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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영리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이 협조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관계에서 가치일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첫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이 유효하며 둘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혁신추구성향과 사회적가치지향성이 영향을 주며 위험감수과정에서는 협조적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구성
원의 가치일치가 협조적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넷째, 사회적기업가정신과 협조적행동 간에 가치일치가 부
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가치일치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협조적행동이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협조적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치일치가 중요하며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the member's social enterpreneurship at nonprofit organizations on 
cooperative behavior and proved the mediator effect of value congruency among individuals at those 
organizations. Examined on a nationwide scale with members at nonprofit organizations, this study indicated 
followings: 1. Innovativeness, Risk Management, and Social Mission. are valid 2. Innovativeness and Social 
Mission are related to cooperative behavior, 3. Value congruency with each other at an institution exerts positive 
effect on cooperative behavior, 4. Value congruency over social enterpreneurship and cooperative behavior 
partially, yet still positively, mediate social enterpreneurship to cooperative behavior.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ocial enterpreneurship in each indivisual is, the higher the degree of value congruency among individuals 
is, leading to more frequent cooperative behavior.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enhancement of social 
enterpreureship in each individual at work through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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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환경의 변화
로 야기된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복지조직의 역할이 새롭게 증대

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
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능력과 구성원
의 협조적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협조적행동은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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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을 말하는데 조직과 팀의 성과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조직과 상사에 대해서 높은 충
성도를 보이게 한다고 하였다[1].

하지만 사회복지조직은 운영과정에서 협조적행동을 
이끌어내어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조직은 구성원들의 협력과 헌신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일선 종사자들의 역할에 의존하게 되지만 구성
원들은 조직에서 일할 때, 개인적 의향과 가치를 기초로 
실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가치에 따
라 협조적행동과 성과에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경
험적인 품질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영향을 주고 조직의 
사명과 목표달성,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변화상황에서 
구성원간의 협조적행동을 끌어내고 조직의 성과를 달성
하기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과 가치일치이가 중요한 영향을 줄 것
으로 추정하였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조직내부의 변화
를 넘어서 혁신활동, 진취성, 위험감수활동을 통하여 사
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며[2] 가
치일치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가치
와 조직이 중요시하고 있는 조직차원의 가치와의 조화정
도를 말하는데 개인과 조직의 가치가 일치할수록 조직구
성원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조직 목적에 부합되
도록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결정, 문제해결방
식을 결정한다,[3]

이상과 같이 사회적기업가정신과 가치일치는 사회복
지조직의 협조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결과
가 효과적이라고 검증되면 사회복지조직에서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변화관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기업가정신이 가치
일치를 매개로 협조적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
는 실증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사회적기업가정신과 협조적행동

최근 비영리 사회복지조직 간의 경쟁적 환경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발생하는 많은 변화 속에서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4].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사회복지적 관점은 지역사회내의 빈곤계층
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역할, 지역사회 개발의 촉진 등의 
사회적 필요와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사회복지활동으로 
보았다[5].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정확하게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활동을 통하여 이러
한 욕구들을 해결 및 충족시키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6].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이용탁[7]은 
Weerawardena & Mort[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화하였고 성과와의 관련성에 관
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배귀희[9]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혁신추구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
감수성(Risk-management)에서 사회적가치지향성(Social 
Mission) 4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구조방정식을 통해 타당
성여하를 검증하였다. 

Prabhu and Sullivan[2],[10]는 사회적기업가정신에서 
행동적 개념화들과 연관시켜 위험관리활동의 특성을 언
급하는 바, 이는 영리조직에서의 기업가의 위험감수성
(Risk-management)과 확실히 다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
적 미션을 달성하거나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
한 욕구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한다. 또한 협조적
행동은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구성원에
게 도움을 주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으로 정의된다. 특히, 
협조적행동은 조직과 팀의 성과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
며, 조직과 상사에 대해서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이준·권경미·반성식 [11]은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계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위험감수성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은하·엄미
선[12]은 기업가정신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제고시키기 위
해서는 조직혁신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고 역
할분담과 분배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적기업가정신과 협조적행동
간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2.2 사회적기업가정신과 가치일치

기업가정신은 목적 실현방향인 재무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의 정도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가정신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13], 사회적기업가정신을 4가지 구성
요소(혁신추구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사명)로 보
는데 첫째, 혁신추구성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있
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결합하여 성과창출의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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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키는 구성원의 혁신과정이다. 둘째, 진취성은 미래
지향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수요 창
출하려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개념화하였다. 셋
째,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래지향적인 방향
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한다. 넷째,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사회의 문제를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추
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구성원의 성향을 말한다. 

