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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GSCM) practices requires a level of cooperation that can 
be difficult to conduct. Despite this challenge, limited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exploring how the implementation 
of GSCM practices can be effectively facilitated and enhanced through accumulated social capital with suppliers.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this study postulates that supplier network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social capital with key suppliers can be 
critical antecedents of GSCM, which in turn enhances the firm’s environmental performance. To test hypotheses, data were collected 
from 330 firms in 15 countri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Results show that GSCM improves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structural and cognitive social capitals of the supplier network act as antecedents and lead to GSC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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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재, 친환경 공 망 구축 로젝트를 통한 친환경 제

조의 요성은 꾸 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
쟁력 향상  환경성과에 필수 인 요인으로 고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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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를 들어, 자동차는 친환경 경 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기차 생산  매 비율을 36% 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하는 장기 략을 수립하 으며, 
친환경 경 의 선도  기업으로 입지를 구축하기 해 

사 인 계획수립  실행을 추진 이다[33]. 이러한 
친환경 공 망 구축을 해서는 제조기업의 로젝트에 

한 확고한 의지  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내부역

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 망 트 들의 지속성 있는 
약속과 극 인 력이 필수 이다[74]. 특히 주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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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친환경 제조에 력하고 자원을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제조기업에게 요한 과제가 되었다[34, 
72]. 친환경 경 은 원자재  부품의 친환경 품질 확보

에 요하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

망 리가 필수요소로  더 각 받고 있으며[40], 나
아가 제조기업은 공 기업과 공동으로 환경 리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문제에 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개발함으

로써 제조기업의 친환경 경 에 한 평   환경성과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71]. 
기존 연구들은 친환경 공 망 리를 한 성공  

로젝트 수행 동인으로 주로, 고객의 요구, 정부의 정책 
 규제와 련된 외부  환경요인들, 혹은 기업의 친환
경 경 에 한 의지  역량을 포함하는 내부  환경요

인들을 제시하고 있다[9, 36, 59]. 즉, 기업은 친환경 경
과 이를 한 공 망 구축의 필요성에 한 외부  요

구  내부  인식에 기반한 공 망 구축 로젝트를 수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향 계를 제도이론 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 한 바와 같

이, 지속가능한 공 망 구축을 해서는 공 망 트

들의 친환경 경 에 한 이해 공유와 극  업이 필

수 이며, 이를 한 공 업체들과의 력  환경  분

기가 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13, 
72], 이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학문  한계를 보완하기 

해 공 기업과의 사회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공 망

의 특성(구조 , 인지 , 계 )이 기업의 친환경 공
망 구축 로젝트 수행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고, 
구축된 공 망이 기업의 환경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서 사회  자본 이론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 망의 사회  자본 특성들을 두 

기업 간 안정 인 업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으로 바라

보고 있으며, 제조기업의 성공 인 친환경 공 망 구축 

로젝트 수행을 해서는 공 기업과의 사이에 안정

으로 구축된 사회  자본(구조 , 인지 , 계 )이 요
구된다는 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한, 본 연구
는 외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집
된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친환경 공 망 구축 로젝트 수행을 제도

의 요구나 압력에 순응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에서 

벗어나, 공 업체들과의 력  환경구축의 결과물로 바

라보고 있다는 에서 이론 인 시사 이 있다. 한, 기
업이 친환경 공 망 구축 로젝트의 성공을 해 선행

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회  자본들에 해서 설명한다

는 에서 실무 인 시사 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친환경 공 망 

리에 한 정의와 선행요인에 해 살펴보고 사회  

자본 에서의 친환경 공 망 리에 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여 선행연구의 한계 을 지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 망의 사회  자본 특성, 친환경 공 망 리, 그리고 
환경성과로 연결되는 연구모형에 한 가설을 사회  자

본이론의 으로 설명한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데이터  연구방법에 한 설명을 한 후, 구조방정식
을 활용하여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최종 으로 본 연

구의 결론  시사 , 그리고 한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친환경 공급망 관리의 정의 및 선행요인

친환경 공 망 리란 공 망 리 반에 환경  사고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61]. 통 인 공 망 리는 공

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기

업에게 완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 있어 경제  목표 

달성을 한 최 화(Optimization)에 을 둔 반면[4, 44], 
친환경 공 망 리는 환경에 미치는 향도 리의 상으

로 포함하기에 경제  성과뿐 아니라 공 망 반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인 환경성과를 함께 고려한다[4, 44]. 본 연구는 
환경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응하고 있는 제조기업에 집

하며, 제조기업의 친환경 공 망 리는 “자연환경에 미치
는 유해한 향을 최소화하기 한 기업 내부 환경경  

체제 구축  공 망 기업과의 력”으로 정의한다[35]. 친환
경 공 망 리는 생산  유통 로세스  과정에서 폐기물

(waste) 감소, 제품의 재활용(recycling), 재사용(reuse), 재생
산(remanufacturing) 진을 한 생산 로세스를 설계하고 

