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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금껏 중소제조기업의 선도적 CSR에 대한연구가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조직역량과 선도적 
CSR활동 및 경영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역량 
및 CSR활동 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목적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은 전
국 중소제조기업 관리자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SPSS 18.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소기업 조직역량은 선도적 CSR활동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도적 CSR활동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선도적 CSR이 매개역할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관리자들의 사업환경 불확실에 대한 인지는 조직역량과 
선도적 CSR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 조직역량과 선도적 
CSR활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검증 및 선도적 CSR활동이 기업경영성과를 향상시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사회적 책임활동, 중소기업, 선도적, 조직역량, 자원기반

Abstract With regard to CSR, Proactive CSR has been less researched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the association between SME's organizational capabilities, proactive CSR and 
performance as well as a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uncertainty between capabilities and proactive CSR. 
Using quantitative data collected from sample of 485 SMEs in Korea, we find that all specified capabiliti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doption of proactive CSR by SMEs and that proactive CSR is, in turn, associated 
with an improvement in firm performance. In addition, we also find a mediating role of proactive CSR on the 
association between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as well as a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uncertainty between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The study is likely to contribute to SME's CS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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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ai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한 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이

해 계자들로부터 사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외 

압력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자의 이든 타의 이든 

차 으로 사회  책임활동에 하여 심을 가지게 되었

다. 지 까지 많은 기업들은 CSR을 불필요한 투자라고 

여겼으나 최근 환경에 한 심증 에 따라 일부 기업

들이 자발 으로 환경 친화 인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그들의 기업성과를 높이는 등 선도  CSR을 실행하고 

있으며 기업 신을 일으키는 요한 략으로 CSR을 활

용하고 있다(Gallego-Alvarez et al, 2011)[1]. 이러한 자

발 인 CSR참여 활동을 선도 인 CSR이라고 일컫는다. 

CSR활동은 소기업들에게 비용부담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쟁우 확보에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Jenkins 2009)[2,3]. 한편  CSR에 한 산업계의 많

은 심증 와 많은 연구가들의 열정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으며 그  가장 리 수용되

어지고 있는 시도는 기업의 RBV(resource based view: 

자원기반 )이론이다. 이 이론의 기본 인 골격은 조

직의 핵심역량(Barney, 1991)[4]의 바탕인 기업의 독특

하고 이질 인 자원들의 습득뿐만 아니라 이들 핵심조직

역량들을 통합 개시키는 능력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치

창조 략들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은 경쟁우 를 갖게 된

다는 이론이다. 소기업은 기업과 비교하여 단순한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연성, 진취성 등의 소기

업 고유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한 비 공유 역량  이해

계자 리역량, 략  진취성 등의 소기업 특유의 

조직역량들을 가지고 있다(Jenkins 2006)[5]. 본 연구에

서의 선도  CSR 의미는 지속가능한 경제 , 사회 , 환

경  발 을 하여 정부의 법과 규제 수를 뛰어넘은 

기업의 자발 이고 극 인 활동을 뜻한다[6,7]. 선도  

CSR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사회  책임 이슈들을 기업

의 경쟁우 요소로 극 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Groza et al.2011)[8]. 략학자들은 이러한 선도  CSR

에 참여하는 것이 경쟁우 가 생겨날 수 있는 가치창조

행 라고 옹호하고 있다(Sharma and Vredenbutg 

1998)[9]. 한편 반응  CSR 활동기업들은 사회  비난을 

방지하기 하여 비자발 인 정부법규 규제 수에만 최

소한의 노력을 하는 특징이 있다(Groza et al. 2011)[8]. 

그러나 이것은 반응  CSR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

들이 책임감 없이 행동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 소기업들은 CSR을 기업의 경쟁우   

기업의 미래에 경제  이익을  수 있는 원천으로 여기

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 껏 CSR은 규모가 큰 기업들을 상으로만 주로 

연구되었고 소제조기업에 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Aragon-Correa et al. 2008)[10]. 공개 인 자료들이 별

로 없었고 한 소기업에 한 실증  자료들이 부족

하여 일반 으로 CSR은 기업들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소기업들은 단지 반응 인 CSR활동만을 

개한다고 추정되었다. 그리고 일단 정부법규 수요구

사항들을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이들 소기업들은 보유

자원의 제약 문제 등으로 인하여 CSR을 선도 으로 추

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1,12]. 그러나 최근 몇몇 연구

(Fitjar, 2011)[13], (Russo and Tencati, 2009)[14]들은 이

러한 주장들에 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이미 몇

몇 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내부에서 선도  CSR활

동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나 기업과는 달리 

CSR이라는 용어가 소기업 내부 업무활동 시 공식 인 

용어로 자주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들

은 그 기업이 자발  CSR활동인 선도 CSR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하여 아마도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크게 네 가지로

서 첫째는 소기업 조직역량들과 선도  CSR 활동 간

의 상호 련성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특히 본 연구에서

는 기업특유의 조직역량을 략 수립 시의 요한 요소

로서 정의하는 RBV(자원기반 )이론과 같은 맥락으

로(Barney 1991)[4] 소기업의 단순한 소통구조와 유연

성, 진취성 등의 고유특징들로부터 형성된 소기업의 

세 가지 조직역량(비 공유 리역량, 이해 계자 리

역량, 략진취성)들을 고려하 으며, 두 번째는 선도

CSR활동이 소기업의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조사이며 세 번째는 조직역량들과 경 성과 간에 있어서

의 선도  CSR의 매개효과에 한 연구조사를 하고자 

한다. 한 연구목  네 번째는 끓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소기업 리자들의 비즈니스 사

업환경 불확실성에 한 인식(perception)이 기업조직역

량들과 선도  CSR 간에 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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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소기업

2015년도 소기업청은 [ 소기업 기본법 제 2조]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기존의 복잡한 

소기업 기 들을 단순화시켜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이하 기업을 소기업으로 정의하 다. 한편 2014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에서 소기업이 차지하

는 비 은 업체 수 기 으로는 99%이며 종업원수 기

으로는 88%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한국경제에서 소기

업이 미치는 향력은 매우 크다. 일반 으로 소기업

은 기업과 비교 시 자원부족이라는 한 특징을 가

지고 있지만(D'Amboise and Muldowney, 1988)[15]. 

