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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의 환경기업 중 R&D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원투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을 살펴보고, 이어 제품 · 공정 · 조직 · 마케팅 등에서의 혁신이 자원투입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지 
간접적인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R&D 조직을 보유한 137개 기업의 응답 자료

를 대상으로 SPSS와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둘째, 자원투입은 혁신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혁신 
유형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직혁신의 매개역할이 검증된 반면, 제품혁신, 공정혁신, 마케팅혁신의 매개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한국 R&D수행 환경기업들에서 혁신이 자원투입과 경영성과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분석됨에 따라, 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히 기업들이 조직혁신을 매개로 경영성과를 높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면서, 제품 · 공정 · 마케팅 등
에 걸친 혁신이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세심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실질
통계 확보가 어려워 설문을 통해 분석한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환경산업혁신체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한국 R&D수행 환경기업, 자원투입, 경영성과, 혁신, 매개효과

Abstract - This article analyzed the direct impact of resource inputs on business performances of Korean 
environmental companies conducting R&D,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product-, process-, organization-, 
marketing-innovations between resource inputs and business performances. We conducted the mediation 
analysis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based on a survey data from the Korean environmental companies. 
The article found that ① resource inputs have directly had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s, 
and ② innovations have mediated them. ③ But among 4 types of innovations, the only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innovation has been verified, and the others have not appeared.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①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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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at companies can improve business performances through innovation. ② The government needs to 
carry out the prudent supporting policies so that innovations in product, process, and marketing can lead 
to business performances. This article has the limitation of using the survey data, and needs further 
researches on the 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for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Key words : Korean environmental companies conducting R&D, Resource inputs, Business performances, 
Innovations, Mediation effects

1. 서 론

세계적으로 환경산업이 환경을 보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각국은 강력한 환
경규제 도입과 함께 환경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환경기술개발계획 등을 수립 · 추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기술선도형 R&D에 
중점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정책과 환경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기술과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
고 있다(KEI, 2004). EU는 지식과 혁신기반 경제
발전을 모토로 에너지 · 환경분야의 기술개발과 환
경산업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다(Yang, et al., 2014). 
중국은 ｢13차 5개년 경제규획(2016~2020)｣에서 
‘녹색’을 국가 발전이념으로 채택하고, 강력한 환
경규제와 환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14년에는 
25년 만에 환경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Kang, 
et al., 2016). 일본은 2018년 제5차 환경 기본계획
을 공표하여 환경산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산
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NIPA, 2012).

우리나라도 2011년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률｣을 개정하면서 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4차 국가환경종
합계획(2015)은 환경산업 생태계혁신 전략을 세
우고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 Mini-
stries, 2015). 뿐만 아니라 2018년 제4차 환경기술 ·
환경산업 ·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018~2022) 등
을 통해 환경산업 혁신성장, 기술 · 인력 · 산업을 연
계한 인프라 구축, 환경전문기업 육성, 글로벌 시
장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 
Ministries, 2018).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이러한 산업육성 
전략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환경 · 기상분야 
기술수준에 있어서 세계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76.6%
에 머무르며 약 4.1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야의 기
술수준이 65%로 가장 낮았다. 이는 국내 환경산
업체들이 최근 환경산업의 발전추세와 강화된 관련 
법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기술성과에 집중하
고, 특히 원천기술 연구보다 해외 실증기술 확보에 

주력을 기울인데 기인한다(KISTEP, 2018; Kim, et 
al., 2016). 뿐만 아니라 영세한 업체가 다수를 차
지하는 산업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Kim, et al., 2016). 2017년 기준 사업
체당 평균 매출액은 17억 원, 평균 종사자는 7.7
명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20인 미만 기업체는 
84.3%인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2017)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적 우위를 확보
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Kim, et al., 
2015; Sohn, et al., 2007).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산업의 기술개발 최전선에 위치한 환경기업
의 혁신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Hay & Kamshad(1994), Carden(2005) 등은 혁신이 
기업의 성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혁신을 위한 자원투입이 기업 성과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유일한 전략임을 강조하였다(Hay, et 
al., 1994; Carden, et al., 2005; Kim, et al., 2011). 

