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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시대에서 지속가능경영활동(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환경적 활동)과 혁신성(관
리혁신, 기술혁신)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경영활동과 혁신성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고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모형의 검정은 기술적 분석, 신뢰성 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
여 실시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세 가지 측면 모두 혁신성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속가능경영활동의 각 활동들이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혁신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행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구성원들이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실행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가능경영활동과 혁신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
루어 수행해 나감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지속가능경영, 혁신성,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환경적 활동, 융복합 시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ies(social activity, economic activity, environmental activity) on the innovation activities(managerial 
innovation, technical innovation) in the convergence era.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ir relationships were 
model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the various areas. A total of 5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employees working at the small & medium size companies. Th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evaluate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all three aspects of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ies have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two factors of innovation. That is, if 
each activities of sustainable management works properly, it leads to create innovation. In addition, enterprises 
are needed to develop training programs or action planning that make the employees understands sustainable 
management well. Thus, the advanced level of corporate sustainability is expected if various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ies are performed in harmony with their innovation activities.

Key Words :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 Innovation, Social Activity, Economic Activity,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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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연구는 “융복합시대에서기업이생존하기위해실

행하는다양한경영활동이기업의혁신활동과어떠한관

계를가지는가?” 라는점에서진행되었다. 융복합산업의

출현은급격한기술혁신으로인한기술간융합으로시장

경쟁력강화를그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 급변하는세

계환경속에서새롭게요구된경영패러다임인지속가능

경영은주주뿐만아니라다양한이해관계자의이익을반

영하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성장가능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는 기업경영이다[1]. 이에 최근 기업들의 목표

는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은 물론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기업의성과및평판을측정하는새로운척도로등

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역량과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

는것을기본조건으로설정하여진행되는지속가능경영

활동은현재기업평가의주요요소로자리잡고있는동

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경우, 2003년부터지속가능경영에대한논

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목표에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사회에 대한 배려 등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이슈

들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경영에 대한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며, 기업이 지속

경영활동을수행한다하더라도그진정성에대하여의문

을갖는경우도많다[2, 3, 14]. 또한, 국내의경우진행되

어 온 지속가능경영개념의 도입과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소비자 성과에

관련된영향요인들에대한연구들로초점이맞춰져있어

서 비재무적 성과측면을 고려한 연구들이 부족하며, 특

히지속가능경영활동이기업의혁신성(혁신활동)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

태이다. 대부분 지속가능경영관련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분석에관한연구들이이루어

졌다[4, 5, 6, 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시대에서 지속가능

경영활동과 혁신성(혁신활동)간에 포괄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학술적 관점에서 지속가

능경영활동과 혁신성간의상관관계를 파악할수있으며,

실무적관점으로는기술간융복합시대에서기업의지속

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속가능경영이란지금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

하여 다음 세대가 사용 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시키지않고서로조화와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생존,

성장, 이익창출로볼수있다. 이는기업이경영에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사

회적 요소들 역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무성과가

환경적, 사회적요소에대한적합한관리에소홀한채오

직경제적요소만을관리하고있는기업들보다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lkington(1999)은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을 ‘Triple

Bottom Line(TBL)’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경

영의개념을기업이경제적으로성장가능하고, 환경적으

로 건전하며,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Porter and

Kramer(2011)는 기업의지속가능경영은단기적주주이

익 최대화보다 장기적으로 여러 경제주체 간의 공유된

가치(Shared Value)를 바탕으로기업의시장기회를확대

하며, 경제적 수익률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 해보면 “지속가능경영이

란기업이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건전하고책임있

는 경영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7].