소기업은 단순한 자본구조,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외부 환경변화에 응하는 유연성, 기업내부 조직구성원

들간의 긴 한 상호 계 등등의 고유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Rangone, 1999)[16] (Yu, 2001)[17]. 가장 일반 인 

소기업의 형태는 소유권과 의사결정  리통제가 기

업사용자에게 있는 기업 즉 사용자에 의하여 리 운용

되는 기업이다[18].  

2.2 조직역량

조직역량은 제품 는 서비스를 생산 매하는 데 필

요로 하는 자원조직 능력  이들의 결합물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Thompson & Strickland, 

2003)[19].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기업과 기업은 근

본 으로 서로 다른 자원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an et al., 1998)[20]. 기업에 비하여 소기업들

은 형 으로 규모가 고 제한 인 자원을 가지고 있

으며 그로 인해 규모  범 , 학습의 혜택 기회가 매우 

다(Aldrich and Auster, 1986)[21]. 그러나 소기업이 

선도  CSR에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보유자원제약이라

는 장애물이 있지만 소기업은 선도 인 환경 략

(proactive environmental strategies)을 실행하는 데 있

어서 소기업 고유특징들을 바탕으로 한 몇 가지 특유

한 조직역량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 으며 그 조직역량들

로서는 (1) 비 공유역량 (2)이해 계자 리역량, (3)

략진취성[2,10,22] 등이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소기업

들은 경쟁사의 움직임에 긴 하게 응할 수 있는 조직

효율성, 유연성(Yu 2001)[17], 신성(Chen and 

Hambrick, 1995)[22]  단순한 자본구조 등과 같은 몇 

가지 확실한 조직 인 특징들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업이 경쟁우 를 가지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Jenkins 2009)[2]. 한편 기업 특유의 조

직역량들과 그러한 조직역량들이 선도 CSR에 미치는 

향에 하여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특히 소기업에서

의 환경 련한 선도 CSR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기업

과 마찬가지로 소기업들도 세 가지 특유의 역량 즉 비

공유역량, 이해 계자 리역량, 략의 진취성 등을 

필요로 한다.(Aragon-Correa et al.2008)[10].

2.2.1 비전공유역량

비 공유역량은 기업의 회사 조직구성원들 체의 공

동목표를 구 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러한 능력은 조

직의 학습과 종업원의 창의성을 돕는다[23]. 비 공유역

량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들은 선도 CSR 개발  

용에 필요한 자원들과 기술들을 타 기업들보다 더 축

하고 공고히 할 수 있다(Hart 1995)[23]. 왜냐하면 선도

CSR은 종업들의 참여를 강조하며 따라서 사람 심 이

다. 비 공유는 기업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신과 변

화에 필요한 동기부여  열정을 일으키게 만든다(Hart 

1995)[23].

Worthington et al.,(2006)[24]는 큰 규모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소기업들의 특징인 단순한 소통구조는 선도

 CSR(proactive CSR)을 뒷받쳐 주고 있는 기업비  

 가치들이 소기업 체에 쉽게  공유될 수 있게 

한다( Worthington et al.2006)[24]. 그러나 모든 소기

업들이 이러한 비 공유역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은 아니다. 오직 비 공유를 발 시키고 실행하는 데 필

요한 기술과 자원들을 갖추고 있는 소기업들만이 선도

 CSR을 용할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4].

2.2.2 이해관계자 관리역량

Hart(1995)[23]는 이해 계자 리역량이란 제품  

서비스의 디자인과 제품수명주기 이해와 련하여 기업

이 공 자들과 고객들로부터 학습하는 기업의 조직역량

이라고 정의하 으며 Sharma와 Vredenburg(1998)[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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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경제 , 비경제  이해 계자들과의 신뢰를 기반

으로 한 력 계를 형성하는 기업역량이라고 정의하

다. 특히 비경제 인 목 을 가지고 있는 이해 계자들

에 한 리역량은 기업이 경쟁우 를 달성하는 과정에

서의 부정 인 사회   환경  향을 감소시킬 수 있

다(Sharma, 1998)[9]. 모든 형태의 이해 계자들에게 집

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은 그 지 않은 기업들과 비

교하여 선도  CSR을 더 잘 용할 것이다 (Buysse and 

Verbeke 2003)[25]. 략부문 학자들은 변화하는 비즈니

스  이해 계자들의 요구사항들에 한 소기업들의 

유연한 리구조  탁월한 반응능력 등의 특징 때문에 

소기업들은 효과 으로 이해 계자 리역량을 발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Jenkins, 2006)[5]. 

2.2.3 전략의 진취성( Strategic Proactivity)

략 진취성은 변화하는 사업환경하에서 새로운 기회

에 단순히 반응하기 보다는 미래를 측하여 잘 활용하

는 능력을 뜻한다 (Aragon-Correa,1998)[26],(Sharma et 

al.,2007)[27]. Miles and Snow(1978)[28]는 략  진취

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외부정보와 기회들을 통합시

키기 하여 기존 경 리 로세스를 개발한다고 주장

한다[28]. 한 략  진취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경쟁우  확보를 하여 종업원들의 CSR 심 신활동 

참여를 장려한다[26, 29, 30]. 몇몇 실증연구에서는 경쟁

시장에서의 생존  성장발 을 하여 소기업을 한 

략 진취성(strategic proactivity)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Chen and Hambrick, 1995)[22]. 소기업의 단순한 

소통구조와 효율 인 운 특징은 소기업들로 하여  

기업 경쟁자들보다 더 유연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Mint-zberg, 1979)[31]. 더구나 일부 

연구에서는 소기업이 자원의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소기업들은 경제 , 사회 , 환경  혜택을 통

합시키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신 이고 선제 임에 따

라서 떠오르는 틈새시장에서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5,32].