기업의 혁신과 성과에 관한 국내연구는 한국기업
혁신조사(Korean Innovation Survey, KIS)를 활용
하여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 등 대
표산업에 편중하는 한계가 있다(Jo, et al., 2017). 
이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한 연구는 KIS를 활용하
기보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 데이
터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Jo, et al., 2017). 그러나 환경산업은 설문을 기반
으로 한 실증연구조차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R&D를 수행하는 한국 환경기
업에서 R&D투자, R&D인력, 설비투자 등 자원투
입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시장점유율 등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자원투입
이 혁신을 매개로 하여 경영성과의 제고에 영향
을 미치는지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혁신의 매개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혁
신을 제품 · 공정 · 조직 · 마케팅 등 유형별로 세분
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3장에서는 한국 R&D
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과 경영성과, 혁신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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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변수를 정의하고, 연구모형과 가설을 수립한 
후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 분석결과를 설
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
로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
구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본 논문은 자원투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
적인 효과와 혁신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
를 한국 환경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자원투입이 혁신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1) 자원투입과 경영성과, 2) 자원투입과 
혁신, 3) 혁신과 경영성과, 4) 자원투입-혁신-경영
성과 간 관계 등으로 선행연구를 논의하고, 이어
서 환경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자원투입, 혁신,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1) 자원투입과 경영성과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은 기업의 경

영성과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업 내부의 자
원과 역량을 강조한다(Nam, et al., 2013).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관련한 투자와 인력, 그리고 설비투자
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신진교 · 조정
일(2011)은 대구지역에서 전략산업과 비전략산업
의 R&D혁신활동을 경영성과와 연결하여, 전 산업
에서 R&D인력과 학력이 매출액성장률과 총자산
순이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
였다(Shin, et al., 2011). 정승용 · 정선양(2013)은 국
내 생명공학산업을 대상으로 재료비 등 R&D비용
과 연구장비 등 연구설비투자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석 · 박사연구인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Jung, et al., 2013). 

한편, 설비투자는 기업의 생산능력을 결정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
업의 성장을 내다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Koh, 
et al., 2017). 이태정(2007)은 2003년 기준 금융관
련 업종을 제외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계, 설비, 
비품의 변화로 정의한 기업의 설비투자활동이 경
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윤성 · 최형규(2017)는 2001~2014년 
간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5,456개를 대상으
로, 기업의 R&D투자와 설비투자가 고용과의 긍
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를 제고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Koh, et al., 2017).

2) 자원투입과 혁신
Souitaris(2002)는 그리스 105개 제조회사를 대상

으로, 기업의 R&D집중도, R&D인력 비율 등이 
기술혁신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Souitaris, 2002; Kang, et al., 2018). 
최은영 · 박정수(2015)는 2012년 KIS 데이터를 이
용하여 기술혁신을 수행한 781개 제조기업을 대상
으로, 내부R&D투자가 직접적으로 기술혁신을 촉
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Choi, et al., 2015).

한편, 혁신을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 등 기술혁
신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보다 기업의 전반적인 경
제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관
리혁신, 경영혁신 등 새로운 혁신의 개념과 유형
이 도출되고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Jang, et 
al., 2010). OECD의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
에서도 이전까지 혁신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
로 구분하였지만 2005년부터 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을 추가하였다(Oh, 2013). 최근 세분화된 혁
신 유형을 살펴본 연구로서, Abdu & Jibir(2018)
는 나이지리아의 기계산업, 수송산업 등에 종사하
는 121개 기업의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R&D투
자, 공식 교육훈련 등이 제품 · 공정 · 조직 · 마케팅
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bdu & Jibir, 2018).

3) 혁신과 경영성과
혁신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점

유율을 확대시키며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등 기업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Yang, et al., 2017). 특히 성장을 원하는 기업에 있
어서 혁신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et al., 
2011). 서란주 등(2011)은 2001~2009년 간 상장을 
지속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과 시장점유
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며, 기술혁신
은 시장점유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영성과를 
넘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Seo, et al., 2011). 오신호(2013)는 2010년 KIS 제
조업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재무자료를 결
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정
· 조직 · 마케팅혁신 활동이 제품혁신과 함께 수행
됨으로써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
로는 대기업 · 중기업에서 공정혁신이 제품혁신과 
함께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
기업의 경우 조직혁신이 제품혁신과 함께 기업성
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13). 

4) 자원투입-혁신-경영성과 간 관계
최근 들어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자원투입과 

경영성과, 자원투입과 혁신, 혁신과 경영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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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수 간 관계를 넘어서 세 변수를 함께 고려하
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Koellinger(2008)는 
기술투자-혁신-성과로 이어지는 분석틀을 제시하
고 기술투자와 성과는 혁신에 의해 중재될 수 있
다고 분석하였다(Philipp, 2008). 한 단계 나아가, 
장성근 등(2009)은 R&D투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
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과정 변수로
서 기술경영능력을 추가하여 연구소를 보유한 
175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술
경영능력이 R&D투자와 기업성과 간 관계를 긍정
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et al., 
2009). 홍사도아 등(2018)은 국내 바이오에너지기
업에 있어서 R&D인력, R&D투자 등 기업의 투입
은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
치고, 관련 정책은 투입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특히 
세부 정책별로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전력가격변화, 온실가스감축의무, RPS와 RFS(re-
newable fuel standard) 의무비율에 따른 사업규모
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수송용 연료가격변
화와 RFS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Hong, et al., 2018). 양울민 등(2017)은 
2014년 KIS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
에서 내부R&D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내부R&D가 
제품혁신에 양(+)의 영향, 공정혁신에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산업 공
히 공정혁신이 재무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이들은 제품혁신과 공
정혁신에 한하여 분석한 것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하며, 향후에는 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을 고
려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Yang, et al., 2017). 
이것은 혁신이 유형별로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
고 있으며, 하나의 지표로 분석될 경우 혁신을 동
질적인 활동의 결과로 간주하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Jo, et al., 2017). 

