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사회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변하는 시장 환

경 속에서 사회 기업의 지속가능 경 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 기업의 지속가능 경 을 하여

서는 제한된 자원 환경 속에서는 사회 기업의 구성원들

의 직무열의가 무엇보다도 요한바, 사회 기업가는

구성원들에게 권한 임을 부여함으로서 직무열의를 높

일 수 있다고 가정 하 다. 직무열의를 높이기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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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원들로 하여 어느 정도 권한 임 범 내에서

스스로 소신껏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

는 사회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회 기업의 장에서는 고

객의욕구에 하여 신속한 처가 필수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 기업가가사회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임 워먼트를 부

여 할 때 구성원들의 직무열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에 하여 연구하 다. 특히 임 워먼트는 구조 임

워먼트와 심리 임 워먼트로 구분하는바, 구성원의

향력이 은 구조 임 워먼트보다는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변화 시킬 수 있는 심리 임 워먼트를 매개로

하 다.

2. 론적 배경

2.1 사회적기업  정

사회 기업은 사회 기업 육성법 제 2조에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 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지역주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등의사회 목 을추구하면서 화 서

비스의 생산, 매 등 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

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을 말한다. 2007년 1월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사회 기업육성법’은 사회 기업에 하여 “취약 계층

에게 사회 서비스 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 목 을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생산 매 등 업활동을수행하는 기업”으

로 정의한다. 통 인 일반 인 기업은 주주들에게 최

한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목 으로 하지만, 사회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

목 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 기업이 시작 된지

도 얼마 안 되고 사회 기업의 정의도 학계나 업계에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 지만 사회 기

업은 동조합 활동이나 자선 성격을 띠는 수익 사업

을 통해 오래 부터유사하게 경 되어 온것도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 기업은 다음 2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기업 활동의 주요 동기가

‘사회 목 의 실 ’일 것. 둘째, 기업의 주요 활동이 상

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매일 것.

사회 기업이란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서

비스를 생산 매하여 돈을 버는 기업이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사주나 주주의 이익 실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

회 목 을 실 하는 데있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사

회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부분은

사회 목 을 실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1].

2.2 사회적 기업가정신  

일반 기업의 궁극 목표는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경제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러

기 하여서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나, 기업가정신은 여

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진취성, 신성, 험감수성으로

정하기로 한다. 사회 기업 역시 사회 기업가정신이

필요한바, 일반 기업가정신과 다른 핵심개념은 무엇보다

도 사회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목 에 있다. 따라서

사회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는데 있어 신

성, 진취성, 험감수성과 함께 가장 요한 것은 사회

가치 지향성이다. 사회 기업은 사회 가치를 지향 하

고, 이러한 사회 가치 지향성은 일반 기업과 가장 큰

차이 이라고 할 수있다[2,3]. 진취성은 극 으로 나아

가서 일을 이룩하는 성향으로서 새로운 역을 개척하

기 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신성은 기술의

진보 개 이 경제에 도입되어 생기는 경제구조의 변

화로 신상품의 생산, 신생산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신자원의 획득 이용, 그리고 신조직달성 등에 의하여

생산요소를 융복합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이

윤이 창조되고 과학이 발 을 행하는 것은 이러한 신

에 의존된다고 하 다. 험감수성은 새로운 방법이나

시장으로 진출 할 때 조직이 가지게 되는 험성을 측

하고 받아들이려는 성향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험감수

성은 측되고 계산된 험을 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러한 사회 기업가정신은 실제로 사회 기업을

운 하면서 사회 기업이 당면하는 경 환경에 능동

으로 처하는 경 략과 연계되어진다. 따라서 사회

기업가정신은 사회 가치지향성, 진취성, 신성, 험

감수성으로 구분 하 다[4,5].

Component Content

Social purpose Pursuit of social value

Gumption Breaking new ground

Innovation Advances in technology and reform

Risk Taking Calculated risk management and predicted

Table 1. Social entrepreneurship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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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워 트  정

임 워먼트는 역동 인 경 환경의 변화에 구성원이

극 이고 능동 으로 용 는 응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그러기 하여서는 한 조직의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능률 으로 달성하기 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에

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동기

를 유발함으로써, 자발 행동을 통한 과업성취를 진

하는 행 나 과정을 의미한다. 임 워먼트는 구성원들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리더가 지닌 권한을공유하고 책임

의 범 를 확 하는 것을 의미한다[6].