2.3 선도적CSR (Proactive CSR) 

선도  CSR은 지속가능한 경제 , 사회 , 환경  발

을 하여 정부 법규와 규제를 월한 기업의 도덕 , 

윤리  행 를 의미한다[6,7]. 한 선도  CSR은 법규

수 차원을 넘어 좀 더 사회공익 차원에 가까운 행 를 

하는 것을 뜻한다(McWilliams et al.,2006)[33]. 즉 선도  

CSR은 정부법규 수를 포함한 기업의 지속발 을 한 

경제 , 사회 , 환경  차원의 원칙들을 지지하는 일종

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성택

(2015)[34]은 선도 CSR은 법률과 규범이 허용하는 기

은 물론이고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기 치를 넘어 기

업의 자발 인 노력으로 사회발 을 한 선제 인 노력

과 활동을 벌이는 단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  차원

의 선도  CSR의미는 선도 CSR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고객  공 자 그리고 이해 계자들 

간의 상호 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  책임 이슈들

을 신제품개발시 반 시켜 효과 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

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Bansal, 2005)[35],(Dyllick and Hockerts 

2002)[36]. 그리고 사회  차원의 선도  CSR이란 종업

원들의 건강, 안  그리고 종업원의 복지 등을 하여 종

업원들에게 교육훈련  종업원 개인개발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을 뜻한다

[37, 38]. 이와 련 몇몇 다른 연구자들은 상반된 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  차원과 련된 CSR을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소기업은 자원제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39,40]. 그러한 주장은 소기업들의 경

우 자본  인 자원 제약으로 인하여 제한된 범  안에

서 사회  차원의 선도  CSR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Jenkins 2006)[5]. 한편 많은 연구들에서의 

공통 인 일치사항은 환경유지  보호를 지지하는 선도

 CSR은 법규요구 수를 뛰어넘어 신  경제효율

성, 공해방지와 환경 리더쉽 등에 을 두고 있다는 것

이다[16, 22]. 환경유지와 련된 선도 CSR에 참여하는 

것은 복잡한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리하는 정교한 능력

을 요구한다(Schaper, 2002)[12].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러한 능력을 받쳐  필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기업들에게는 그 게 간단하지만은 않다(Tilley, 

2000)[40].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기업들은 법규 수

이상의 환경유지능력의 부족과 환경목표와 생산  기업

생존 간에 일어 날 수 있는 마찰  불일치 상 등이 

소기업에서의 선도 CSR을 방해하고 있다[29]. 그 지

만 몇몇 연구들은(Hillary, 2000)[41]. 소기업들도 환경

 차원의 선도  CSR에 성공 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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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를 들어 Bianchi and Noci(1998)[42]는 소기

업이 이해 계자들 특히 정부기   연구기 들과 좋은 

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복잡한 환경정책들을 도입 

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  정보를 쉽게 하게 되

어 소기업들도 환경  차원의 선도  CSR을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 다[42].

2.4 경영성과

경 성과는 기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종합 인 성과물

로서 경제  자원의 사용과 조직의 활동이 얼마나 효율

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조원섭. 손삼호, 2007)[43]. 기업의 경 성과 측정은 재무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  측면도 요하다. 재무  

성과평가는 기업의 과거의 재무실 을 쉽게 악할 수 

있지만 기업의 무형자산에 한 평가가 배제되어 재무  

측정만을 이용하여 기업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이 많

다. 이에 반해, 비재무 인 성과측정은 주  평가로 인

해 신속한 정보의 제공  시기 한 피드백이 가능하

며 성과의 원인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리 이용되

고 있으며 기업의 내부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성과 개선

에 효과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김학범, 1998) 

[44,45,46,47]. 통 인 리회계시스템은 재무  정보로

서의 합성이 부족하고, 경 환경의 변화로 미래의 불

확실성에 한 기업의 존립과 경쟁우 의 확보를 해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비재무  성과평

가가 기업의 략  목표와 재무  성과를 연결하는 매

개역할을 하고 있다(Brancato, 2003)[48]. 따라서 비재무

 성과측정은 기업이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허성 , 1999)[49].

2.5 사업환경의 불확실성 

환경의 불확실성이란 외부 환경요소들이 동태 으로 

변화하고 측이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Miller, 1993)[50]. 

Ettie와 Reza(1992)[51]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객, 공

자, 경쟁자, 기술 등의 상치 않은 변화로 정의하 다. 

Miliken (1987)[52]은 환경 불확실성이란 의사결정자가 

환경의 구성요소에 해서 충분한 자료가 없으며 외부환

경의 변화를 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사업 

환경 불확실성이란 기술  정부규제사항, 사회 기  

등이  변화되고 있는 일반 인 비즈니스 환경의 가

장 련있는 특징들 의 하나이다. 환경 불확실성은 

리자들이 그들의 사업환경 혹은 기술  정부규제사항, 

사회  기 들 의 하나가 측불가능 하다고 인지할 

때 일어난다[52,53]. 를 들어 리자들은 미래기술의 발

 방향  고객 선호도 변화, 변화하고 있는 정부규제들

의 실질  향효과에 하여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러

한 측불가능에 직면한 기업들은 그러한 불확실성에 

하여 단순히 반응하기 보다는 이해 계자들과의 력

계를 통하여 외부 정보를 최 한 활용하여 사업 환경 불

확실 요소들에 한 사 측과 비 등을 통하여 불확

실성 리스크에 응한다(Milliken, 1987)[52]. 한 미래 

불확실성에 처하기 하여 기존 로세스를 신제품  

새로운 생산 로세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Buchko, 

A.A, 1994)[54].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조직역량과 선도 CSR 련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소기업 특유의 조직역량들과 선도