2-2. 한국 환경산업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 환경산업에 대한 연구로서, 산업연구원(2007)
은 국내 환경산업에서 R&D투자의 부족, 국내 신
기술 사용 기피 등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해 투자 확대, 인 · 검증, 산업인프라 확충 등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Gwak, et al., 2007). 
환경부(2015)는 차별화된 환경산업 발전전략으로서 
환경산업체의 국내사업화 지원, 시설운영관리서
비스 시장 개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등이 필요
하며, 더불어 산업육성 정책의 기반이 되는 심화된 

산업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Lee, et al., 
2015). 강소영(2012)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2009
년 기준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
는데, 환경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높으나 상대적
으로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 
형태를 나타내며, 환경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 간 
파급효과가 증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Kang, 2012). 
강만옥 · 조일현(2015)은 R&D활동, 교육훈련, 근
로자의 학력 등으로 대변되는 인적자본이 환경기
술혁신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
경오염방지시설, 친환경 공정혁신 등을 위한 투자
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였다(Kang, et 
al., 2015). 

3. 연구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환경산업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
을 중심으로 기계 · 토목 · 화학공학 등 여러 공학
기술이 적용된 기술중시형 복합산업의 특성을 나
타내기 때문에, R&D활동을 위한 자원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발생지역, 원인 및 과정, 오염특성 등에 따라 다양
한 처리기술과 설비를 필요로 한다(Gwak, et al.,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국내 R&D
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을 독립변수로서 설정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R&D인력, R&D
투자, 설비투자 등을 택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핵심 경영성과는 생산성, 성
장성, 수익성, 기업가치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술경영 분야에서 전
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업의 매출액 변화, 영
업이익률 변화, 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측정지표로 
하고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매개변수로서 고려한 혁신은 Abdu & 
Jibir(2018), 오신호(2013), 양울민(2017) 등 선행연
구에 따라 제품 · 공정 · 조직 · 마케팅혁신을 측정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Table 1.> 참고). 다만, 
자원투입과 혁신, 경영성과 간에는 얼마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의 변화 
정도로 측정하였다(Kang, et al., 2018; Lee, et al., 
2014).

3-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상의 선행연구와 변수 설정을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세우기로 한다.

이어 <Fig. 1.>의 연구모형을 식(1)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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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innovation

Definition

Product
innovation

“Influence the company's sales by launching products on the market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or significantly 
improved in performance or use compared to existing products”

Process
innovation

“In the case of impacting the reduction of production and logistics costs and quality improvement by applying 
completely new or greatly improved methods in the logistics process such as production process, delivery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
innovation

“In the case of actually introducing a new organizational operation method such as new method of work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method, external cooperation relationship”

Marketing
innov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attractiveness of the product and consumer awareness, a very large change is introduced 
in the sales and marketing methods such as product design, packaging, product promotion, placement, and 
price”

Source : KIS(2016)

Table 1. The definition of innovation by type

Fig. 1. Research model

    ′       (1)

여기서 X는 독립변수, M은 매개변수, Y는 종
속변수를 의미한다. 는 상수이고, ′와 는 회

귀계수들이며, 과 는 각각 M과 Y의 추정오

차이다. 그리고 ′은 직접효과이며, 와 의 곱인 
는 간접효과를 의미한다. 이 때 X가 Y에 미치
는 총효과(total effect)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인 ′  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총효과에 
대한 간접효과의 비율( )은 식(2)와 같다.

  


′  


(2)

이어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 1-1 ~ 
1-4를 수립하였다. 

가설 1-1 :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
입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는 증가
한다.

가설 1-2 :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
입이 증가할수록 혁신 실현은 증가
한다.

가설 1-3 :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혁신 실
현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는 증가
한다.

가설 1-4 :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혁신 실
현은 자원투입이 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매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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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혁신 유형별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매개변수를 세분화하기로 한다. 먼저 제품혁신
이 매개변수인 경우에 해당하는 가설 2-1 ~ 2-4를 
수립하였다. 

가설 2-1 :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
입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는 증가
한다.

