한 경

의 인 사회  책임이라는 요인을 추가하고 이러한 

환경성과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력까지 분석한 은 

GSCM 미도입 기업에게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업

의 비즈니스 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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