CSR, 경 성과들 간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한 

선도 CSR이 조직역량들과 경 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하며 사업환경 불확실에 한 리자들의 인식은 조직역

량들과 선도 CSR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아래 [Fig. 1]과 같이 변수들 간의 계에 한 연

구모형을 수립하 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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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

3.2.1 조직역량과 선도적 CSR간의 관계 

소기업 특유의 조직역량들과 환경 련 선도 CSR 

간의 향에 한 지 까지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업

과 마찬가지로 소기업들도 선도  환경 략 추진 시  

필요한 몇 가지 조직역량들이 있으며 이들 역량들로서는 

(1) 조직학습  비 공유(Andersson and Bateman, 

2005)[55], (Jenkins, 2009)[2], (2) 이해 계자 리

(Buy-sse and Verbeke, 2003)[25], (3) 략 진취성 등이 

있다[10,23,25]. 첫째, 비 공유역량은 기업의 회사 조직

구성원 체의 공동목표를 구 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 공유역량은 조직의 학습과 종업원의 창의성

을 도우며 이러한 비 공유역량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

들은 선도 CSR 용을 공고히 할 수 있다(Hart 

1995)[23]. 그리고 일부학자들도 비 공유역량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들은 선도  CSR을 용할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Worthington et al.,2006)[24]. 한편 

지역공동체에 한 사회공헌활동  환경유지보호를 

해 극 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들은 환경유

지  환경보호 활동에 소극 인 기업들 비 선도  

CSR활동에 좀 더 극 으로 참여할 경향이 많다[56,57]. 

한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 좋은 력 계를 유지하

는 기업들은 그 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하여 선도  

CSR을 더 잘 용할 것 같다(Buysse and Verbeke, 

2003)[25]. 한편 AragonCorrea(1998)[26]는 기업의 략

 진취성은 조직의 경쟁우 를 나타낸다고 하 으며 탐

구자 이고 진취 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극 으로 선도 인 환경 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 한 소기업들은 자원 제약의 어려운 에도 불

구하고 경제 , 사회 , 환경  혜택을 통합시키는 데 있

어서 더욱 더 신 이고 선제 임에 따라서 떠오르는 

틈새시장에서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5,32].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조직역량은 선도 CSR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비 공유역량은 선도 CSR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이해 계자 리역량은 선도 CSR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략진취성은 선도 CSR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선도적 CSR전략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선도  CSR과 경 성과 련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선도  CSR이 기업재무성과에 미치는 향에 하여 명

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계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Gilley et al. 2000)[58], 

(Thornton et al.,2003)[55]. 심지어 어떤 다른 연구에서는 

음(-)의 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Wagner et 

al., 2002)[60].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기업들

에서의 선도  CSR활동은 제품 차별화, 생산효율 개선, 

낮은 가동비 등의 기업의 재무성과에 기여하는 항목들과 

정(+)의 계가 있다고 했다[61,62,63]. 이러한 복잡한 연

구결과들은 선도 CSR의 재무성과와의 명확한 인과간

계를 실증 으로 증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선도  CSR과 경 성과 간에

는 정 인 인과 계가 있다는 몇 가지 실증  연구들

이 있다. 를 들면 Sturdivant and Ginter(1997)[64]는 

높은 수 의 CSR활동을 하는 소기업들은 그 지 않은 

소기업들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Aragon-Correa et al.(2008)[10]는 환경 련한 선도 인 

CSR활동과 소기업 경 성과와는 정(+)의 계가 있음

을 검증하 다. 한 Gallego-Alvarez et al.,(2011)[1]는 

선도 CSR 략은 기업의 신성과의 원동력이라고 주

장하 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2: 선도  CSR은 경 성과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조직역량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선도적 

CSR의 매개효과

RBV이론(자원기반이론)을 인용해보면 조직역량들은 

매우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량들의 근원은 사회

으로 복잡하고 인과 계가 불확실하고 그 기업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다. 한 그것들 하나하나의 특징들은 그 

기업만의 특별한 것이 있으며 경쟁사가 모방하기 해서

는 많은 비용이 든다(Baum et al.1998)[65], (Hill-man 

and Keim, 2001)[66]. 소기업의 뚜렷한 특징들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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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조직 구성원들 간의 한 상호작용, 조직 유연성

과 신성  기업가  지향성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소기업 특유의 역량은 소기업의 성공 인 략수립

과 실행을 한 기 를 제공하며 결국에는 이들 조직특

성들은 경 성과를 진시킨다. 연구에서는 이들 조직역

량들이 선도  CSR활동에 의하여 매개되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67]. 이러한 연구 바탕 에서 볼 때 선

도  CSR은 조직역량과 경 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론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아

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 선도 CSR은 조직역량과 경 성과 간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3-1. 선도 CSR은 비 공유역량과 경 성과 간

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3-2. 선도 CSR은 이해 계자 리역량과 경

성과간 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3-3. 선도 CSR은 략진취성과 경 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4 조직역량과 선도적CSR간의 사업환경 불확

실성의 조절효과

환경 불확실성은 리자들이 그들의 사업환경  혹은 

기술  정부규제사항, 사회  기 들 의 하나가 측

불가능 하다고 인지할 때 일어난다[52,53]. 를 들어 

리자들은 미래기술의 발  방향  고객들의 선호도 변

화, 변화하고 있는 정부규제들의 실질  향효과 등에 

하여 불확실하다. Sanjay Sharma, et al.(2007)[27]는 

기업의 리자들이 그들 사업환경에 한 불확실성을 높

이 인지할수록 그러한 불확실성에 하여 단순히 반응하

기 보다는 이해 계자들과의 력 계를 통하여 외부 정

보를 최 한 활용하여 사업환경 불확실 요소들에 한 

사 측과 비 등을 통하여 불확실성 리스크에 응한

다(Milliken, 1987)[52]. 한 략 진취성을 강화시키기 

한 새로운 리 로세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거나

(Buchko, A. A., 1994)[54] 는 극 으로 신 인 방

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Alexander, 1991)[68]. 즉 사

업환경 불확실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단순한 반응이 

아닌 미래룰 상하고 응하는 선도  환경 략에 필

요한 조직역량들을 더 개발하게 될 것이다[68].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정하 다.