가설 2-2 :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
입이 증가할수록 제품혁신 실현은 
증가한다.

가설 2-3 :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제품혁신 
실현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는 증가
한다.

가설 2-4 :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제품혁신 
실현은 자원투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매개한다.

 
위와 동일하게 공정혁신이 매개변수인 경우에 

해당하는 가설 3-1 ~ 3-4 등을, 조직혁신에는 가
설 4-1 ~ 4-4 등을, 마케팅혁신에는 가설 5-1 ~ 
5-4 등을 수립하였다. 이 가설들은 제품혁신의 가
설 구조와 동일하기에 반복적인 언급을 생략하기
로 한다.

3-3. 설문구성 및 자료수집 방법

위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한국 환경산업의 혁
신과 경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는 국내 환경산업에 관한 정부승인통계로서 환경
산업통계조사, 환경기술 실태조사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와 성과에 대한 실물통계는 
여전히 축적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
이, 혁신의 측정방법에는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특정기간 동안 산출된 신제품/신공정 등이 
몇 건인지 파악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Kim, et al., 2015). 본 논문은 앞서 설정한 독립
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와 측정지표들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을 구축하고자 KIS 등 정부승인통
계의 원척도를 활용하여 개별 문항을 리커트 타
입 5점 척도로 정량화하고 오름차순으로 구성하
였다. 특히 KIS에서 혁신의 도입 및 운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혁신 실현 정도를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했다. 개발한 설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
환경대학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예비검토를 
받아 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완성되었다.

그리고 설문대상 환경기업 DB를 구축하기 위
해 1차적으로 NICE평가정보, 환경산업통계조사 
및 환경기술 실태조사의 참여기업 등을 활용해 
기업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이어 업종, 종업원수, 

신용등급의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2차 선별하였
고, 특히 개별기업의 홈페이지 확인, 유선연락을 
통해 환경분야 종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총 1,015개 환경기업 DB를 구축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 전화 접촉 후 이메일과 팩스
를 이용해 설문지를 송부 ·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설문응답자는 CEO, 경영임원, 기획/경
영부서 또는 중간관리자 이상 실무진으로 한정하
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1~2월 중 약 5주 간 진
행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연구개발 등 자원투입-
혁신–경영성과’ 간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중점
을 두었기 때문에 장성근 등(2009), 이성화 등
(2012)과 마찬가지로(Lee, et al., 2012; Jang, et al., 
2009) 현재 R&D조직을 보유한 137개 기업(회수
율 13.5%)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R&D조직의 형태는 기업부설연구소(독립연구소 
포함), 전담 R&D부서, 각 부서 내에서 R&D 병
행, 필요시 임시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괄한다.

3-4. 분석방법

본 논문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SPSS Statistics 
25.0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 Ver. 3.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첫째, 연구 
대상의 기본사항과 주요 측정지표에 대한 빈도분
석, 측정지표 간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나타내
는 측정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어 각 변수의 신뢰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
투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 · 간접적인 영향과 
혁신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1)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요인분석은 측정지표 간 상관관계 혹은 공분산

관계를 기반으로 지표들이 지닌 다양한 정보를 
잠재적인 공통의 요인으로 도출하는 방법이다. 추
출된 요인은 측정지표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하
는 개념이며, 현상을 단순 · 명료하게 설명하는 효
율성을 갖는다(Yang, 1998). 다시 말해, 하나의 요
인으로 묶인 지표들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공통요인과 관계가 낮은 지표는 
요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Kang, et al., 2018).

요인분석과 관련하여, 변수들 간 편상관을 확인
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검정을 실시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KMO값이 0.5보다 크면 편
상관이 낮아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절한 것으
로 판단한다(Kang, et al., 2018). Bartlett 검정은 
요인분석에 사용되는 상관계수의 대각행렬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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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business area

Frequency %
Establishment

year
Frequency %

Number of 
employees

Frequency %

Resource 
circulation

51 37%  ~1979 4 3% 1~5 7 5%

Water 33 24% 1980~1989 13 10% 6~20 64 48%

Air 20 15% 1990~1999 29 21% 21~50 39 29%

Other 33 24% 2000~2009 59 43% 51~300 22 17%

2010~2018 32 23% 301~999 1 1%

Sub total 137 100% Sub total 137 100% Sub total 133 100%

Table 2.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general information of companies) (N=137)