Cazier[14]는 개인과 조직차원에서의 가치일치는 개인
의 가치가 각 개인의 의향과 행동에 대한 나침판의 역할
을 하는 것이라면서 조직의 가치체계는 개인의 가치에 
조직의 목표, 정책 그리고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가치일치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치의 개념과 
가치일치의 개념으로 나눠 정의할 수 있는바, 가치란 특
정한 행동방식이나 존재의 최종상태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지속적인 믿음[15]을 말하며, 
가치일치(value congruence)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이 바람
직하다는 믿음이란 개인의 가치와 조직이 중요시하고 있
는 조직차원의 가치와의 조화정도를 정의한다[16].   

개인과 조직의 가치가 일치할수록 조직구성원은 조직
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조직 목적에 부합되도록 타인들
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결정, 문제해결방식을 결정한
다[16,17]. 따라서 개인과 조직가치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내 구성원간의 신뢰를 높이며 기회주의적인 행동
(opportunistic behavior)을 억제하고, 조직 공동의 목표달
성을 위한 노력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협조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였다[3,18]. 

2.3 가치일치와 협조적행동

현대조직에서 협조적행동(cooperative behavior)은 개
인과 집단의 성과 창출은 물론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좌
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협조적행동은 전
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행동으
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helping behavior)
으로서 공식적 보상시스템에 의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
만 전반적으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9,20]. 특히, 협조
적행동은 조직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직무에 더욱 깊은 흥미를 갖게 되
고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며 조직의 구성원임을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고 하였다[21].

가치일치와 협조적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Meglino[22]은 유사한 개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그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은 보다 원
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육성한다고 제안하면서 조직구성원
들의 개별적인 성과에 있어 조직과 구성원간 가치일치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였다[21].

김혜정[23]은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구성원을 대상
으로 개인-조직간 가치적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복지관의 조직과 구성원인 사회복
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치적합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송진섭·유태용[24]은 기업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과 
조직간 가치 부합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서, 개인과 조직 간의 가치일치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를 
줄이고 협조적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정명호·박지혜·문형구·오홍석[19]은 사회적관계와 협
조적행동 연구에서, 개인이 속한 집단 내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그 개인이 조직 전체에서 맺고 있는 사회
적 관계보다 개인의 협조적 행동을 더 잘 연결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즉, 개인과 조직간의 가치가 부합될 때 협
조적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관계
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가치일치부분에서 개인의 내향중
심과 관계중심성이 높을수록 협조적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치일치와 협조적행동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2.4 가치일치의 매개효과

사회적기업가정신과 협조적행동 사이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없지만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박성훈·김동준[25]은 조직시민행동(특히, 협조적행동)과 
선행요인에 대한 비전공유와 가치일치의 조절효과에 대
한 연구에서 절차공정성, 조직후원인식, 감성기반신뢰, 
인지기반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전공유와 가치일치는 인지기반 
신뢰를 제외한 나머지 선행요인들이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수·권
상순[26]은 개인 및 직무특성이 협조적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협조적행동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자기
효능감, 직무자율성, 직무상호의존성과 협조적행동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가 있으며, 심리
적 임파워먼트와 협조적행동인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개인-조직 가치일치, 집단주의 가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협조적행동의 선행요인이 비전공
유, 가치일치와 연관되어 있으며, 협조적행동과 기업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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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2.4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2.4.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구성원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이 가치일치를 매개로 협조적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4.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과 가치일치, 협조적
행동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Ⅰ. 사회적기업가정신이 협조적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1. 구성원의 혁신추구성향이 협조적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2. 구성원의 위험감수성향이 협조적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3. 구성원의 사회적가치지향성향이 협조적행동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Ⅱ. 사회적기업가정신이 가치일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Ⅱ-1. 구성원의 혁신추구성향이 가치일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2. 구성원의 위험감수성향이 가치일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3. 구성원의 사회적가치지향성향이 가치 일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Ⅲ. 구성원의 가치일치가 협조적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Ⅳ. 사회적기업가정신과 협조적행동 사이에서 가
치일치가 부분매개할 것이다.

   Ⅳ-1. 혁신추구성향이 협조적행동사이에서 가치일
치는 매개할 것이다.

   Ⅳ-2. 위험감수성향이 협조적행동사이에서 가치일
치는 매개하지 않을 것이다.