2.2 혁신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최근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기술간 융합과 혁신의 가

속화가 새로운 화두로부상하고있다. IT, CT, BT, NT

등 기존의 영영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등 다양한 영역

으로다양하게융합되어확장하고있다[16]. 융합은혁신

의 도구로써 이전에 없던 혁신을 창출하는 것으로 혁신

에 의해 구동되는 기술․제품․서비스 전 분야의 융합

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지속적인 성과를 유도한다

[17]. 즉, 융복합시대에서혁신은중요한요소로자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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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혁신은 일반적으로 발명이나 창조 등에 의해 발생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직 또는 개인이 가장 먼저 사용하

는것[8, 22, 23, 24], 또는조직이새로운아이디어를창출

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실용화시키는 전 과정[9]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

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용한 제품, 유용한 서비

스및운영방법으로전환시키는조직의변화과정을포함

하고있다[10]. 즉혁신은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관리

(조직)혁신을포함하는기업전체에서발생하는의도적이

고 계획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혁신은 모방하기가 매우

어려운무형의자원이며이러한자원은경쟁우위의원천

으로서 조직자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11].

Peter Drucker(2001)는 혁신성을이미일어난변화(인

구통계, 가치관, 기술, 과학)를체계적으로확인하고그것

을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혁신

에대한목표를세가지로규정하였다. 제품및서비스의

혁신에대한목표와시장, 소비자행동, 가치와관련된혁

신에대한목표, 그리고마지막으로제품및서비스의시

장 공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활동에 관련된 혁신에

대한 목표이다.

한편, Evan(1966)은 혁신의분류방식으로 관리혁신과

기술혁신을제안하였으며, Damapour(1991)도 혁신 특성

에 따라 기술혁신과 관리혁신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제품이나서비스및생산공정등기술적측면에서의혁

신으로 정의되고, 후자는 조직구조 및 인적자원 관리측

면의 혁신으로 정의되고 있다[18].

3. 실증적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

분하여혁신성과의상관관계를알아보고자한다. 과거연

구들에서진행된선행연구들의고찰 결과[12,15], 지속가

능경영활동과 혁신성의 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예측할수있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사용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Fig. 1]에 표기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도출
3.2.1 지속가능경영활동과 혁신성의 관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경제적으로 생존가능하고, 환

경적으로건전하며, 사회적으로책임이있도록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상황이며, 혁신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용한 제품, 유용한 서

비스 및 운영방법으로 전환시키는 조직의 변화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

서 기업생존을 위한 지속가능경영활동과 기업 생산성의

개선을 위한 혁신성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국내에서지속가능경영과혁신성과의연

계성에 대해 연구된 사례는 매우 미미하다. 대부분 지속

가능경영전략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거나

지속가능경영을 혁신활동으로 인식하여 진행된 연구들

이다[12].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토대로지속가능경

영활동을 3가지 측면,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환경적

활동으로 나누고 혁신성을 관리혁신과 기술혁신으로 나

누어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H1 : 지속가능경영활동은혁신성에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1 : 사회적 활동은 관리혁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2 : 경제적 활동은 관리혁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3 : 환경적 활동은 관리혁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4 : 사회적 활동은 기술혁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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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Concepts

Factors Measured variable
Related
Document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

social
activity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Sporting and cultural activities support
․Size of Sales, Proper Amount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ratio
․Educational Support for Employees
․Employees’ Voluntary Services for Regional Community
․The Degree of Return of Resources to Society
․Educational Support for Internship Students

Park
Jong-Chul. et.

al
(2012)

economic
activity

․Product quality improvement efforts
․Customer complaint handling
․Economic development
․Job Creation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Content payroll
․Long-term strategies

environmental
activity

․Interest in the compan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Recycling Efforts for Produced Goods
․Producing Eco-friendly Products and Services
․Campaign Activities for Protecting Environment
․Donation for Environment Recovery Activities
․Degree of Using Resources for Protecting Environment
․Voluntary Efforts for Collecting Environmental Pollution-Causing Products

Related
Concepts

Factors Measured variable
Related
Document

Innovation

managerial
innovation

․Mission or Philosophy
․Regular Education Innovation program
․Innovation Division
․Management's commitment to innovation

Hamel(2002),
Kim

Hyeon-Gwon
(2007)technical

innovation

․Innovation and Benchmarking
․Build innovation capacity
․Innovation process exists
․Innovation activities support the innovation process