동시에 환경성과 개선을 한 공 망 략 개선( : 사업 
부서 집 화 혹은 분산, 공장 치, 구매 략 등), 안 재고수

 조정, 친공 기업 선정  인증제도의 새로운 기  마련 

등의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4]. 
친환경 공 망 리의 효과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생산과정에서의 자원소요량  유해물

질 사용의 감소[14, 75, 76], 유해한 폐기물의 감소  처
리방법 개선[14, 24, 75], 환경 련 사고 감소[75, 76], 
환경오염( : 공해, 수질오염 등) 감소[24, 65, 76] 등의 
환경성과 개선이 주로 언 되어왔다. 이와 더불어 친환
경 공 망 리를 통해 다양한 운 성과도 개선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왔다. 표 으로, 품
질향상  생산비용 감[5, 14, 57, 65, 76], 제품 신[5, 
14], 납기 개선  리드타임 감소[5, 65, 76], 생산유연성 
향상[65] 등의 성과가 확인되었다.
이 듯 다양한 성과향상을 꾀할 수 있는 친환경 공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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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실행은 어떤 요소들에 의해 진될까? 기존의 연구
들을 분석해보면, 제조기업이 친환경 공 망 리를 수행하

는 이유는 크게 정부규제 혹은 고객압력 등과 같은 외부요

인과 조직 내부의 동기 등의 내부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본 연구는 외부 선행요인에 집 하고자 한다. 지난 연구
들에서 친환경 공 망 리에 한 외부요인의 향은 주로 

제도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왔다[59]. 제도이론에서는 기업
이 생존을 해 사회 으로 정당성(legitimacy)이 있다고 
여겨지는 제도  규범에 순응하게 된다고 설명하며[18, 
60], 기업은 제도  요인에 한 규범  합리성(normative 
rationality)을 단하여 자원선택에 한 의사결정을 내리
게 된다고 주장한다[51]. 즉, 기업이 환경경 활동을 하는 

본질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추구라는 정당성 확보 측
면에서 설명되며, 이를 해 기업은 환경 련 규범에 순응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이론의 에서 환경규제는 기

업의 환경 련 수에 한 정부의 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을 진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9, 16, 55, 73, 76]. 구체 으로, 친환경 공 망 리활

동은 국가의 환경규제  정책(환경규제, 환경경 기 , 
압박)에 의해 향을 받게 되며[4], 일반 으로 정부의 

환경에 한 강력한 압력이 진환경 공 망 리 활동을 

진한다[7]. 이와 더불어, Zailani et al.[73]은 정부규제  
인센티 가 친환경 제품 설계를 한 요한 동인으로 작

용한다는 것을 실증하 으며, Hsu et al.[27]도 친환경 공
망 리 진을 한 정부 규제의 요성에 해서 설명하

다. 
이와 더불어, 환경에 한 고객의 요구(압박)도 친환경 

공 망 리를 이끄는 주요 외부 선행요인이며, 이 역시 
제도이론 에서 그 향력이 주로 설명되어왔다. 환경
경 과 련한 고객의 압력은 환경 이슈에 한 강한 인

식에 기반해 공 기업으로 하여  환경 련 로그램을 

수행하고 환경 기 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9]. Sarkis et al.[59]은 이해 계자의 압력이 환경 활동 채

택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Lee[36]
은 구매기업의 친환경 공 망 리 활동이 공 기업의 친

환경 공 망 리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실증 으로 

확인했다. 즉, 강압  압력인 정부규제와 규범  압력인 

고객압력 모두 공 기업들의 친환경 공 망 리 략 채

택을 이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한계
을 발견할 수 있다. 먼  친환경 공 망 리의 외부  

선행요인에 있어 친환경 경 을 한 주요 이해 계자이

자 트 인 공 기업의 향에 해 살펴본 연구가 부

족했다. 제조기업 외부의 이해 계자의 향에 집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부규제 혹은 고객압력과 같은 외부 

압력의 효과만을 강조해왔으며 기업이 친환경 공 망 리 

활동을 하는 이유는 외부 압력에 순응하고 이해 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라고 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친환경 공 망 리를 외부 압력에 한 반응 (reactive) 
성격의 활동으로만 간주하는 것이다. 기업의 환경경  

활동의 성패는 주요 이해 계자인 공 기업과의 사회  

자본  그에 기반한 력  분 기에 의해서 좌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13, 72], 친환경 공 망 리 문헌에

서는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친환경 공 망 리를 진하는 외부  동기를 외부

의 규제나 압력이 아니라 사회  자본이론에 기반해 공

기업과 축  가능한 력  상황을 종합 으로 고찰하

고자 한다. 더욱이, 몇몇 선도 인 연구를 제외하면 친환

경 공 망 리를 주제로 한 기존 연구들은 부분 연구

의 범 를 한 국가에 국한하 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공 망 

리를 진하는 외부  선행요인을 사회  자본이론에 기

반해 종합 으로 살펴 과 동시에 친환경 공 망 리가 

기업의 환경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으로 검토할 것

이다.