   Ⅳ-3. 사회적가치지향성향이 협조적행동 사이에서 
가치일치는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3.1 표본의 특성 및 변수의 정의

3.1.1 자료의 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구성원의 기업가정
신이 가치일치를 매개로 협조적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의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 조사대
상은 관장/원장, 부관장/국장/부장, 과장/팀장.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 9월에서 12월까지 인터넷과 현장방문
하여 메일과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설문지 수집을 
진행했다. 총 159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
지를 제외한 148명의 설문지를 분석했다. 

3.1.2 표본의 특성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응답자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남성 61명(41.2%)와 여성 
87(58.8%)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게 응답하였다. 직위
는 일반직원, 중간관리자, 최고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가 
50.7%, 31.1%, 13.5%, 4.7%로 분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연령대를 보면 20대와 30대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the respondents

Category Division frequency %

Sex
Man 61 41.2

Woman 87 58.8

Years

20years(20 ~ 30) 55 37.2

30years (30 ~ 40) 56 37.8

40years (40years~ 50years) 30 20.3

50years (50 years ~ 60 years) 7 4.7

Title

Top management 7 4.7

Top middle managers 20 13.5

Middle managers 46 31.1

General Staff 75 50.7

Employ

-ment 

agencies

Less than 1 year 18 12.2

Less than 1-3 years 32 21.6

3-5 years 27 18.2

5-10 years 35 23.6

10-20 years 33 22.3

More than 20 years 3 2.0

Total 1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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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측정요인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으로 제시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들을 실제 현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하였고 각 항목별로 정의된 설문지에 의
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의 연구변수의 측정요인 및 조작
적 정의, 측정문항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

Factors Component The definition of a variable Q

Social 

Entrepreneur

ship

Innovativeness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new 

ideas, and create 

the opportunity to combine the process of 

switching to

5

Proactiveness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and 

the action you want to create a new 

market demand

5

Risk-

management

In spite of the high uncertainty that 

challenges to 

decision-making, or a tendency to promote

5

Social Mission

Recognize and solve the problems of 

society by 

at endency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4

Value 

Congruence

Individual

-organization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im-portant 

personal values and organizati-onal values 

and 

the degree of harmonization

6

Cooperative 

Behavior

Cooperative

 Behavior

Effectively to achieve the organization's 

tasks to 

other members to help act as a positive 

impact on 

the organization of individual voluntary 

action

8

3.1.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Likert의 5점 척도)를 통한 실증
분석을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 21을 이용하여 각 항목
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용
될 변수들과 선택된 문항의 신뢰성분석과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
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한 요인 분석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배
리맥스(Varimax Rotation)에 의한 직각회전 방법을 활용
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27]가 제시한 매개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가 
제안한 인과관계분석 모델은 매개변수가 실제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
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측정방법
은 다음과 같다.

[Fig. 2] Methods Model

위의 연구모델을 근거한 매개회귀분석의 단계별 회귀
식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B = A ]
[ 2단계 : C = A ]
[ 3단계 : C = B ]
[ 4단계 : C = B + A ]

위의 단계별 회귀식에 따라 각 단계의 베타계수가 유
의한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단계4의 B에 대한 베타계수
가 유의하고, A에 대한 베타계수가 단계2의 A에 대한 베
타계수보다 적으면 매개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단계4식에 A의 베타계수가 유
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3.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3.2.1 표본의 신뢰성분석 

신뢰성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변수들의 
Cronbach’s α값이 모두 0.7이상을 넘고 있어 신뢰도수준
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0.6이상을 충
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s Items
The number of items Cronba

ch’s α first End

Independent

variable

Social 

Entrepren

-eurship

Innovativeness 5 4 .834

Proactiveness 5 1 .833

Risk-management 5 5 .848

Social Mission 4 4 .758

Value matches Value Congruence 6 6 .923

Dependent 

variable
Cooperative Behavior 8 8 .882

3.2.2 표본의 타당성분석 

타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총29개의 설문항목에 대
한 누적설명분산비율이 67.537이고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0.5이상을 넘어 가치일치, 협조적행동, 사회적기업
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추구, 사회적가치지향)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인1은 조직시민행동의 일부인 “협조적행동”으로, 요
인2를 조직가치일치를 “가치일치”로, 요인3,4,5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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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의 하부요인인 “위험감수”, “혁신추구”, “사회
적가치지향”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Table 4] Feasibility a Analysis of the variables