가설4. 사업환경 불확실성에 한 인지는 조직역량과 

선도 CSR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4-1. 사업환경 불확실성에 한 인지는 비  공유

역량과 선도 CSR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4-2. 사업환경 불확실성에 한인지는 이해 계

자 리역량과 선도 CS 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4-3. 사업환경 불확실성에 한 인지는 략 진취

성과 선도 CSR 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을 확보한 문항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합하도록 재

구성하 다. 인구통계학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7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 으며 ‘  그 지 않다(1)’에

서 ‘매우 그 다(7)’로 응답하도록 하 다. 조직역량은 기

업에서의 조직역량 보유 수  정도를, CSR 략은 기업

에서 실행하고 있는 CSR활동 수 정도를 악하고자 하

으며, 경 성과는 소기업 재무성과 공개의 어려움 

 재무제표 신뢰성문제로 비재무 성과 주로 조사하는 

등 6가지 요인에 하여 37개 설문항목을 측정하 다. 조

직역량 항목  비 공유역량의 측정항목은 Aragon- 

Correa et al.(2008)[10], Torugsa (2013)[7]에 의하여 사

용되었던 항목들  6개 항목을 이용하 고 그리고 이해

계자 리역량은 Graafland et al.,(2004)[69]과 

Aragon-Correa et al. (2008)[10]에 의하여 사용되었던 9

개 항목들  고객, 공 자, 내부종업원, 지역 공동체, 정

부환경기 , 경쟁사 등의 이해 계자들과의 유 계에 

한 6개 설문항목을 활용하 다. 그리고 략의 진취성 

련 설문항목은 Aragon-Correa et al,(2008)[10]에 의해 

사용되었던 측정항목들을 이용하 으며 그리고 선도  

CSR항목은 Torugsa (2013)[7] and Aragon-Correa et 

al.(2008)[10]  D.J.Shin et al,.(2011)[75]의 연구에서 사

용한 경제 , 사회 , 환경  차원의 설문항목들  9개

의 측정항목을 용하 다. 그리고 사업환경 불확실성에

한 측정항목은 Li and Atuahene -Gima's (2001)[70]의 

연구에서 이용된 10가지 측정항목들  6개 설문항목을 

이용하 다. 경 성과로 객 인 재무성과지표의 측정

은 설문지상 어려움이 있어서 비재무 성과지표들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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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납기 수율, 고객클 임 건수  제품 불량율 감

소, 종업원 근무만족도 등 6개 지표를 활용하 다[49, 

71,76,77].  6개 변수에 한 설문 구성항목을 간단히 살

펴보면 첫째, 비 공유역량 설문항목은 종업원들의 회사 

장기비  이해정도, 비 수립 시 종업원 참여정도, 종업

원들의 창의성 향상 한 학습지원정도, 각 부서간의 상

호의사 소통정도 등 6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이해 계자 리역량 설문항목은 회사의 이해 계

자들인 고객, 공 자, 내부종업원, 정부기  공무원, 지역

공동체, 경쟁사 등 여러 이해 계자들과의 력 계 유

지노력 정도에 한 6개 설문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략진취성 설문항목은  경쟁사 비 제품차별화 

정도, 기술개발 심정도, 경 계획시스템의 유연성 정

도, 사업환경 불확실 응정도, 경쟁사 비 빠른 응 정

도 등 5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넷째, 선도  

CSR 설문항목은 회사수익창출 한 기업의사결정시 

장기  측면 고려정도, 투입비용 감노력 정도, 기업수

익 한 생산제품 부산물 매노력정도, 종업원에 한 

교육투자 정도, 종업원 안  건강 심정도, 지역공동체

한 자선활동 정도, 환경분야에 한  기업의 자발  

검정도, 배기가스   폐수 정화노력 정도, 환경분야 국제

인증 노력정도 등 9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

고 다섯 번째, 사업환경 불확실성에 한 설문항목은 고

객선호도 변화정도, 사업환경요소 변화정도, 사업환경 변

화 측가능정도 ,경쟁사 움직임 측정도 등에 한 설

문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섯 번 째, 경

성과 설문항목은 제품가격 경쟁력  납기 수율 향상

정도, 자사 제품  서비스에 한 고객만족도 정도, 고객 

클 임 증감정도, 종업원 만족도  종업원 직무역량 향

상정도 등에 한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4. 실증분석 및 논의

4.1 연구의 표본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해 년간 평균매출액이 1500

억원 이하의 국내 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소기업 

리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으며 설문 상자 표

본은 온라인 리서치 문회사를 통하여 국의 소제조

기업의 리,과장  이상 리자들을 상으로 2015년 12

월1일부터 15일까지 518부의 응답부수를 회수하 으며, 

이  불성실하거나 부 한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485

부를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하 다. 수집된 응답자료는 

SPSS 18.0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빈도분석, 상 분

석  회귀분석 등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4.2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본

상응답자들의 일반사항은 남자 73.8%, 여자 26.2%이

며 연령은 50 이상 12%, 40 이상 36%, 30 이상 47%, 

20 이상 5 %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 상 응답자들의 기

업군은 100% 제조기업을 상으로 하 으며 근무업종은 

기 자, 화학, 기계 속, 기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업

종을 포함하고 이다. 표본 상 응답자들의 근무기업 소

재지 지역은 경기 서울이 57 %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경상도 25%, 충청. 라도 18%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한 설문 응답자의 직 은 리 이 