2.2 사회적 자본과 공급망 관리

사회  자본은 개인 간 혹은 사회  조직 간 사회  

계를 통해 얻을 수 있거나, 사회  계 그 자체 내에 

내재되어있는 실질 이거나 잠재 인 자원의 총합을 의

미하며, 사회  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은 기업이 
사회  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을 검토할 수 있

는 이론  근거를 제공한다[21, 50]. 
사회  자본은 다음 세 가지 차원의 요인으로 구성된

다[1, 50]. 첫째, 구조 (Structural) 사회자본은 사회  네

트워크 구조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존하는 연결의 특성

(상호작용 방법의 다양성, 상호작용 빈도, 상호작용의 강
도)에서 비롯되며, 명망, 크기, 집도, 첩성 등 네트워

크 구조의 특성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다양한 기능 수
에서의 빈번한 상호작용은 당사자들 간의 정보  자

원의 흐름의 통로 역할을 하며, 계에서의 기회주의  

행동과 정보 비 칭성을 억제한다[28]. 한 공동 문제 

해결을 한 워크샵 혹은 다기능  운  등은 공 망 

력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지속 인 의사소통과 그를 통

한 정보공유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다[8]. 둘째, 
인지 (Cognitive) 사회자본은 사회  행 자 간의 공유

된 목표, 비 , 가치들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행
자들 간에 표 , 해석, 의미체계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63]. 인지  사회자본은 구매기업과 공 기업 간 공동의 

목표나 비 을 조정하고 서로의 사고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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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 이해와 이데올로기의 개발이 진되기도 한다. 
셋째, 계 (Relational) 사회자본은 사회  네트워크의 

결속 강도(强度)에서 비롯되며, 사회  유 계를 갖는 

행 자들 간의 신뢰, 의무와 기 , 존 , 친분, 규범, 상
호호혜성을 의미한다[50]. 신뢰는 계  사회자본의 필

수 인 요소  하나로, 반복된 거래 계를 통해 구축된 

신뢰는 당사자들이 상 방의 취약성을 이용하지 않을 것

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진실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당사자 간 행동의 투명성을 강화한다[66]. 
사회  자본은 공 망의 경쟁우  창출의 주요한 원

천으로 여겨지고 있다[8]. 구체 으로 Cousins et al.[15]
은 구매기업과 공 기업 간 형성된 계  사회자본이 

공 기업의 성과(제품설계  공정설계 개선, 리드타임 
개선)에 정 인 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Krause et al.[32]은 계  자본과 인지  자본은 비용성

과 개선에 효과 이고 구조  사회자본( : 공 자개발 

활동)은 품질/납기/유연성 등에 효과 임을 발견했다. 
Carey et al.[8]은 구조  자본과 인지  자본이 계  

자본 형성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계  자본이 기

업의 신  생산원가를 개선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사회  자본은 운 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성과 

개선을 한 요한 요소임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

져왔다. 즉 기존연구들은 친환경 공 망 리 맥락에서 

사회  자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역할들에 해 주목

했다. Alghababsheh and Gallear[2]은 사회  자본 이론

에 입각하여, 평가와 력 측면으로 양분한 ‘사회 으로 

지속가능한 공 망 리 활동’이 공 기업의 사회  성

과에 미치는 향과 이 계에 한 공 기업과의 사회

 자본의 조 효과를 국의 119개 제조기업을 상으
로 한 설문데이터를 활용해 실증분석했으며, 평가보다
는 력측면의 공 망 리 활동이 공 기업의 사회  

성과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하고 공 기업과 구매기업 

사이에 축 된 사회  자본은 이 효과를 더욱 극 화하

는 것을 확인했다. Cheng et al.[13]은 친환경 공 망 

리 측면에서 기업간 지식공유 진요소로서의 신뢰의 

다양한 선행요인의 효과를 만의 288개 표  친환경 

제조기업을 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활용해 실증분석

하 으며, 활발한 공동활동과 의사소통이 신뢰와 기업간 
지식공유 모두에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37]
는 친환경 공 망 리가 구조  자본  계  자본

을 통해 공 기업의 환경  운 성과에 미치는 향을 

한국의 207개 공 기업들을 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으며, 친환경 공 망 리는 공 기업의 

환경성과와 운 성과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치고 

특히 계  자본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

인하 다. Li and Huang[38]는 친환경 공 망 리의 친

환경 신성과에 한 정  향이 계  유 (재무 , 
사회 , 구조 )에 의해 극 화된다는 것을 만의 233개 
제조기업을 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분석하여 입증하

다. Yu et al.[72]는 기업 외부(고객사, 공 사)  내

부(기능부서)와의 계  사회자본이 친환경 공 망 

리의 선행요소로 작용하며, 친환경 공 망 리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국 장성의 308개 친
환경 제조기업들을 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하 다. 
정리하면, 오염방지  생태보호와 같은 친환경 과제