<Table 1> Specific factors measured variables

H1-5 : 경제적 활동은 기술혁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6 : 환경적 활동은 기술혁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3 설문지의 구성
본연구에서사용된설문지의문항은지속가능경영활

동(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환경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각요인별로 7개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총 21개

의 문항이 사용되었다[13]. 혁신성(관리혁신, 기술혁신)

을 측정하기위해서각요인별로 4개문항으로구성되었

으며총 8개 문항이다[19]. 또한 실험외적인요인의영향

을 통제하기 위하여 몇 개의 인구통계학적인 항목을 설

문지에 포함시켰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항목은

직급, 기업규모, 근무 지역, 설립연수, 종업원수, 지역별

주요시장, 고객별주요시장, 매출액, 자산규모, 업종총

10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지의 구성은 총 3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각 문항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

수들을제외하고모두리커트스타일의 5점척도로측정

되어졌다.

3.4 잠재변수 및 측정변수
[Fig. 1]에서알수있듯이, 본 연구는지속가능경영활

동과 혁신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lkington(1999)은 지속가능경영활동을 “기업이 경제

적으로 생존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도록 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고 정의

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지속가능경영활동을사회

적, 경제적, 환경적활동세가지측면으로구분하여제시

하였다. 그리고혁신성은 “제품기술, 조직, 프로세스등에

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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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도록 갖춰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혁신성을 관리혁신과 기술혁신으로 조작화

하였다. 모든측정변수들은선행연구를참고하여조작화

하였으므로 내용타당성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지속가능경영활동과 혁신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추출된표본은전자부

품 및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에 관련 부품

및제품을납품하는기업으로서등록되어있으며전국에

산재하고 있다. 표본 통계에 의하면 근무지는 경기도 및

대구/경북지역이대부분을이루고있다. 전체 500부의설

문지가 이메일 및 직접조사로 배포/수집되었다. 그 중

292부를 회수하여 58.4%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

문지 중 연구목적에 중요한 변수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

나일관된응답내용으로인해서중심화경향을보임으로

서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39부를 제외하고 총 253부를

분석에 포함 시켰다.

Category N Percentage

Position

director 70 27.7

general manager 32 12.6

deputy general manager 23 9.1

manager 30 11.9

assistant manager 33 13.0

staff 45 17.8

etc. 20 7.9

Company

Size

large company 25 9.9

mid-size firm 28 11.1

medium and small firm 198 78.3

public office 2 0.8

Number of

employees

1 ～ 50 135 53.4

51 ～ 99 43 17.0

100 ～ 149 27 10.7

150 ～ 199 13 5.1

over 200 35 13.8

Area

Seoul/Gyeonggi 68 26.9

Chungcheong 10 4.0

Gangwon 7 2.8

Jeolla 2 0.8

Daegu/Gyeongbuk 135 53.4

Busan/Gyeongnam 6 2.4

etc. 25 9.9

<Table 2> Structure of the sample(N=253)

Category N Percentage

Established

training

under 5 51 20.2

6 ～ 10 62 24.5

11 ～ 15 68 26.9

16 ～ 20 33 13.0

over 21 38 15.0

etc. 1 0.4

Regional

Main

Market

over 50% overseas markets 33 13.0

over 50% domestic market 220 87.0

Customer-s

pecific main

markets

public office 6 2.4

large company 108 42.7

mid-size firm 42 16.6

medium and small firm 97 38.3

Sales

under 1 billon 48 19.0

1 ～ 1.9 billon 46 18.2

2 ～ 4.9 billon 42 16.6

5 ～ 9.9 billon 44 17.4

over 10 billon 73 28.9

Assets

under 5 billon 138 54.5

5 ～ 9.9 billon 43 17.0

10 ～ 19.9 billon 30 11.9

20 ～ 29.9 billon 9 3.6

over 300 billon 33 13.0

Sectors

Electrical / Electronics 88 34.8

Machinery / Metal 35 13.8

Chemistry 14 5.5

Automobile 9 3.6

Construction industry 36 14.2

Real Estate 5 2.0

Services 28 11.1

etc. 38 15.0

4.2 측정변수의 분석
4.2.1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신뢰성은 측정 도구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