29%, 과장 차장 부장 이 65%, 임원 6% 등 응답자들의 

부분이 리자 에 속해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근무

직종은 리사무직이 71%, 생산직 15%, 연구개발부서 

1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3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 분석을 하여 

SPSS 18.0을 활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는데,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 회 방법은 베리멕스

(Varimax)회 ,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인 요인

만 추출하 다.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개

별요인들 간의 KMO(.931)는 매우 높은 수 으로 나타났

으며, 측정변수를 구성하는 개별요인들의 재 값은 비

공유역량이 0.660∼.859, 이해 계자 리역량이 .606

∼.705, 략진취성이 .516∼.732 선도 CSR이 .609

∼.796, 경 성과가 .763∼.850, 그리고 불확실성이 .451

∼.730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를 구성하는 개별요인들의 

내 타당도와 집 타당도는 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측정개념의 정확성과 일 성을 검증하기 해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Cronbach`s α 계수(0.6이상)

를 단기 으로 사용하 다. 측정변수의 구성요인들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Table 2>와 같으며 모두 0.6이

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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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358 73.8

Female 127 26.2

Number of Employees

under 50 219 46

51～99 87 18

100～299 124 25

300～ 55 11

Position

Assistant Manger 140 29

Manager 314 65

Director～ 31 6

Department

Management & Administration 344 71

Production 75 15

Research & Development 66 14

Location

Gyeonggi-do 188 39

Seoul 91 18

Chungcheong-do 51 11

Gyeongsang-do 121 25

Jeolla-do 34 7

Industry

Electronics 123 25

Machinery.Metal 121 25

Chemical 86 18

Others 155 32

Total 485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actor Factor loading Eigen value Total variation Cumulative Cronbach α

Shared Vision 

Capability

SHAR 3 .859

5.029 17.961 17.961 0.899

SHAR 2 .846

SHAR 4 .777

SHAR 1 .691

SHAR 5 .673

SHAR 6 .660

Stakeholder 

Management

Capability

STAK 1 .705

2.818 10.064 28.045 .865

STAK 2 .698

STAK 6 .654

STAK 4 .626

STAK 5 .606

Strategic

Proactivity

STRA 1 .732

2.299 8.212 36.257 .851STRA 2 .698

STRA 5 .516

Proactive

CSR

PCSR 3 .796

3.559 12.712 48.969 .829

PCSR 4 .734

PCSR 6 .668

PCSR 7 .656

PCSR 2 .609

Performance

PERF 4 .850

3.292 11.758 60.727 .896
PERF 3 .833

PERF 2 .796

PERF 1 .763

Uncertainty

UNCE 6 .730

2.079 7.427 68.154 .694

UNCE 4 .712

UNCE 5 .551

UNCE 2 .523

UNCE 3 .451

*KM0=.931(p=.00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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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Vision

Stakeholder

Management

Strategic

Proactivity
Proactive CSR

Perform

ance
Uncertainty

Shared Vision 1

Stakeholder Management. .651** 1

Strategic Proactivity .631** .627** 1

Proactive CSR .542** .594** .563** 1

Performance .488** .505** .475** .439** 1

Uncertainty .423** .434** .493** .440** .371** 1

Average 4.127 4.600 4.439 4.249 4.522 4.365

Standard Deviation .972 .929 1.142 1.117 .972 .738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configuration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R2 F

Proactive CSR

Shared Vision .198 .056 .172 3.515 .000

.428 119.919***Stakeholder Mgt.. .391 .059 .325 6.657 .000

Strategic Proactivity .245 .047 .251 5.243 .000

<Table 4>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R2 F

Performance Proactive CSR .382 .036 .439 10.750 .000 .193 115.56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between Proactive CSR and Performance

4.4 상관관계  

피어슨 상 계수를 이용한 측정변수들 간의 상 계

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가 나타나서 본 연구

의 가설이 지지됨을 추론할 수 있다.

4.5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은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 고 , 

측정 상변수로서 조직역량(비 공유역량, 이해 계자 

리역량, 략진취성)들을 독립변수로, 경 성과를 종속

변수로 그리고 선도 CSR 략을 매개변수로, 환경불확

실성을 조 변수로 설정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4>, 

<Table5>, <Table 6>, <Table 7>과 같다.

4.5.1 가설 1 검증

먼  가설1 조직역량은 선도  CSR과 정(+)의 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항은 <Table4>에서와 같이 비 공유

역량은 선도 CSR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 β=.172, p<.001)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지지되며, 이

해 계자 리역량도 선도 CSR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 β=.325, p<0.01)으로 나타나 가설1-2는 

지지되며 한 략진취성도 역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 β=.251, p<.001)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2 가설 2검증

선도  CSR이 경 성과와의 계를 알아보기 한 

분석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선도  CSR( 

β=.439, p<.001)이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

어 가설 2는 지지되었다.

4.5.3 가설 3 (매개효과) 검증 

조직역량과 경 성과와의 계에 한 선도 CSR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 & Kenny(1986)[72]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 다. Sobel 

Test는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한 향력을 제 3의 변

인이 매개하는 지, 즉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한 매개

변인의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하는 기

법을 말하며 이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3

단계로 수행된 회귀분석에서 3개의 회귀모형은 모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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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 Step B SE  β  t  p R2 Sobel-z

X: Shared Vision

M: Proactive CSR

Y: Performance

 Step1(X->M)

Step2(X->Y)

Step3(X->Y)

     (M->Y)

.623

.488

.353

.216

.044

.040

.046

.040

.542

.488

.353

.248

14.184

12.279

7.689

5.391

.000

.000

.000

.000

.294

.238

.281

5.045***

X: Stakeholder Mgt.