는 조직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친환경 공 망 확립

을 해서는 공 망 트 와의 외부 력이 실하다

[29, 31, 69]. 즉 부분의 친환경 공 망 리는 공 기

업을 포함하는 이해 계자들 간의 상당한 상호작용과 

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친환경 공 망 리 측면에서 

사회  자본은 공 기업의 가치 인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더불어 공 기업의 친환

경 신 활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38]. 
문헌연구를 통해, 공 망 트 들 간 유  계에 

해 가치를 높이 인식할수록 친환경 공 망 리를 해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여 친환경 공 망 확립을 

한 신활동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의 동기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38, 72]. 그러나 친환경 공
망 리에 있어 사회  자본 축 의 요성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회  자본 이론에 

기반해 제조기업과 공 기업간의 세 가지 사회  자본

을 종합 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했으며 사회  자본

을 기반으로 발된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가 제

조기업의 환경성과를 어떻게 개선하는 지에 한 학문

 논의도 부족했다. 따라서 친환경 공 망 리 로젝

트의 선행요인으로서 구매기업과 공 기업 간 사회  

자본을 종합 으로 살펴보고 더불어 사회  자본이 친

환경 공 망 리 로젝트와 제조기업의 환경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도출

본 연구에서는 에서 지 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

복하고 학술  필요성에 부응하기 해서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한다. 구체 으로, 사회  자본이

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에 기반한 세 

가지 공 망 안정성이 제조기업의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를 진시키고, 제조기업의 환경성과를 개선한
다고 주장하여 이에 한 가설을 설정하 다.



Hyojin Kim․Jaeyoung Oh․Daesik Hur218

<Figure 1> Research Model

3.1 구조적 사회자본과 친환경 공급망 관리 프로젝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반 으로 기업 간 력 혹은 조

율을 해서 제조기업은 공 망 트 들이 공통의 로

세스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로세스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26]. 따라서 공 망 내의 조직간 지식공

유는 공 망 반의 경쟁우 를 강화시키는 표 인 활

동으로 인식되고 있다[13]. 구체 으로, 공 기업과의 구

조  유 는 조직의 경계를 연결하고 신  로젝트활

동을 한 새로운 지식의 근을 용이하게 한다. 기본 으

로 제조기업과 공 기업은 거래를 목 으로 구조 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  연결을 통

해 두 기업 간에는 구조  사회자본이 축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  결합은 제조기업이 새로운 공 기업

으로 환하는 비용을 높임과 동시에 친환경 설계  생산

을 한 통합 기술과 같은 귀 한 혜택을 사회  자본이 

축 된 공 기업에게 제공할 가능성을 높인다[38, 70, 38]. 
즉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 역시 공 망 트

들간 개방 이고 빈번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제품의 
탄소 발자국이나 화학  구성에 한 상당한 수 의 정

보공유가 요구된다. 제조기업과 공 기업간 축 된 구조

 사회자본에 의한 정보공유의 구조  안정성은 환경 

요건에 한 상호이해와 개방 인 의사소통 채 을 가능

하게 하기에 공 망 당사자 간 이해 계에 한 잠재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친환경 공 망 리 로젝

트 실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69, 37]. 
더불어 제조기업은 공 기업이 생산하는 원자재의 재료

특성  부품사양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

로 이것이 제조기업의 환경목표를 충족하는 지를 정기

으로 평가가능하며 환경 향의 투명성이 증 되어 친환

경 공 망 리 로젝트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

다[74]. 지 까지의 선행연구에 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구조  사회자본은 친환경 공 망 리 로젝

트에 정(正)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인지적 사회자본과 친환경 공급망 관리 프로젝트

인지  사회자본의 핵심은 제조기업과 공 기업이 공

통된 목표와 문화에 기반한 인지체계를 공유하는 것이다

[1].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속 이고 반복 인 거래 계

를 통해 두 기업의 직원들은 공통의 언어, 가치, 일화를 
공유하게 되고[22, 23, 48], 상 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두 기업의 목표, 규범, 가치에 한 
이해가 깊어진다[50, 63, 30].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는 본질 으로 친환경 경

에 한 공 망 트  기업들 간의 공통의 목표의식과 

철학  이해가 필요한 로젝트이다. 이에 기반해 공 기업

은 자신의 환경성과 수 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의 환경성과 

기 치 충족을 하여 극 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즉 두 기업 간에만 공유된 비 이나 명확한 목표는 두 기업 

간에만 형성된 사회 문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제조기업
과 공 기업 직원들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해야하는 지에 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의사

소통 과정에서의 오해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이디어나 자원들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필요한 자원  
지식을 더욱 활발히 통합하고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 기가 형성된다[63]. 두 기업 간 목표와 가치가 
충분히 공유되고 공감받고 있다면 오해의 소지나 갈등의 