로 연구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일관성을나타내는가를판단하는개념이다. 신뢰

성의 측정방법에는 반복측정, 대체측정, 내적 일관성이

있다. 다항목 척도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

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

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적 일관성 분석 방

법(internal consistency measure)인 Cronbach-α 계수를

이용한다. Cronbach-α의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

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

다는기준은없다. 흔히 Cronbach-α의계수가 0.6이상이

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든 변

수의 Cronbach-α은 0.8 이상으로 변수의 내적 일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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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Variable Item N
scale

type

Cronbach's

alpha

corporate

sus

tainable

management

social activity 6 5 0.893

economic

activity
6 5 0.869

environmental

activity
7 5 0.891

Innovation

managerial

innovation
4 5 0.861

technical

innovation
4 5 0.905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for the measurement 
items

4.2.2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패키지(SPSS 21.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측정변수는구성요인을추출하기위해

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

(varimax)을채택하였다. 요인 적재치는각 변수와 요인

간의상관관계의정도를나타낸다. 일반적으로사회과학

분야에서요인과문항의선택기준은고유값(eigen value)

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이면유의한변수로

간주하며 0.50이넘으면아주중요한변수로본다[25]. 따

라서본연구에서는이들의기준에따라고유값이 1.0 이

상, 요인 적재치가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4>은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

과이다. 설명된총분산은 64.017%로나타났다. 전체적으

로 지속가능경영활동은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3개의 요

인으로추출되었으며, 선행연구와동일하게사회적활동,

경제적 활동, 환경적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 SM6,

SM13번은이론구조에맞지않게적재되어제거하였다.

사회적활동은 7개의문항중 1개의 문항을제거하고총

6개 문항, 경제적활동도 7개의문항중 1개의문항을제

거하고 총 6개 문항을 채택하였으며, 환경적 활동은 7개

문항중최종적으로 7개문항모두를분석에이용하였다.

Dimension Item Factor1 Factor2 Factor3

corporate

sus

tainable

management

environmental

activity

SM20 0.794 0.215 0.178

SM17 0.754 0.193 0.219

SM18 0.739 0.094 0.369

SM19 0.724 -0.013 0.384

SM21 0.689 0.330 0.162

SM16 0.626 0.381 0.047

SM15 0.597 0.408 0.235

economic

activity

SM8 0.145 0.814 0.056

SM9 0.211 0.759 0.171

SM10 0.211 0.719 0.231

SM11 0.241 0.708 0.235

SM14 0.160 0.628 0.391

SM12 0.168 0.615 0.362

social activity

SM4 0.091 0.321 0.779

SM7 0.185 0.287 0.774

SM2 0.282 0.145 0.740

SM5 0.491 0.137 0.664

SM1 0.331 0.260 0.652

SM3 0.486 0.292 0.573

eigen value 4.422 3.921 3.820

Percentage of Variance 23.276 20.636 20.105

Cumulative Percentage 23.276 43.912 64.017

<Table 4>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 
of factor analysis

<Table 5>는혁신성에대한요인분석결과이다. 설명

된 총 분산은 74.650%로 나타났다. 혁신성은 선행 연구

결과의 이론구조와 동일하게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

다. 추출된 요인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관리혁신과 기

술혁신으로 명명하였다. 관리혁신은 4개의문항 중최종

적으로 4개 문항을 모두 채택하였으며, 기술혁신도 4개

문항중최종적으로 4개문항을모두분석에이용하였다.