Variable D v  F1 F2 F3 F4 F5 Cronbach’s α

Cooperative

 Behavior

C1 .818 .153 .062 .135 -.076

.876

C2 .807 .111 .078 .165 .128

C3 .769 -.055 .073 .126 .172

C4 .714 .151 .145 -.017 .088

C5 .708 .102 -.022 .137 .150

C6 .605 .331 .105 .129 .343

C7 .557 .256 .194 -.087 .090

.924

C8 .539 .245 .193 .028 .230

Value

Congruence

V1 .153 .855 .118 .149 .218

V2 .123 .850 .126 .226 .159

V3 .082 .846 .130 .125 .159

V4 .130 .826 .077 .021 .234

V5 .287 .691 .218 .160 -.011

V6 .373 .636 .077 .287 .089

Risk-

management

E1 .164 .087 .824 .137 .141

.848

E2 .079 .151 .754 .145 .158

E3 .168 .148 .745 .185 .048

E4 -.051 .207 .687 .190 .186

E5 .260 .025 .638 .268 .070

Innovati

-veness

E6 .041 .196 .195 .779 .004

.831

E7 .094 .233 .194 .765 .123

E8 .139 .057 .272 .626 .386

E9 .060 .079 .432 .626 .280

E10 .301 .292 .169 .530 .026

Social 

Mission

E11 .143 .268 .105 .042 .745

.758
E12 .159 .132 .110 .164 .699

E13 .144 .297 .212 .065 .641

E14 .351 .007 .201 .256 .559

Eigen Value 3.343 2.759 2.349 2.346 2.035

% Distribution 17.594 14.522 12.361 12.350 10.710

% Distribution 17.594 32.117 44.478 56.827 67.537

3.2.3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은 변수들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파악
하는 기법으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접한 관련성을 갖고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으로 피어슨 계수를 이용하여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
었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Average S.T 1 2 3 4 5

Cooperative Behavior 31.2568 4.16516 1

Value Congruence 3.6227 .69995 .473** 1

Risk-management 18.7703 2.90693 .389** .470** 1

Innovativeness 16.9324 3.20005 .359** .386** .583** 1

Social Mission 15.7500 1.93033 .487** .484** .478** .450** 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협조적행동, 가치일치, 사회적
기업가정신(위험감수, 혁신추구, 사회적가치지향)에 대해 

유의한 관계(유의수준 99% 이상)로 나타났다. 이로서 사
회적기업가정신과 협조적행동에 가치일치가 매개할 가능
성을 예측할 수가 있겠다.

3.3 가설검증과 매개효과분석

3.3.1 사회적기업가정신과 협조적행동의 가설검증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서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이 협조적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Cooperative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D Beta t-value p

Cooperative 

Behavior

2.580 4.797 .000

Innovativeness .131 .152 1.667 .048

Risk-management .117 .105 1.169 .244

Social Mission .179 .367 4.408 .000

R= .525, R2 = .276, △ R2 = .261, F= 18.267, p= .000

Table 6의 분석결과를 보면, 종속변수인 협조적행동에 
대한 독립변수 혁신추구의 베타계수 0.152(t=1.667, 
p<0.05)와 사회적가치지향의 베타계수 0.367(t=4.408,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위
험감수의 경우 베타계수는 0.105(t=1.169, p>0.01)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추구와 사회적가
치지향성은 협조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위
험감수는 협조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사회적기업가정신과 가치일치의 가설검증

본 논문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
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이 가치일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Value Congru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D Beta t-value p

Value 

Congruence

.422 .668 .505

Innovativeness .021 .268 3.007 .003

Risk-management .019 .088 1.005 .317

Social Mission .029 .316 3.898 .000

R= .559, R2 = .313, △ R2 = .298, F= 21.842, p= .000

Table 7의 분석결과를 보면, 종속변수인 가치일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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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독립변수인 혁신추구의 베타계수 0.268(t=3.007, 
p>0.01)와 사회적가치지향의 베타계수 0.316(t=3.89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위험감수의 경우 베타계수는 0.088(t=1.005, p>0.01)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3 가치일치와 협조적행동의 가설검증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서 분석한 결과, 가치일치와 협조적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Value Congruence and 

Cooperative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D Beta t-value p

Cooperative 

Behavior

1.601 13.159 .000

Value 

Congruence
.434 .473 6.478 .000

R= .473, R2  = .223, △ R2 = .218, F= 41.967, p= .000

Table 8의 분석결과를 보면, 종속변수인 협조적행동에 
대한 독립변수 가치일치의 베타계수 0.473(t=6.478,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3.3.4 가치일치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서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가정신(혁신추구성향, 위험감
수성향, 사회적가치지향성향)과 협조적행동간의 관계에
서 가치일치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Moderating effect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Step R2 F Beta t P