확인하는 과정이며,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아야
만 대각행렬이 아님을 뜻하여 요인분석이 가능하
다(Kang, et al., 2018). 이어, 요인 개수나 구조에 
대한 연구자의 가설과 모형이 실제 자료에 부합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
였다(Kang, 2013). 요인 추출방식은 측정지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 구조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일 때 고려되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요
인구조의 회전방식으로는 요인 간 상관관계를 고
려하는 방법으로써 사각회전 중 직접 오블리민(o-
blimin)을 적용하였다. 또한 요인적재량(factor load-
ing)은 측정지표와 추출된 요인 간 상관정도를 뜻
하는데 보통 0.3~0.5 정도의 기준이 다양하게 사
용되며(Kang, 2013), 본 논문은 0.3을 적용하였다. 
고윳값(eigen-value)은 요인적재량 제곱의 합이며, 
하나의 요인에 대한 고윳값이 1보다 작을 경우 요
인으로서 의미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요인의 
설명분산 비율(explained variance %)은 전체 변이
에 대해 해당 요인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가
를 의미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추출된 요인이 
실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최소 50~60%
의 누적 설명분산 비율이 적용된다(Kang, 2013).

이러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고, 결과값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판단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조건과 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경우 일관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확인
하는 분석법이다. 신뢰도는 0~1 사이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으로 산출되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0.6 이상이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Kang, et al., 2018).

2) 매개분석
본 논문은 장성근 등(2009)이 강조한 메커니즘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업의 자원투입과 경
영성과 사이에 매개변수로서 혁신을 도입하고자, 
홍사도아 등(2018)이 기업의 투입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정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사용한 
단순매개분석(Hong, et al., 2018)을 활용하고자 
한다. 

매개분석에서 통계적 추론 및 검정은 주로 
Baron & Kenny(1986)의 3단계법, Sobel test(1982), 
Hayes(2013)의 부트스트랩(bootstrap) 신뢰구간 설
정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 본 논문은 측
정지표나 추정치의 분포에 대한 가정없이 표본을 
재추출하여 신뢰구간을 계산하는 Hayes(2013)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반복 추출된 추정치들의 하한(lower limit confi-
dence interval, LLCI)과 상한(upper limit confi-
dence interval, ULCI)을 경계로 하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본다(Lee, 2015).

4. 분석결과

4-1. 빈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Table 2.>는 분석대상 기업의 일반사항에 대
한 빈도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세부 사업분야는 
자원순환관리가 37%(51개), 물관리는 24%(33개), 
대기관리는 15%(20개), 그리고 기타1) 24%(33개)로 
나타났다2). 설립년도는 2000~2009년이 43%(59개), 
종업원수는 6~20인 규모가 48%(64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 기타는 환경복원 및 복구, 기후대응, 환경안전 및 보건, 지속가능환경 및 자원, 환경지식/정보/감시 등 5개 분야를 포괄함
2) 이후 이어지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매개분석 등에 대해 세부 사업분야 별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응답기업 

수가 작아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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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resource inputs

R&D man power R&D investment Facility investment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① very decreasing - - - - 1 1%

② slightly decreasing 9 7% 10 7% 7 5%

③ unchanged 85 63% 62 46% 39 29%

④ slightly increased 39 29% 57 42% 72 53%

⑤ very increased 1 1% 6 4% 16 12%

sub-total 134 100% 135 100% 135 100%

Level of 
innovations

Product Process Organization Marketing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① very low 9 7% 4 3% 2 1% 13 10%

② slightly low 12 9% 11 8% 17 12% 26 19%

③ similar to industry 66 49% 62 46% 74 54% 68 51%

④ slightly high 47 35% 55 41% 41 30% 25 19%

⑤ very high - - 2 1% 3 2% 2 1%

sub-total 134 100% 134 100% 137 100% 134 100%

Change of
Business performances

Sales Operating profit to sales ratio Market share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① very decreasing 3 2% 7 5% 3 2%

② slightly decreasing 32 24% 40 29% 28 20%

③ unchanged 23 17% 29 21% 49 36%

④ slightly increased 70 51% 58 43% 52 38%

⑤ very increased 8 6% 2 1% 5 4%

sub-total 136 100% 136 100% 137 100%

Table 3.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measurement indicators) (N=137)

Measurement indicators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 R&D man power 3.239 .578 1 　 　 　 　 　 　 　 　 　
2 R&D investment 3.437 .698 .618** 1 　 　 　 　 　 　 　 　
3 Facility investment 3.704 .773 .375** .380** 1 　 　 　 　 　 　 　
4 Product innovation 3.127 .836 .092 .148 .178* 1 　 　 　 　 　 　
5 Process innovation 3.299 .766 .111 .263** .362** .453** 1 　 　 　 　 　
6 Organization innovation 3.190 .733 .162 .333** .115 .389** .440** 1 　 　 　 　
7 Marketing innovation 2.828 .897 .120 .245** -.031 .430** .437** .458** 1 　 　 　
8 Sales 3.353 .978 .117 .181* .251** .200* .141 .223** .114 1 　 　
9 Operating profit to sales ratio 3.041 .776 .121 .171* .136 .237** .136 .268** .206* .702** 1 　
10 Market share 3.204 .884 .230** .291** .306** .247** .170* .269** .233** .565** .677** 1