M: Proactive CSR

Y: Performance

Step1(X->M)

Step2(X->Y)

Step3(X->Y)

     (M->Y) 

.715

.529

.395

.187

.044

.041

.050

.042

.594

.505

.377

.215

16.247

12.868

7.882

4.490

000

.000

.000

.000

.353.

.255

.285

4.294***

X: Strategic 

Proactivity.

M: Proactive CSR

Y: Performance

Step1(X->M)

Step2(X->Y)

Step3(X->Y)

     (M->Y)  

.551

.404

.283

.219

.037

.034

.040

.041

.563

.475

.333

.252

14.975

11.850

7.057

5.347

.000

.000

.000

.000

.317

.225

.269

5.027***

1)  X=independent variable, M= mediator, Y=dependent variable 

<Table 6> Mediating Effect 

Independent Variable(X)

/Moderator (M)
Model

Dependent Variable(Y): Proactive CSR

B SE β t F R2 ΔR2

Shared Vision Capability(X)

/ Uncertainty (M)

1(X)  .623 .044  .542  14.184 201.183 .294 -

2(X)  .498 .047  .434  10.691
128.551 .348 .054

2(M)  .387 .061  .256   6.306

3(X)  .079 .204  .069    .387

87.811 .354 .0063(M) -.002 .194 -.001   -.011

3(X*M)  .093 .044  .534   2.116

Stakeholder Mgt. Capability(X)

/ Uncertainty (M)

1(X)  .715 .044  .594  16.247 263.960 .353  -

2(X)  .598 .047  .497  12.635
156.654 .394 .041

2(M)  .338 .060  .224   5.680

3(X)  .099 .206  .082    .481

107.635 .402 .0083(M) -.205 .226 -.135   -.907

3(X*M)  .115 .046  .662   2.492

Strategic Proactivity (X)

/ Uncertainty (M)

1(X)  .551 .037  .563  14.978 224.336 .318  -

2(X)  .448 .041  .458  10.862
163.185 .352 .035

2(M)  .324 .064  .214   5.080

3(X)  .098 .177  .100    .555

109.6483(M) -.046 .192 -.030   -.238 .357 .006

3(X*M)  .081 .040  .528   2.037

<Table 7> Moderating Effect 

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가지 조직역량들  첫 번

째 비 공유역량(X)의 경우 각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1단

계의 비 공유역량(X)이 선도 CSR(M)에 미치는 향

력은 유의(β=.542, p<.001)하 고, 2단계에서도 비 공유

역량(X)이 경 성과(Y)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β=.488, 

p<.001)하게 나타났다. 한 비 공유역량(X)과 선도

CSR(M)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3단

계 분석결과, 선도 CSR(M)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 공

유역량(X)이 경 성과(Y)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β

=.353, p<.001)하 고, 선도 CSR(M)이 경 성과(Y)에 

미치는 향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β=.248, 

p<.001). 한편 독립변인(X)과 종속변인(Y) 간의 향력

에서 3단계 향력(β=.353)이 2단계 향력(β=.488)보다 

감소하 다. 결국 비 공유역량(X)이 경 성과(Y)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는 유의하 고, 선도 CSR(M)을 

경유한 간 효과도 유의하여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역

량인 이해 계자 리역량  략진취성도 3단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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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해보면 아래 <Table 6>과 같이 각 단계별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독립변인(X)과 종속변인(Y) 간

의 향력에서 3단계 향력 (이해 계자 리역량 β

=.377, 략진취성 β=.333)이 2단계 향력(이해 계자 

리역량 β=.505, 략진취성 β=.475)보다 감소하 다. 

따라서 이해 계자 역량  략 진취성 (X) 모두 경 성

과(Y)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는 유의하 고, 선도

CSR(M)을 경우한 간 효과도 유의하여 모두 부분매개

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은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학식(2012)에 따르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 조건을 충족시키고 

Sobel Test결과가 유의 이면 매개변인(M)은 독립변인

(X)과 종속변인(Y)의 계를 매개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매개변인(M)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변인(M)은 둘간 완

매개하며, 유의하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간주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조직역량(비 공유역량, 이해 계자 

리 역량, 략진취성)과 경 성과간의 향 계에서 

매개변인인 선도  CSR(M)에 한 Sobel Test 검증 실

시한 결과, Sobel-z값은 비 공유역량(z=5.045, p<.001),

이해 계자 리역량(z=4.294,p<.001), 략 진취성

(z=5.027, p<.001)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 으로 조직역량과 경 성과와의 계에서 선

도  CSR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

도 CSR이 조직역량과 경 성과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5.4 가설4(조절효과) 검증

조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성된 회

귀식에 ‘제 3의 변인’과 ‘독립변인x제3의 변인’으로 구성

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서 ‘제 3의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계를 조 하는 지를 조사하

는 분석방법이다(이학식, 2012)[73]. 즉 조 효과란 독립

변인과 조 변인 간에 곱해진 상호작용이 유의하다는 것

으로 종속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조 변인의 각 

수 에 따라 수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효과에 한 검증은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때 마지막 3단계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투입했을 경

우 설명력(R2)이 유의수  하에서 유의하게 증가되면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단계 분석 순서로 먼  

1단계는 독입변인(X)과 종속변인(Y) 간 회귀분석이며, 

마지막으로 3단계는 독립변인(X), 조 변인(M)  상호

작용항(독립변인*조 변인: X*M)과 종속변인(Y)간 회

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송지 , 2012)[74]. <Table 7>의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인인 조직역량(X)과 조 변인인 

불확실성(M)을 함께 투입하여 검증한 <모형 2>에서의 

설명력(R2)은 비 공유역량은 34.8%, 이해 계자 역량은 

39.4%, 략진취성은 35.2%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 

비 공유역량(β=.434, p<.001), 이해 계자 리역량(β

=.497, p<.001), 략진취성(β=.458, p<.001) 모두 조직역

량(X)이 경 성과(Y)에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조 변인인 불확실성(M)도 비 공유역량(β