빈도가 확연히 어들게 되어 활발한 정보공유를 진한다

[32]. 공 기업과 제조기업간 거래 계를 통해 충분한 인지

 사회자본이 축 되어 있다면, 제조기업의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에 한 공 기업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기반이 되어 극 인 참여를 기 할 수 있으며 이는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 실행을 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 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2: 인지  사회자본은 친환경 공 망 리에 정(正)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관계적 사회자본과 친환경 공급망 관리 프로젝트

사회  유 감은 기업과 그 트 들이 공유하는 상호 

우정과 호감의 정도를 반 하며, 신뢰, 의무와 기 , 존 , 
친분, 규범, 상호호혜성을 포함하기에 이러한 사회  유 감 

혹은 계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계에서의 당사자

들은 서로 력할 가능성이 높고 계를 떠날 가능성이 

다[11, 66]. 공 망 계에서의 계  사회자본은 트  

기업들 간의 강한 신뢰감, 상호주의, 긴 한 상호작용의 

형성을 진한다[11].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 맥락에

서 살펴보면, Carter and Carter[10]는 외부 공 망 구성원 



The Effects of Supply Network’s Social Capitals on Sustainable Supply Network Management Project and Its Performance 219

 내부 기능부서들 간의 계 개선  유연한 조정이 친환경 

구매활동을 이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Lu et al.[41]은 친환
경 공 망이 공 망 트 기업들 간의 복잡한 사회  계

를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Luo et al.[42]는 계  사회자본이 

환경 력에 한 지식공유를 진함으로써 친환경 경 을 

이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Luo et al.[42]는 국제조기업들
의 경우 공 망 트 기업들과의 꽌시(Guanxi)가 친환경 
공 망 리를 구 하는데 직 인 도움이 된다고 지 하

다. 한 Woo et al.[67]은 공 기업과의 지속 인 상호작

용  신뢰 계가 구매기업-공 기업간 환경 력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즉 공 기업이 제조기업에 한 신뢰가 깊다면 친환경 

제품과 로세스 확보를 한 추가 인 개선을 깊이 공감하

고 이해하며, 제조기업이 제안하는 공 기업의 친환경 신 

로세스를 한 새로운 안과 아이디어를 안심하고 받아

들일 가능성이 크다. 공 기업은 이를 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조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귀 한 정보

를 공유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38].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는 자원보존, 재사용,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친 환경 친화 인 원자재  부품 조달[10], 공 망 

사회  책임[74],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물류[47]을 
포 으로 달성해야하며, 이를 해서는 제조기업의 막
한 투자와 극 인 노력뿐만 아니라 공 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 기업과의 충만한 계  자본

에 기반한 계  안정성이 높다면, 공 기업은 제조기업의 

기회주의  행동에 한 두려움없이 친환경 생산을 해 

극 으로 력할 가능성이 크다[43, 31].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3: 계  사회자본은 친환경 공 망 리에 정(正)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4 친환경 공급망 관리 프로젝트와 환경성과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는 자연환경에 한 유해한 

향 최소화를 목표로 친환경 경 에 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 망 반에 환경경 체제를 구축하여 공 망 트 와 

이를 해 력하는 것을 의미한다[61]. 즉, 친환경 공 망 

리는 기업 자체의 환경경  활동뿐만 아니라 공 망 트

의 친환경 경  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제조기업의 친환경 공 망 리에 있어 환경 기 을 

수한 원자재  부품 확보는 기본 인 핵심요소로 여겨지

고 있으며, 기업은 친환경 공 망 리의 일환으로 공 기

업 리  력을 통해 환경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먼
, 환경요구사항이 담긴 설계사양을 미리 제공하거나, 공
기업의 내부의 환경 리를 감시하여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 에 방할 수 있다[73, 76, 24]. 한 녹색구매를 통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24], 녹색구매는 제품품질이 손실되지 않는 선에서 제품
의 재활용  매립을 장려하며 폐기물의 원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지향 인 구매활동을 의미한다[45]. 는 친

환경 공 기업 개발활동을 통해 공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인센티 를 제공해 환경경  활동을 지

원하거나, 친환경 제품개발에 공 기업을 극 으로 참

여시키기도 한다[20]. 친환경 공 망 리가 환경성과 향

상을 진한다는 것은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되어왔

으며[75, 24, 65, 73],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
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주장한다.