Table 4.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measurement indicators (N=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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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surement indicators
Factor Eigen

value
Cumulative 

(%)
Cronbach’s 

αFactor 1 Factor 2 Factor 3

Resource inputs

R&D man power -.020 .797 -.110

1.721 43.02 .703R&D investment -.024 .799 .093

Facility investment .120 .441 .121

Innovations

Product innovation .118 -.089 .624

1.488 53.66 .748
Process innovation -.107 .041 .763

Organization innovation .056 .084 .625

Marketing innovation -.041 .008 .630

Business 
performances

Sales .777 -.016 -.001

3.460 28.55 .847
Operating profit 

to sales ratio
.919 -.070 -.010

Market share .699 .143 .014

KMO(Kaiser-Meyer-Olkin) .72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428.391

df(p)　 45(.000)

Table 5.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N=137)

다음 <Table 3.>에서는 주요 측정지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R&D인력과 
R&D투자는 변화 없음이 63%, 46%, 설비투자는 
다소 증가한 응답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혁신 유형 중 제품 · 공정 · 조직혁신에서는 동
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으로 혁신을 실현한 기업이 
각각 35%, 42%, 32%로 낮은 수준보다 많은 반면, 
마케팅혁신의 경우 높은 수준이 20%, 낮은 수준
은 29%로 나타났다. 이어 경영성과가 감소하거나 
증가한 비율에 있어서 각각 매출액은 26%, 57%, 
영업이익률은 34%, 44%, 시장점유율은 22%, 42%
로 나타나, 가운데 값인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양분
된 경향을 띤다.

다음 <Table 4.>에서는 주요 측정지표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자원투입의 측정지표인 R&D인력, R&D투자, 설
비투자 간 상관계수는 0.375~0.618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찬
가지로 혁신 실현의 측정지표인 제품 · 공정 · 조직
· 마케팅혁신 간에는 0.389~0.458, 경영성과의 측
정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 시장점유율 간에도 
0.565~0.702로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이외에도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은 경
영성과의 모든 측정지표들과 개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200~0.269)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2.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 요인분석에 사용된 측정지표는 총 
10개이며 분석의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Table 5.> 참고). 요인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도출된 요인구조(factor structure)에
서 어느 측정지표가 어떤 요인에 속하는지를 결
정하고, 측정지표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여 요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Kang, 2013). 이에 따라 요인1에는 매출액, 영업
이익률, 시장점유율이 속하며, 측정지표의 공통적
인 특성을 기반으로 할 때 요인1은 경영성과로 구
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2에는 R&D인력, 
R&D투자, 설비투자가 속하며 자원투입을 의미한
다. 마찬가지로, 요인3에는 제품 · 공정 · 조직 · 마
케팅혁신이 속하며 혁신 실현을 나타낸다.

그리고 표본 적절성의 KMO값은 0.728이며, 
Bartlett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
인분석의 결과를 수용함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요인의 고윳값은 1보다 크고, 추
출 · 회전된 요인의 누적 설명분산 비율은 53.66%
로 충분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Cronbach’s α는 0.703~0.847로 계산되어 신뢰도
는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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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Pathway Effect
Confidence interval 95%

(B)LLCI (B)ULCI

Direct effect X→Y (c’) .2021 .0138 .3904

Indirect effect
X→M (a) .4221 .2633 .5809

M→Y (b) .3059 .1154 .4964

Mediation effect X→M→Y (ab) .1291 .0456 .2446

Total effect (c’+ab) .3312 .1549 .5076

 39.0%

Table 6. The results of mediation effects (N=137)

4-3. 매개분석 결과

1) 매개분석 결과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통해 추출된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 혁신 실현, 경영
성과 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
하였다(<Table 6.> 참고).

①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 증가는 
경영성과 증가에 95% 신뢰구간 [0.0138~0.3904]
에서 0.2021 만큼 직접적인 경로로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R&D수
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
가 증가한다는 가설1-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R&D인력 등 기업의 자원과 역량이 기업성
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신진교 · 조
정일(2011)의 연구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환경기술
로드맵 49대 기술 관련 특허 보유업체의 환경기술
분야 투자는 2015년 1조 5,053억 원에서 2017년 1조 
7,220억 원으로, 매출액은 2015년 18조 4,267억 
원에서 2017년 21조 1,05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통해 R&D수행 환경기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방
증할 수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2017).