=.256, p<.001), 이해 계자 리역량(β=.224, p<.001), 

략진취성(β=.214, p<.001) 모두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역량(X)과 불확실성(M)의 

상호작용항(X*M)이 투입된 <모형3>에서 모든 조직역

량들이 (비 공유 역량: β=.534, 이해 계자 리역량: β

=.662, 략진취성: β=.528)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의 설명력(R2)은 비

공유역량은 35.4%, 이해 계자 역량은 40.2%, 략진취

성은 35.7%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상기 결과를 요약하

면 비 공유역량, 이해 계자 리역량, 략진취성 등 

각 조직역량의 단계별 모형의 설명력(R2)이 증가하고 있

고 한 조직역량(X)과 불확실성(M)의 상호작용항

(X*M)이 투입된 <모형3>에서 모든 조직역량들이 (비

공유 역량: β=.534, 이해 계자 리역량: β=.662, 략진

취성: β=.528)  p<.05수 에서 정(+)의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 변인인 불확실성(M)은 종속

변인인 선도  CSR(Y)에 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환경 불확실성 인지는 조직역량과 선도

CSR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 4는 채택이 

되었다.

5.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소기업의 조직역량이 선도 CSR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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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조사와 아울러 조직역량

과 경 성과간의 계에서 선도 CSR의 매개효과를 조

사하고 한 사업 환경 불확실성에 한 리자들의 인

식이 조직역량과 선도  CSR 활동 간에 미치는 조 효

과 등에 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 이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조직역량  CSR활동 등에 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목   가설을 설정하 고, 국 

소제조기업 리자 485명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기업 조직역량은 선도  CSR활동과 정(+)

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공유역량, 이해

계자 리역량, 략진취성 등의 조직역량을 가지고 있

는 소기업들은 경제 , 사회 , 환경  차원에서의 균

형을 통한 지속 인 기업성장을 꾀하는 선도 CSR활동

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선도 CSR활동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  CSR활동을 하는 소

기업들은 고객만족도 향상, 고객 클 임 감소, 제품불량

율 개선, 종업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 등의 경 성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기업에 비

하여 인  물 자원 제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

업들도 조직역량들을 기반으로 한 선도  CSR을 실행함

으로써 자원제약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셋째, 선도  CSR이 조직역량과 경 성과와의 계에

서 매개효과를 보여 다. 자원기반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소기업의 고유특징인 단순한 소통구조, 유연성, 진취성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역량(비 공유, 이해

계자 리, 략진취성)들을 통합 개시키는 가치창조

략인 선도  CSR의 실행을 통하여 기업이 경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업환경 불확실성에 한 리자들의 인식은 

조직역량과 선도  CSR 략 간에 조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리자들이 사업환경 불

확실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미래 사업환경 불확실성

에 신 으로 처하기 하여 이해 계자들과의 긴

한   불확실한 사업환경과 련한 략 진취성을 

더 높이기 한 활동을 하며 한 조직구성원들과의 사

업환경 불확실성에 하여 한 소통을 개함을 알 

수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 과 한계

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연구결과의 시사 을 학술

인 과 정책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 하 으며 

학술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 각 지역 소재  소제조기업  

리자 485명을 상으로 선도  CSR에 한 실증연구조

사를 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 껏 CSR

련하여 많은 연구가 주로 기업을 상으로 실시되었

고 소기업 특히 제조부문 소기업들의 선도  CSR에 

한 연구가 거의 없어 이번 연구는 국내 소기업의 

CSR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자원기반이론 에서 소기업 고

유특징을 바탕으로한 조직역량과 선도  CSR  경 성

과와의 상호 계를 실증조사를 하 다. 소기업은 기

업과 비교하여 상 으로 매우 간결한 소통구조, 유연

성, 기업가정신 등의 고유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

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 공유역량, 이해 계자 

리역량  략진취성 등의 소기업 특유의 조직역량

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세 가지 조직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소기업들은 경제 , 사회 , 환경  세 가

지 차원의 균형발 을 통한 지속  기업성장 략인 선도

CSR 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음을 발견하 고 한 

이러한 선도  CSR 략을 펼치는 소기업들은 고객만

족도 향상, 고객 클 임 감소, 제품불량율 개선, 종업원들

의 근무만족도 향상 등의 경 성과와 연결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자원기반 에서 볼 때 소기업들의 지

속 인 조직역량 개발활동의 요함을 발견하 고  이

러한 조직역량들을 통합 개시키는 가치창조 략인 선

도  CSR활동은 소기업의 경 성과에도 정(+)의 향

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 다. 헌편 본 연구의 정책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경제의 추  역할을 하는 소제조기업

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련 정부기 이 주 하여 

국내 소기업 CEO  리자들을 상으로 선도  

CSR 략의 요성  그 효과에 한 실증 인 연구조

사 결과 공유  선도  CSR활동의 필요성에 한 지속

인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소기업에서의 선도 CSR 용확 를 해서 

정부차원의 우수 소기업에 한 포상  세제혜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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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통해서 많은 소기업들을 경제  ,사회 , 환경  

측면의 균형발 을 통한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선도  

CSR활동에 동참시켜 장기 으로는 국가발  정책 수

립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과지표의 객 성  근성의 한계 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경 성과를 분석하기 한 실  

재무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즉 485개 소기업들

의 결산재무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기업의 경 성과를 

비재무 성과지표인 고객만족도, 납기 수율, 고객 클 임 

건수 감소 등의 지표로 신 측정하 다. 향후 연구에서

는 소제조기업의 CSR활동과 재무성과와의 향 계

를 실증분석하는 것도 연구에 많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둘째, 표성의 한계이다. 본 조사 표본 기업들의 업종

이 매우 다양하여 연구결과를 모든 소기업에 일반화시

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시는 산업업종

별로 별도 구분하여 연구조사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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