가설 4: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는 기업의 환경성

과에 정(正)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한 데이터는 총 15개의 국가( 라질, 국, 
스페인,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
웨덴, 스 스, 만, 국, 미국, 베트남)의 기업을 상으
로 수집되었으며, 상 기업들은 자, 기계, 수송산업에 
분포되어 있다. 데이터수집은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각 국가의 연구자들이 1년간의 회의를 거쳐 표본  상 
기업 선정, 설문 개발  응답자 선정에 한 표 화된 

로세스를 수립하여 실시되었다. 번역의 오류로 발생되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문으로 설문지를 개발 후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 번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번역된 설문을 어로 재번역하 다. 재번역된 문 
설문과 기존의 문설문을 비교함으로써 오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들을 사 에 차단하 다. 
한, 본 연구는 Brown[6]에서 제시된 략  샘 링 

방법을 활용하여, 각 국가와 해당 산업을 표하는 기업
을 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  기업들을 

선정하 다. 추가 으로, 기업별로 표 제조공장 한곳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을 선정하도록 요청하 으며, 
각 제조기업 공장의 장감독, 품질 리, 제품통제, 재품
개발, 공정공학, 공장 리, 정보시스템 리, 인 자원, 
환경 리, 공 망 상류 리  하류 리,  회계 등 총 

12개 부서의 리자  이상의 책임자 1~2명을 추천받아 
설문을 실시하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동인
방법편의 문제를 경감시켰다. 결과 으로, 총 330개의 제
조기업에서 설문을 확보하 고(<Table 1> 참조), 응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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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Measurement Items Studies

Structural Social 
Capital

SS1 Our information system is electronically connected with those of our key suppliers. 

[58, 53]
SS2 We use information technology enabled transaction processing with our key suppliers. 
SS3 We use electronic transfer of purchase orders, invoices and/or funds to our key suppliers. 

SS4 We use information technology(for example, RFID or PIDT) to track and/or expedite shipments 
to our key suppliers. 

Cognitive Social 
Capital

CS1 Our supply chain members understand our goals for supply chain management. 

[46]
CS2 Our supply chain members understand that we expect them to continuously improve their supply 

chain practices and operations 
CS3 Our supply chain members have clearly defined goals within our supply chain. 
CS4 We all know which supply chain members are responsible for particular goals with our supply chains. 

Relational Social 
Capital

RS1 We believe that it is critical to select suppliers with whom we can maintain a long-term relationship. 

[12]RS2 Our key suppliers know that we will continue to rely on them. 

RS3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maintain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 suppliers for our key 
products. 

Sustainable Supplier 
Network 

Management Project

SSN1 Complying with a customer’s supplier code of conduct

[49, 64, 65, 56]

SSN2 Other compliance or auditing program focused on your plant(not on your suppliers)
SSN3 Working with customers to help them achieve environmental objectives

SSN4 Providing design specification to suppliers in line with environmental requirements(e.g., green 
purchasing, black list of raw materials)

SSN5 Co-development with suppliers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duct(e.g., eco-design, 
green packaging, recyclabil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EP1 Overall environmental performance

[75, 73]
EP2 Risk of an adverse environmental event(for example, a spill)
EP3 Toxic air emissions(CO2, VOC, COD, NOX, SO2)
EP4 Use of natural resources(energy, water, etc.)
EP5 Consumption for hazardous/toxic materials

<Table 2> Measurement Items

업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828이며, 평균 으로 약 8개
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E. M T Total(%)

Brazil 5 7 12 24(7.3%)
China 10 16 4 30(9.1%)
Spain 8 7 10 25(7.6%)

Finland 6 6 5 17(5.2%)
German 6 13 9 28(8.5%)

Islael 23 3 0 26(7.9%)
Italy 7 17 5 29(8.8%)
Japan 6 7 9 22(6.7%)
Korea 8 5 13 26(7.9%)

Sweden 4 4 1 9(2.7%)
Switzerland 3 6 2 11(3.3%)

Taiwan 19 10 1 30(9.1%)
UK 4 5 4 13(3.9%)

USA 5 7 3 15(4.5%)
Vietnam 10 7 8 25(7.6%)

Total 124 120 86 330

<Table 1> Sample Profile

Note: E: Electronics Industry; M: Machinery Industry; T: Transportation 
Industry

4.2 측정변수 및 통제변수

본 연구를 해 사용된 설문문항은 모두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을 본 연구의 목 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Table 2> 참조). 먼 , 구조  

사회자본은 공 업체들과의 통합된 시스템 구조로 연결

된 사회  자본을 의미하며, 공 업체와의 통합된 시스

템 구조를 반 하는 총 4가지 항목을 기존연구의 측정항
목들을 활용하여 구성하 다[58, 53]. 인지  사회자본은 

공 업체들과의 공유된, 일 된 목표  비 에 한 내

용으로, 기존연구에서 이와 련된 총 4가지 변수항목들
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46]. 한, 계  사회자본은 

공 업체들과 지속 이고, 장기 인 계에 한 사회  

자본을 의미하며, 이를 반 하는 3가지 측정항목을 기존
연구에서 추출하여 활용하 다[12].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는, 응답기업의 친환경을 
한 공 망 리와 련된 일련의 활동들에 한 것으로

써, 총 6가지 항목으로 측정이 되었다[49, 64, 65, 56]. 
한, 환경성과에 한 변수는 기업의 반 인 환경성과에 

한 내용으로서 총 5가지 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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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 Factor Loading* S.E. Chronbach’s alpha AVE CR