Dimension Item Factor1 Factor2

Innovation

managerial

innovation

IV3 0.815 0.352

IV2 0.740 0.338

IV4 0.739 0.387

IV1 0.708 0.406

technical

innovation

IV6 0.382 0.821

IV8 0.380 0.819

IV7 0.404 0.801

IV5 0.598 0.602

eigen value 3.071 2.901

Percentage of Variance 38.391 36.259

Cumulative Percentage 38.391 74.650

<Table 5> Innovation of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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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분석은연구하고자하는변수들간의관련성

을분석하기위하여사용된다. 즉, 하나의변수가다른변

수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

도의관련성을보유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사용하

는분석방법이다. 모든변수들간에는유의수준 0.01하에

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 환경적활동, 관리혁신, 기술혁신의

상관계수는 각각 0.616, 0.684, 0.652, 0.717로 유의수준

0.01에서유의하게나타났고, 경제적활동과환경적활동,

관리혁신, 기술혁신의 상관계수는 각각 0.571, 0.692,

0.616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나타났으며, 환경적

활동과 관리혁신, 기술혁신의 상관계수는 0.576, 0.646으

로유의수준 0.01에서유의하게나타났다. 또한관리혁신

과 기술혁신의 상관계수는 0.82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통해지속가능경영활

동(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환경적 활동)과 혁신성(관

리혁신, 기술혁신)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Mean SD 1 2 3 4 5

1.social

activity
3.05 0.87 1

2.economic

activity
3.66 0.66 0.616** 1

3.environme

ntal

activity

3.18 0.81 0.684** 0.571** 1

4.managerial

innovation
3.44 0.83 0.652** 0.692** 0.576** 1

5.technical

innovation
3.18 0.94 0.717** 0.616** 0.646** 0.820** 1

N=253, ** p<0.01, * p<0.05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4.3 회귀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4.3.1 연구가설의 검증 및 논의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지속가능경영활동은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2,3,4,5,6의 검정결과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지속가능경영활동이

혁신성의 관리혁신과 영향 관계를 검정한 결과 사회적

활동(=0.299, p<0.01), 경제적 활동(=0.438, p<0.01),

환경적 활동(=0.123, p<0.05)이 관리혁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1-2,

1-3은채택되었다. 즉, 지속가능경영활동의세가지차원

은관리혁신에모두 정(+)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09.108의 수치를보

이고있으며, 회귀식에대한 R²=0.568로 56.8%의설명력

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잔차에 대

한 상관관계(잔차의 독립성)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Durbin-Watson 통계량의기준값은정상분포곡

선을 나타내는 2가 되며, 그 의미는 잔차에 대한 상관관

계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수치가 0에 가까울수

록양의상관관계가있고, 4에가까울수록음의상관관계

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Durbin-Watson의 값이 0 또는

4에가까울경우잔차들간에상관관계가있어회귀모형

이 부적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27]. 회귀모형의

Durbin- Watson의 값이 2.096으로 0과 4에 가깝지않고

2에가깝기때문에잔차들간에상관관계가없어회귀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

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값을보고판

단한다. 공차한계(Tolerance)는 한독립변수가다른모든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1이하일 때, 그리고 VIF는 공차한계의 역수로 표시되

는 값으로 10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다[3]. 회귀모형에서 공차한계 값은 모두 0.1이상

이고 VIF값은 모두 10 이하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독

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경영활동이 혁신성의 기술혁신과

영향관계를검정한결과사회적활동(=0.420, p<0.01),

경제적 활동(=0.225, p<0.01), 환경적 활동(=0.231,

p<0.01)이 기술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1-4, 1-5, 1-6은채택되었다. 즉, 지

속가능경영활동의 세 가지 차원은 기술혁신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

이 p=0.000에서 118.793의 수치를보이고있으며, 회귀식

에 대한 R²=0.589로 58.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 Watson는 1.971로 0과 4에 가까지 않고 2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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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Result

H1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ie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accepted

H1-1 Social activ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managerial innovation accepted

H1-2 Economic activ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managerial innovation accepted

H1-3 Environmental activ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managerial innovation accepted

H1-4 Social activ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echnical innovation accepted

H1-5 Economic activ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echnical innovation accepted

H1-6 Environmental activit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echnical innovation accepted

<Table 8> Hypothesis Testing Resul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t p-value a tolerance limit VIF