②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 증가는 
혁신 실현의 증가에 95% 신뢰구간 [0.2633~0.5809]
에서 0.4221 만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
투입이 증가할수록 혁신 실현이 증가한다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D투자, 
R&D인력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이 혁신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은영 · 박정수(2015)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즉, 환경산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R&D투자 증가, R&D인력 확보, 설비투자 
증대 등 적극적인 자원투입에 의해 혁신 실현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혁신 실

현의 증가는 경영성과 증가에 95% 신뢰구간 [0.1154~
0.4964]에서 0.3059 만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R&D수행 환경기업
의 혁신 실현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가 증가한다
는 가설1-3은 채택되었다. 이는 제품혁신, 공정혁
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장광순(2010)의 연구결과가 한국 환경산업에서도 
유사하게 해석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의 
혁신이 경영성과를 개선하지 못하는 과학기술정
책연구원(2017)의 연구결과(Jo, et al., 2017)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따라, 한국 R&D수행 환경
기업의 자원투입 증가는 95% 신뢰구간 [0.0456~0.2446]
에서 혁신 실현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로 
경영성과 증가에 0.1291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효과 대비 간접효
과의 비율( )은 0.3900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원

투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전체 영향 중 39.0%가 
혁신 실현에 의한 간접적인 경로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폐자원에너지기업의 자원
투입이 관련 정책을 매개로 경제적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강지은 등(201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환경산업에 있어서 혁신
은 자원투입과 경영성과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
체로 분석된다. 

2) 혁신 유형별 매개분석 결과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과 경영성

과 간 관계에서 혁신 유형별로 매개분석을 실시
하였다(<Table 7.> 참고). Model 1은 매개변수가 
제품혁신인 모형이다. 마찬가지로 Model 2는 공정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혁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ol. 28, No. 4 (2019)

71

Effect Pathway

Model by type of innovation Confidence interval 95%

Model 1
(product)

Model 2
(process)

Model 3
(organization)

Model 4
(marketing)

(B)LLCL (B)ULCL

Direct effect
X→Y
(c’)

.2823 .1092 .4554

.3102 .1245 .4959

.2535 .0684 .4385

.3057 .1242 .4871

Indirect effect

X→M
(a)

.1686 .0026 .3346

.2568 .1154 .3982

.2755 .1454 .4056

.2355 .0660 .4049

M→Y
(b)

.2901 .1078 .4725

.0820 -.1402 .3041

.2823 .0457 .5188

.1087 -.0760 .2934

Mediation
effect

X→M→Y
(ab)

.0489 -.0014 .1461

.0210 -.0455 .0790

.0778 .0126 .1776

.0256 -.0161 .0894

Total effect (c’+ab) .3312 .1549 .5076

 - - 23.5% -

Table 7. The results of mediation effects by type of innovation (N=137)

혁신, Model 3은 조직혁신, Model 4는 마케팅혁
신을 매개변수로 둔 모형을 의미한다.

① Model 1~4에서 자원투입의 직접효과는 0.2823, 
0.3102, 0.2535, 0.3057로 모두 95% 신뢰구간 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혁신 유형별 모델 1~4에 걸쳐 한국 R&D
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이 증가할수록 경영성
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직접효과에 대한 가설 2-1, 
3-1, 4-1, 5-1은 모두 채택되었다. 본 분석결과는 
‘1) 매개분석 결과’의 내용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② 다음으로 혁신 유형별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제품혁신을 매개로 한 Model 1에서 한국 R&D수
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 증가는 제품혁신 실현의 
증가에 95% 신뢰구간 [0.0026~0.3346]에서 0.1686 
만큼 양(+)의 영향을 미치며, 제품혁신 실현의 증가
는 경영성과 증가에 95% 신뢰구간 [0.1078~0.4725]

에서 0.2901 만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로써 간접효과의 개별 경로 a, b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제품혁신의 매개효과(ab)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분석의 결과, 제품혁신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0.0014~0.146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2와 가
설2-3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광순 등(2010)이 국내 기업
을 대상으로 혁신의식이 제품혁신에, 이어서 제품
혁신이 경영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연결 관계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Jang, 
et al., 2010). 즉, 환경산업에서도 기업의 R&D투
자 등 자원투입에 따라 시장 선도적인 제품이 출
시되고, 이것이 경쟁우위 달성을 통한 경영성과 개
선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다만, 제품혁신의 매개효과(ab)가 검증되지 않
았으나, 신뢰구간 하한(–0.0014)이 0에 근접하게 
산출된 점3)에서 개별 경로(a와 b)가 보완된다면 