 Structural Social Capital

SS1
SS2
SS3
SS4

0.81
0.92
0.69
0.62

-
0.06
0.06
0.06

0.84 0.59 0.85

Cognitive Social Capital

CS1
CS2
CS3
CS4

0.87
0.71
0.76
0.74

-
0.06
0.07
0.06

0.85 0.60 0.85

Relational Social Capital
RS1
RS2
RS3

0.85
0.50
0.77

-
0.10
0.08

0.72 0.52 0.76

Sustainable Supplier Network 
Management Project

SSN1
SSN2
SSN3
SSN4
SSN5

0.67
0.65
0.77
0.69
0.69

-
0.09
0.11
0.11
0.10

0.82 0.48 0.82

Environmental Performance

EP1
EP2
EP3
EP4
EP5

0.68
0.73
0.74
0.76
0.68

-
0.11
0.11
0.11
0.10

0.85 0.52 0.84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ote: *all factor loadings are significan at p≤0.01 level; Model fit:χ2=343.246, df=179, p=0.000, IFI=0.939, TLI=0.920, CFI=0.938

인 측정항목은 <Table 2>를 통해 제시하 다. 
추가 으로, 본 연구결과에 향을 미치는 잠재변수들

에 해서 통제를 하 다. 첫째, 오래된 기업과 비교해
서, 신생기업일수록 정부의 규제  고객요구에 빠르게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극 인 공 망 구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17]. 둘째, 상기업이 제조업에 

국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통제하 다. 셋째, 보유자원의 규모에 따라 친환
경 공 망 리 로젝트 실행 능력에서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75], 상시근로자수를 활용하여 기업규모를 통
제하 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운  인 공장의 수가 많을수록 

친환경 경 에 한 통제와 규제의 범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운  인 공장 수도 통제를 하 다[64]. 
추가 으로, 기업의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 데이터를 얻

음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가 큰 문제로 작용

하진 않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설문한 응답
자가 주로 환경  안 리 부서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Harmon의 one-factor test를 통해 동일방법편의문제를 추
가 으로 검증하 다. 검증결과, 측정 변수들이 하나의 요
인으로 수렵되지 않았으며, 총 설명된 분산, 65.67%  가

장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요인이 차지하는 분산이 단지 

28.38%이므로, 본 연구는 동일방법편의가 문제가 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54]. 

5. 실증분석

5.1 측정도구의 단일차원성, 신뢰성, 타당성 검증

측정변수들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SPSS 25 와 AMOS 25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

(<Table 3> 참조). 먼 ,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사용된 

모든 측정변수들이 기 된 잠재변수에만 재되었을 확

인 하 고, 이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잠재변수는 단
일 차원성을 확보하 다. 확인  요인분석을 한 측정

모형의 합도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MIN/DF 
=1.917, CFI = 0.938, TLI = 0.920, IFI = 0.939, RMSEA 
= 0.053), 0.72를 상회하는 크롬바흐 알 와 0.76을 상회
하는 합성 신뢰도값(CR)을 통해 측정요인들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단된다. 
한, 측정 항목들  계  자본의 1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0.6을 과하고, 동시에 친환경 공 망 

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0.5를 상회하 기 때문에 

측정변수들에 한 집  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단된다

[25, 3]. 비록 친환경 공 망 리의 AVE 값(0.48)이 0.5에 
조  미치지는 못했지만, 합성 신뢰도 값이 0.6을 과함으
로 집 타당도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19]. 뿐만 아니
라, 변수들 간의 상 계수들이 각 변수들의 AVE값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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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Mean SD

1. Structural Social Capital 0.768 3.36 1.03
2. Cognitive Social Capital 0.462*** 0.775 4.87 0.66
3. Relational Social Capital 0.171*** 0.445*** 0.721 4.35 0.55
4. Sustainable Supplier Network Management Project 0.381*** 0.272*** 0.097 0.693 3.16 0.87
5. Environmental Performance 0.206*** 0.187*** 0.151** 0.409*** 0.721 4.04 0.61

<Table 4> Correlations, Means, and Deviations

***p ≤0.01, **p ≤0.05, *p ≤0.1; Value on the diagonal is the square-root of AVE.

SSN SD Hypothesis

Industry Dummy 1 0.039 0.135**

Industry Dummy 2 0.039 0.116*

Year 0.136** 0.013

No of Factory 0.093 0.129**

No of Employee 0.194** 0.114**

Structural Social Capital 0.290*** H1 supported

Cognitive Social Capital 0.147* H2 supported

Relational Social Capital 0.071 H3 rejected
Sustainable Supplier Network 

Management Project 0.420*** H4 supported

<Table 5> SEM Results

***p ≤ 0.01, **p ≤0.05, *p ≤0.1; Model fit: χ2 = 440.927, df = 262, 
p = 0.000, IFI = 0.937, TLI = 0.913, CFI = 0.935, RMSEA = 0.046; 
SSN = Sustainable Supplier Network Management Project; EP = 
Environmental Performance

근들과 비교하여 하게 낮은 값을 갖음으로 별타당도

도 확보되었다고 단된다[25](<Table 4> 참조).