Managerial

innovation

constant 0.197 0.901 0.369

social activity

(H1-1)
0.059 0.299 4.844 0.000** 0.457 2.189

economic activity

(H1-2)
0.068 0.438 7.990 0.000** 0.578 1.729

environmental activity

(H1-3)
0.060 0.123 2.073 0.039* 0.497 2.013

R= 0.754 , R²= 0.568 , Adjusted R²= 0.563

F= 109.108 , p= 0.000 , Durbin-Watson= 2.096

Technical

innovation

constant 0.217 -0.952 0.342

social activity

(H1-4)
0.065 0.420 6.986 0.000** 0.457 2.189

economic activity

(H1-5)
0.075 0.225 4.209 0.000** 0.578 1.729

environmental activity

(H1-6)
0.067 0.231 4.003 0.000** 0.497 2.013

R= 0.767 , R²= 0.589 , Adjusted R²= 0.584

F= 118.793 , p= 0.000 , Durbin-Watson= 1.971

** p<0.01, * p<0.05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ies and innovation

깝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차한계 값은 모두

0.1 이상이고 VIF값은모두 10 이하의수치를보이기때

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5. 결론 및 토의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융복합 산업시

대에서 지속가능경영활동과 기업의 혁신성간의 관련성

을 검토하고, 지속가능경영활동 수준이 혁신성(혁신활

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서, 기업의

혁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경영활동이 필수

요인임을 검정하고자하였다. 즉,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활

동이 기업의 혁신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고, 본연구에서제시한 6개의가설모두가통계적

으로유의한결과를보여주었다. 본연구의실증분석결

과는지속가능경영활동및혁신성과관련하여다음의중

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경영활동의 각 활동들이 적절하게 수행된다

면 혁신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들

이추구하는궁극적인목표인생존, 성장, 이익등을위해

사회적활동, 경제적활동, 환경적활동을수행해나간다

면 조직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혁신이 나타나고 기업의

혁신능력이향상될것이다. 이러한혁신성의창출은치

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의 환경 경영이 제품/기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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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 조직 혁신을 요구한다는 것과 새로운 경영전략과

행동을 지향하는 지속가능 경영은 혁신을 창출할 수 있

다는연구결과와일치한다[14]. 한편, 기업을둘러싼환

경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지속가능경영활동과 혁신성

의모든측면을고려할수없으므로, 개별기업들은기업

을둘러싼개별적환경을고려하여이러한활동들을적

절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본연구에서언급되지는않았지만지속가

능경영활동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집단비교를실시해본결과직급, 기업규모등

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상반되

는효과를가지고있었다. 예를들어관리직보다는현장

직의 경우, 지속가능경영 개념의 인식도에 따라 성과나

혁신성에 유의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대기업 보다는 규

모가작은기업에서지속가능경영개념의인식도에따라

유의적인효과를나타냈다. 이는국내에서도지속가능경

영활동이점차정착되어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즉,

관리직이나 규모가 큰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

하여 이미 인식하여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직과 규

모가 작은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있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현장에근무하

는 노동자들과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활동

을쉽게인식할수있는교육이나정책이필요할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실행하는 다양한 경영활동이 기업의 혁신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라는 시사점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

은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지속가능하고 존경받는 기업

이되기위해서혁신성을이끌어낼수있는지속가능경

영활동을 적절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속

가능경영활동에대한인식도를높이기위해노력해야할

것이다.

5.2 연구결과의 한계점 및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실무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과 분석결과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한

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서울/경기, 대구/경북)과

중소기업 위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 얻

어진 결과들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자료수집이설문지법에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기 때문에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이 많이 있었고

깊이 있는 조사가 어려웠다. 설문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

제점을보완하기위해향후에는사례연구, 면접, 관찰등

과같은방법을사용한연구방법의도입이필요할것이

다.

셋째, 본 연구가횡단적분석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

변수들사이의인과관계를유추하는데매우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한 시대상황의 반영을 위

해 종단적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하여향후연구에서는표본의일관성과표본크기의증대

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수행함

에있어서시장의환경이나정부및기타정책들을고려

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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