3)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구한 추정치의 상한과 하한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분석 마다 매개효과의 신
뢰구간은 미세하게 바뀌며(Lee, 2015; Hidden grace, 2018), 본 논문의 데이터를 부트스트랩 샘플 5,000회 기준으로 분석
한 결과,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이 각각 약 ±0.0020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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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 마케팅혁신 보다 우선적으로 매개효과
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정혁신을 매개로 한 Model 2에서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 증가는 공정혁신 
실현의 증가에 95% 신뢰구간 [0.1154~0.3982]에
서 0.2568 만큼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정
혁신 실현의 증가는 경영성과 증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공정혁신
의 매개효과도 95% 신뢰구간 [-0.0455~0.0790]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2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3-3과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쟁기업 간 협력이 공정혁
신에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쳤으나, 공정혁신이 
경영성과를 개선하지 못하여 매개효과가 나타나
지 못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의 연구(Jo, et al., 
2017)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제품 출시 이
후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공정혁신에 있어서 관행
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는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기업은 수요처, 경쟁사 등 다양한 주체와
의 협력을 통해 생산 · 물류 ·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Jo, 
et al., 2017). 설문 결과, 협력 없이 단순 · 폐쇄적인 
구조로 기술개발에 접근하는 기업은 18.4%이며, 
외부기술을 일부만 접목하는 경우는 41.2%로 조
사된 것도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④ 조직혁신을 매개로 한 Model 3에서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 증가는 조직혁신 
실현의 증가에 95% 신뢰구간 [0.1454~0.4056]에
서 0.2755 만큼 양(+)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혁신 
실현의 증가는 경영성과 증가에 95% 신뢰구간 
[0.0457~0.5188]에서 0.2823 만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직혁신의 매개효
과는 95% 신뢰구간 [0.0126~0.1776]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은 23.5%로 나

타나, 자원투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전체 영향 중 
23.5%가 조직혁신의 매개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가설 4-2, 가설 4-3, 가설 4-4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터키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혁신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연구한 Gun-
day, G. 등(2011)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들은 혁신
이 기업성과의 일부 측면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
다는 사실 외에도, 4가지 혁신 유형 중 조직혁신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Gunday, et al., 2011). 또한 오신호(2013)는 
국내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의 경우 제품혁신
과 조직혁신이 개별적으로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구조의 개선 등 조직혁신이 

제품혁신 활동을 극대화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매출
액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Oh, 2013). 본 논
문에서 설문 응답기업 중 82.7%가 50인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소규모 기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
는 환경산업에서 기업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가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된다.

⑤ 마케팅혁신을 매개로 한 Model 4에서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 증가는 마케팅혁
신 실현의 증가에 95% 신뢰구간 [0.0660~0.4049]
에서 0.2355 만큼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마
케팅혁신 실현의 증가는 경영성과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마케
팅혁신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0.0161~0.0894]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5-2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5-3과 가설 5-4는 기각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지리아의 산업을 대상으로 
R&D투자 등이 마케팅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한 Abdu, M. 등(2018)의 연구와 국
내 제조업에서 마케팅혁신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한 오신호
(2013)의 연구와 각각 유사하다. 환경부(2015)에 
따르면, 환경산업체의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는 기
술역량 부족과 더불어 기존 고객에게 고착된 사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으며, 이를 개선하
기 위해 수요 대응, 시장 전환 시도 등이 요구되지
만 기업의 마케팅 및 기획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5). 설문조사에서도 
새로운 광고 · 홍보 전략과 판매 전략을 실현함에 
동종업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
각 17.6%, 20.0%에 그친 반면, 35.3%, 34.8%는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한국의 환경기업 중 R&D를 수행하
고 있는 기업들의 자원투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어 제품 · 공정 · 조
직 · 마케팅 등에서의 혁신이 자원투입과 경영성
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지 간접적인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둘째, 자원투입은 혁신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셋째, 혁신 유형 중에서는 유일하
게 조직혁신의 매개역할이 검증된 반면, 제품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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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 마케팅혁신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 R&D수행 환경기
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
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 R&D수행 환경기업들
에서 혁신이 자원투입과 경영성과를 연결하는 중
요한 매개체로 분석됨에 따라, 기업이 혁신을 통
해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히 기업들이 조직혁신
을 매개로 경영성과를 높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
면서, 제품 · 공정 · 마케팅 등에 걸친 혁신이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정책을 시
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기업의 실질통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한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환경산업 육성 차
원에서 수출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
으며, 수출이 점차 기업과 산업의 중요한 성과로 
고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인 137개 
기업 중 15개가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
하여, 데이터의 자유도와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수출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환경산업의 세부 사업분
야와 지역별 사업동향을 구분하여 추가적인 연구
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은 자원기
반이론에 근거하여 기업 내부의 자원과 역량이 
성과를 결정짓는 구조로부터 접근하였는데, 향후 
시장요소, 산업을 구성하는 주체와 그들 간 네트
워크, 산업의 인프라로서 제도 등을 고려한 산업
혁신체제(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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