5.2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AMOS 25를 사용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Table 5>로 나타내었다.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가 제안한 구조방정식모형이 통계 으로 합한지

에 해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합도 지수가 모두 권고치
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MIN/DF = 1,683, 
CFI = 0.935, TLI = 0.913, IFI = 0.937, RMSEA = 0.046). 
따라서 해당 구조 모형은 어느 정도 합성을 확보했다고 

단된다. 가설검증을 한 구조모형에 한 경로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 개의 가설을 제회한 나머지 가설들이 
채택되었다. 구체 으로, 구조  사회자본은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가설 H1 채택), 인지  사회자본 한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에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가설 H2 채택).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행된 친환경 
공 망 로젝트는 기업의 환경성과에 정 인 효과를 제

공하는 것을 확인했다(가설 H4 채택). 하지만 상과 다르게, 
계  사회자본은 친환경 공 망 로젝트에 유의미한 

향을 찾을 수 없었다(가설 H3 기각). 

6. 결  론

6.1 연구결과의 토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공 기업들과의 사회  자본 특성들이 기

업이 친환경 공 망을 리하는 로젝트에 미치는 향

을 확인하고, 이러한 로젝트 수행이 기업의 환경성과
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본 연
구의 결과를 통해, 첫째, 공 기업들과의 구조  사회자

본은 기업이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정 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공 기업들과의 시스템 통합을 통한 구조  결합은 

기업이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를 성공 으로 실행

하는데 기여하며, 공 기업들이 환경요건  로젝트의 

목 을 이해하는데 요한 의사소통 채 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이러한 구조  연결을 통

해 공 업체들의 환경목표  이에 한 기  성과를 지

속 으로 확인  평가함으로써 기업이 친환경 인 공

망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 다. 
둘째, 인지  사회자본 한 성공 인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로젝트의 성공  수행을 

해서는 공 기업들과의 공통의 목표의식과 철학  이

해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업간에 수립된 인지
 안정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이고, 로젝트 성

공을 한 원활한 지식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 망 

구축에 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다. 
셋째,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는 기업의 환경성

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를 통해, 자연환경에 한 유해한 향을 이기 한 기
업의 노력들은, 친환경 공 망을 구축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친환경 원자재나 친환경 사양의 부품들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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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이 게 구축된 공 망 

반의 환경경 체제는 지속 인 친환경 경 이 가능하도

록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  사회자본은 

상과는 달리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에 유의미한 

계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통제와 규제가 친환경 공
망 리의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동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가 된다[18, 59, 60]. 이 결과는, 친환경 경  

 생산을 해서 경제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효과

를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에서, 공 기업들에게 

친환경 경 은 공 망 내의 지 를 유지하기 한 의무

로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를 기반으
로 한 계  사회자본보다는 여 히 규제와 통제를 기

반으로 한 거버 스가 작동하는 역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36, 59].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한다. 이론 으

로, 첫째, 본 연구는 친환경 공 망 리 로젝트를 

한 동인들을 정부의 규제  통제, 혹은 시장의 요구에 
의한 반응 (reactive)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보는 에

서 벗어나, 기존 공 망을 통해 획득하고 수립한 사회  

자본의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 둘
째, 구조 , 인지  사회자본은 통 인 공 망 구축뿐

만 아니라, 친환경 경 을 한 공 망을 구축하는데도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친환경 공 망 구축의 성공은 계  사회자본, 
즉, 신뢰를 기반한 거버 스의 단독 역이 아닌, 규제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거버 스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로젝트라는 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
업이 안정 , 성공 인 친환경 공 망 구축 로젝트를 

해 선행 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회  자본에 해서 설

명한다는 에서 실무 인 시사 도 제공하고 있다. 

6.2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이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
을 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에 

한 일반화를 한 노력을 하 지만, 그 기업들이 표
인 제조산업군인 자, 기계, 수송산업에만 분포가 되어
있고, 데이터 한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 이
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 을 인정한다. 향후 연구에서
는 다른 여러 산업군을 표본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시계

열 데이터(time-series data)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에 한 
일반화의 한계  횡단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  자본을 기반으

로 공 망의 특성, 즉 기업 외부의 환경에 집 하여 친환

경 공 망 구축에 유의미한 선행요인들을 탐색하 다. 
하지만, 공 망 구축이라는 노력은 외부  환경뿐만 아

니라, 내부 인 환경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는 에서, 기업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셋째, 계  사회자본이 친

환경 공 망 구축에 미치는 향 계를 정확하게 이해

하기 해, 향후 연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  사회

자본과 통제와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  거버 스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두 
형태의 거버 스, 즉 계  거버 스와 계약  거버

스간의 계가 친환경 경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

하는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 , 지리 , 경제 , 정치  환경에 

따른 결과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좀 더 구체 이고 다양

한 의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을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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