Innovativeness

B=A .221 41.468 .470 6.440 .000

C=A .151 26.065 .389 5.105 .000

C=B .223 41.967 .473 6.478 .000

C=B+A .249 25.350
.214 2.647 .009

.372 4.589 .000

Risk
management

B=A .149 25.625 .386 5.062 .000

C=A .129 21.613 .359 4.649 .000

C=B .223 41.967 .473 6.478 .000

C=B+A .260 25.458
.392 5.065 .000

.207 2.679 .008

Social
Mission

B=A .234 44.556 .484 6.675 .000

C=A .237 45.374 .487 6.736 .000

C=B .223 41.967 .473 6.478 .000

C=B+A .310 32.640
.309 3.927 .000

.337 4.282 .000

Table 9의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독립변수가 혁신추
구성향이고, 매개변수가 가치일치이며, 종속변수가 협조
적행동일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식의 
베타계수가 모두 유의하나 4번째 회귀식의 혁신추구성향
의 베타계수(Beta=0.214 t=2.647 p＜0.1)가 2번째 회귀식
의 혁신추구성향의 베타계수(Beta=0.389 t=5.105 p＜0.1)
보다 적으므로 혁신추구성향은 협조적행동과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가 위험감수성향이고, 매개변수가 가치
일치이며, 종속변수가 협조적행동일 때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계수가 유의하며 4번째 회귀식의 
베타계수(Beta=0.392, t=5.065, p＜0.1)가 2번째 회귀식의 
베타계수(Beta=0.359 t=4.649 p＜0.1)보다 적으므로 위험
감수성향은 협조적행동과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수가 사회적가치지향성이고, 매개변수가 
가치일치이며, 종속변수가 협조적행동일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계수가 모두 유의하며 4번째 
회귀식의 베타계수(Beta=.309 t=3.927 p＜0.1)가 2번째 
회귀식의 베타계수(Beta=.487 t=6.736 p＜0.1)보다 적으
므로 혁신추구성향은 협조적행동과 관계를 매개하는 것
으로 나나났다. 

결과적으로 독립변수가 사회적기업가정신이고, 매개
변수가 가치일치인 경우, 종속변수가 협조적행동에서 부
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기업가정
신이 높을수록 가치일치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협조적행
동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4.1 연구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구성원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이 가치일치를 매개로 협조적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구성
원의 혁신추구성향과 사회적가치지향성은 가치일치와 협
조행동에 대하여 채택되었으나 위험감수성은 기각되었
다. 둘째, 가치일치가 협조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채택되었다. 셋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이 협조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넷째, 사회적기업가정
신과 협조적행동에 가치일치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채
택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선행연구의 맥락과 같이하
고 있으나 일부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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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첫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혁신지향성, 위
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으로 3가지는 채택되었으나 
진취성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배귀희[9]의 사회적기업
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기업
가정신의 구성요소를 4가지로 보았으나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은 혁신지향성, 위험감수
성, 사회적가치지향성이 유효한 것을 지지하고 있다. 둘
째, 사회적기업가정신과 협조적행동과의 관계에서 사회
적기업가정신의 혁신추구성향과 사회적가치지향성은 협
조적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위험감수성향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Prabhu[2]가 
위험측정이나 위험감수성향이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이 
다르며 사회적 변화에 대한 도전과 신념 등이 학습경험
에 좌우된다는 내용을 본 연구결과에서도 똑 같이 뒷받
침하고 있다.

셋째, 가치일치와 협조적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치일치
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김혜정[23]이 비영리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가치일치가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줄이고 조직성과에 영
향을 준다는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 사회복
지조직을 조직과 구성원의 가치가 일치할 때 조직에서의 
구성원의 개인적성향이 조직의 관점에서의 협조적인 행
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가치일치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없
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협조적행동간의 
가치일치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가치일치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협조적행동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협조적행동을 강화시키기 위
해서 가치일치가 중요하며 조직구성원들과 가치공유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회적기업가정
신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
문적 및 실무적공헌과 의의를 각각 갖는다.

4.2 향후의 제언

후속연구에서는 비영리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을 대상
으로 하는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성을 함께 검토하여 실
제적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Fact)를 찾고 적
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최근 박성훈·김동준
[25]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독립변수로 사용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매개변수로 사용된 비전공유, 조직신뢰, 종
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조직의 조직
문화 및 태도를 기초로 확대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조
직 뿐만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노력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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