Component Content

Meaning The importance of task

Competence The necessary skills and abilities

Self-determination To have the autonomy and control

Impact The belief that influence

Table 2. Psychological component impawomeonteu

2.4 직무열  정

직무열의는 ‘조직구성원이 높은 에 지를 발휘하면서

자신의일에 열정을 다하여 몰입하는 정 인 심리상태’

를 의미한다. 직무열의를 활력(Vigor), 헌신(dedication),

몰입(Absorption)에 의해 특징화된 정 이고 성취 인

(fulfilling) 업무와 련된 마음 상태라고 정의하 다. 직

무 열의의 하 차원 에서 첫 번째 요소인 활력은 원기,

활기, 생기와 같은 것으로 일이나 운동을 할 때 신체 으

로나 정신 으로 높은 에 지 수 을 말하며 더 나아가

서는 어려움에 처하 을 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포

함 할 수 있다. 헌신은 자신의 업무의 요성을 인지하고

보상을 넘어서서 열정이나 자부심, 도 정신 등

을 얻게 되는 것으로, 심리 인상태를 말한다. 몰입은 자

신의 직무에 한 완 히 집 함으로서 깊게 몰입된 상

태를 의미한다[7].

Component Content

Vigor A high level of energy and resilience

Dedication Pride and challenge

Absorption Pride and challenge

Table 3. Components of job engagement

3. 연  방법

3.1 연 형 

사회 기업가 정신이 구성원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 다.

사회 기업가정신은 사회 목 , 진취성, 신성,

험성으로 정의하고 심리 임 워먼트의 구성요소인 의

미성, 능력, 자기 결정력, 향력에미치는 향을매개로

하여 직무열의의 구성요소인 활력, 헌신, 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하여 연구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  가

3.2.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워 트  계

사회 기업은 서비스 심의 업무 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과 직 마주하여야 하는 구성원

의 역할과 직무 태도가 아주 요하다. 만일 권 주의

이거나 료주의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구성원들의

임 워먼트는 상 으로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러한 조

직에서는 구성원들은 스스로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

고 싶어도 나 에 따라올 책임이 두려워 소극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소극 태도는 고객으로 하여 불

만을 키우게 되어 매출의 하락은 물론 고객 불만을 증폭

시킴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하여 결국은 상 자가 나서

야 하는 악순환의 문제 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과감한

임 워먼트를 통하여 구성원의 직무와 직 에 따른 의사

결정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사회 기업가정신은

임 워먼트와 연결되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6]. 사회

기업은 리추구가 목 인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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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기업가정신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구성원 체가 사회 목 추구라

는 명제가 포함된 사회 기업가정신은 사회 기업의

특성상 사회 기업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아니고 구성

원 체가 내 으로 사회 기업가정신이 동기화 되었

을 때 사회 기업가정신의 효과가 발 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사회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기업가로부터 구성원에게 심리 임 워먼트가 행하여

지면 사회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가 구성원의 심리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칠 것이다[8,9].

가설 1. 사회 기업가정신은 심리 임 워먼트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1-1. 사회 목 에 한인식은 심리 임 워먼트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2. 진취성에 한 인식은 심리 임 워먼트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1-3. 신성에 한 인식은 심리 임 워먼트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1-4. 험감수성에 한 인식은 심리 임 워먼트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심리적 워 트  직무 열  계

사회 기업은 사회 목 추구라는 사회 미션을

배경으로 하여 설립 되어 다수의사회 기업은 자원이

열악하고, 열악한 자원으로 하여 인 자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사회 기업의 주 업무인 사

회서비스는 구성원과 사회서비스 수혜자가 직 면하

여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 기업의 구

성원이 사회서비스 수혜자와의 계설정이나 고객만족

의 효과 등이 사회 기업의 지속경 을 좌지우지 할 만

큼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구성원에게 심

리 임 워먼트로 인하여 권한이 임 되었을 때 직무

열의의 요소인 활력, 헌신,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 진다.

가설 2. 심리 임 워먼트는 직무 열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1. 심리 임 워먼트는 활력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심리 임 워먼트는 헌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 임 워먼트는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들  조 적 정

3.2.1 사회적 기업가정신  측정지표 

사회 기업가정신이란 사회 기업의 목 인 경제활

동을 통한 사회 목 실 을 한 사회 기업가의 여

러 가지성향이라고활 수있다. 즉, 사회 기업의 경제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이해 계자와 지역 사회와의 네트

워크 활동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 기업가정신

의 구성요소로정한 사회 목 , 진취성, 신성, 험감

수성으로 나 어 총 20개의 설문 항목으로 측정 하 다.

3.3.2 워 트  측정지표

사회서비스를 심으로 하는 사회 기업의 구성원은

조직 장의 구성원에게 업무 재량을 임하고 자주 이

고 주체 인 체제 속에서 사람이나 조직의 의욕과 성과

를 이끌어 내기 한 임 워먼트가 요하다. 고객의 요

구에 신속하게 응 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여 주

는 것은 기업에 한 아이덴티티 구축의 측면에서 아주

요하다. 특히 서비스 상 고객의 다수가 취약계

층인 을 고려하면 그들의 자존감을 고려한 신속한 응

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회 기업의 임

워먼트는 심리 임 워먼트인 의미성(Meaning), 능

력(Competence),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 향력

(Impact)으로 정의하기로 한다[10,11].

3.3.3 직무열  측정지표

직무열의란 업무에 해 정 이고 열정 이며 성취

인 마음의 상태로, 활력, 헌신, 몰입으로 구성된직무태

도로 정의 하 다. 활력, 헌신, 몰입의 3개 변수, 총 15개

측정항목을 사용하 다.

3.3.4 료수집과  방법

자료 수집은 인터뷰 자료와 설문지로 구성하 다. 사

회 기업 구성원들을 상으로 심층면 조사를 통한 평

가지표를 토 로 각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 다. 연구문

제의 해결을 해 사회 기업 15개 회사 구성원 총 170

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직 배포,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총 135부를 최종 연구 표본으로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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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  결과 및 

4.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워 트  계 

연구가설 1은 사회 기업가정신(사회 목 , 신

성, 진취성, 험감수성) 활동에 한 인식과 임 워먼트

의 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1-1 사회 목 에 한인식은임 워먼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227 , t값은 3.050, p값 0.002로 유의 확율 0.001 이

하 수 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채택 되었다. 진취성에

한 인식은 임 워먼트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1-2

가설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098, t값 1.149, p값

0.252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음으로 1-2는기

각되었다. 1-3 신성에 한 인식은 임 워먼트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값은 0.356, t값 3.581,

p값 0.000 으로 유의 확율 0.001이하의 수 에서 유의미

한 결과이다. 1-4. 험감수성에 한 인식은 임 워먼

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경로계수

값 0.026, t값 0.288, p값 0.776로 나타나 유의미만 결과가

아니므로 가설 은 기각되었다.

Hyp
othe
sis

Route
Route
Coeffici
ent

t-value Result

1-1
Social purpose

→
Empowerment

0.227 3.050 Accept

1-2
Gumption

→
Empowerment

0.098 1.149 Reject

1-3
Innovation

→
Empowerment

0.356 3.581 Accept

1-4
Risk Taking

→
Empowerment

0.026 0.288 Reject

2-1
Empowerment

→
Vitality

0.631 11.705 Accept

2-2
Empowerment

→
Dedication

0.649 13.435 Accept

2-3
Empowerment

→
Preoccupation

0.614 8.884 Accept

X2=53.19, df=9(p=0.00), AGFI=0.75, GFI=0.94, NFI=0.92,
CFI=0.93, IFI=0.93, RMR=0.095

Table 4.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4.2 워 트  직무 열  계 

연구가설 2는 임 워먼트와 직무 열의간의 계를 살

펴보는 것이다.

2-1. 임 워먼트는 활력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631, t값은

11.705, p 값 0.000 으로 0.001이하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

여주며 해당 가설은 채택되었다. 2-2. 임 워먼트는 헌신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경로계수 값

0.649, t값은 13.435로 유의 확율 0.001 이하 수 에서 유

의미한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되었다. 2-3. 임 워먼트는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경로계

수 값은 0.614, t값 8.884 으로 유의 확율 0.001 이하 수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3은 채택되었다.

5. 결론

5.1 연  결과 약

구조모형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먼 사회 기업

가정신을 사회 목 , 진취성, 신성, 험감수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그 결과 첫째, 구성원들이 생각하

는 사회 기업가정신 에서 가장 요한 덕목으로는

사회 가치 지향성을 시하는 사회 목 , 신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채택 되었다. 둘째, 구성원들이

권한을 임받는 임 워먼트는 업무 열의 요소인 활력,

헌신, 몰입에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사회 기업에서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임

함으로서 업무의 열의성에 크게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따라 사회 기업가 정신요소

사회 목 , 신성이 구성원들의 심리 임 워먼

트에 정 으로 용된다면 결국 사회 기업가정신은

구성원들의 심리 임 워먼트를 통하여 사회 기업의

직무 열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2].

5.2 시사점

지난 10여년간의 사회 기업에 한 결과를 살펴보

면 단히 정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100세 시 를 맞아 이제는 제2의 직업이 필수가 되어

버린 조기 퇴직 장년 경력단 여성 등 취업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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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기회의 창

이 열렸음은 분명하다. 특히, 청년층의 소셜벤처창업은

지 까지 통 으로 많은 사회 기업들이 해온 분야를

넘어선 획기 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이 이루어지

고 있음은 아주 고무 인 일이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의 창직과일자리 창출

이라는 사회 미션을 수행하는데 정 의미를 부여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 기업가들은 막상 사회 기업을

해보니 생각과 실은 무 다르다고 토로한다. 이것은

아무리 사회 기업이라고 하여도 상품성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는다는

은 결코 부정 할 수 없는 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

회 미션에 치 한 나머지 시장경쟁의 원리를 간과한

이유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에게 심리 임 워먼

트를 부여하면 사회 기업의 직무 열의를높임으로서 경

쟁력을 강화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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