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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리적 결정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경영활동의 지속뿐만 아니라 당초 설립목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지리적 요인에 주목하고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측정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경제지리적 요인으로 4개 분야(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지역공동체문화, 공공의 

역할)에 20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로 2개 분야(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 경영활동의 지속)에 

10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193개의 기업조사를 통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역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공공

의 역할 요인’이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과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별기업 지원에 집중된 정책에서 탈피해, 사회적경제의 경제지리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

원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경제지리적 요인, 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공공의 역할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conomic geographical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sustain-
ability of the social economy.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economy means the sustainability of the 
pursuit of social value as well as the sustainability of business operation. This study is aiming to economic 
geographical determinants as factors affecting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economy and extracted measure-
ment index through examination on the theory and case study. As a result, 10 items in two areas(the sus-
tainability of the pursuit of social value, the sustainability of business operation) had been deducted as the 
measurement index of which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economy. In addition, 20 items in four areas(local 
networks, intermediary organizations, local community culture and public roles) had been deducted as 
economic geographical determina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193 firm surveys suggests that 
‘local networks’,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public roles’ have an positive impact on sustainability. 
This result implies a need for policies to create an economic geography ecosystem of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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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전후로 한국

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

어 왔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

로 주목 받게 되면서 정부지원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

다. 그 결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

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

조직(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16)인 사회적경제 기

업1)은 2012년 2,394개에서 2016년 현재 17,527개2)

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혁신역량과 자립기반은 초기 수준에 머

물러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

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

하거나 전환했던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보이며 성

장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현재 사

회적기업 가운데 재정지원 사업 종료 이후 고용인원

이 감소된 기업이 56%에 달하며, 전체 1,342개 마을

기업 중 3분의 1이 월 80만원의 매출도 못 올리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언론 및 단

체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좀비기업, 보조금 의존 

단체로 격하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도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와 

경영유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는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함께 지속가능성

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구자

들 또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

게 되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개별기

업에 초점을 맞춘 조직적 또는 인적 요인(경영 전략, 

기술,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조직문화 등)에 대

한 영향관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장영란, 2012; 

최조순, 2012; 김기현, 2013; 임효민, 2016; 신광하, 

2016)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태동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개별조직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입지

한 지역의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리

학적 관점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생태

계 구축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강조하였지만 대부분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

는데 집중하였으며, 지역기반의 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은 미흡하였다. 최근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일부 지자체의 클러스터 조성 

시도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하

기 위한 경제지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리적 요

인을 도출하고 지속가능성과의 영향관계를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경제지리적 요인과 지

속가능성과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둘째, 이론 검토를 통해 경제

지리적 요인에 대한 측정변수들을 도출 한다. 셋째, 

지속가능성과 경제지리적 요인의 영향관계 도출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 소재한 5년 이상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220개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기간은 2017년 10

월 30일에서 11월 24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설문 방

법은 면대면을 기본으로 하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

메일,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 대상은 기본

적으로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표의 응

답이 어려운 기업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설문결과는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지리적 범

위를 충청남도로 선정한 것은 이 지역이 2011년 국

내 최초로 사회적경제를 정책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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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과 활동들을 시도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충청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7

년 이상)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 왔

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구축·

운영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도농복합 지역인 

만큼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

제지리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검토

1) 사회적경제의 특성 및 개념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조직형태와 광범위한 활동

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학자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사회

적경제의 다양한 조직들은 그 조직이 입지한 지역

의 지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대표적 연구결과

(Amin et al, 2002; Mazzei, 2016)를 토대로 지리학

적 관점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사회적경제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

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사회적배제 문제해결을 위

한 다양한 방법과 그에 따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는 ‘협동, 연대, 공유를 핵심 운영원

리’로 추구하고 있다(신명호, 2009). 이는 유사한 가

치를 지닌 조직들과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호혜와 배

려의 차원에서 거래하는 내부거래가 거래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게 하며, 이를 통해 저조한 수익성 등 사

회적경제가 가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가능하게 

한다. 둘째, 자율성과 연대성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권에 기반한 경영을 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경제활

동을 조직화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1인 1표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더불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지역 안에 공동체가 형성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승균, 2016). 셋째, 재화와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사업의 핵심 목적으로 추

구하고 있다(Defourney and Nyssens, 2006). 일반

적으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수익성 원리를 최우

선시하는 것과 비교해,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대상의 사회서비스 제

공, 지역의 경제재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추구는 지역현안을 주

민 주도로 해결하고 정부 및 민간시장에서 충족시키

지 못하는 육아,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창출하는 반면, 취약한 수익구

조를 야기해 자립적 경영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

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공동체의 권한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재화

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지역 내에서 순환함으로

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호혜성, 자조성, 연대성, 민

주성 등의 가치를 통해 지역 또는 공동체에 뿌리내린 

사회적 배제 문제와 다양한 지역수요를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그 가치를 정당화 하고 있

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

서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

하는 호혜와 협동기반의 경제활동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영향요인

(1)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측정요인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기

업유형별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다른 기업 유형보

다 먼저 운영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

되어 왔다. 

우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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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공통적으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이 지

속되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Moore, 2000; Frumkin and Andre-Clark, 2000; 

Foster and Bradach, 2005; 이광우, 2008; 김성기, 

2010; 최조순, 2012). 사회적기업은 그 태동부터 사

회적 가치의 추구와 달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경제적 자립 또는 

유지를 추구하게 된다(조영복 외, 2008). 따라서, 사

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영

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

능한 것이다. 한편,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도 모두 

지속가능성에 대해 비슷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최우일(2014)은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용의 

지속가능성, 매출의 지속가능성, 기관 및 단체 후원

의 지속가능성, 경쟁력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

기서 고용의 지속가능성은 마을기업의 사회적 가치

라 할 수 있으며, 매출 등은 경제적 활동의 지속가능

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강예은(2014)은 사회적협

동조합의 지속가능 요소로 ① 자발적 참여, ② 사회

적 가치 창출, ③ 자본적 기반, ④ 외부 환경을 제시

하고 있다. 협동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

와 경제적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지속하면서 경영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①사회적

(공동체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 ②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앞서 정의한 지속가능성의 두 측면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측정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사

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는 첫째, 사

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미션 추구, 둘째, 사회적·

지역사회 차원의 기여, 셋째, 근로자 지향성으로 종

합할 수 있다(Keil et al., 2000; Pearce, 2003; 홍

현미라, 2008; 곽선화, 2009; 최우일, 2014; 강예

은, 20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 미

션 추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가치 설정 여부 및 사

회적 성과평가체계 구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명확한 미션수립(강예은, 2014) 등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사회적·지역사회 차원의 기여는 지역사

회 일자리 제공(Keil et al., 2000), 사회적 목적의 재

투자(Pearce, 2003), 취약계층 고용(박수지·엄태

영, 2010), 사회서비스 제공(홍현미라, 2008), 고용

상태의 지속(최우일, 2014), 지역주민 인식 제고(조

상미·권소일·김수정, 2012) 등으로 구성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지향성은 이해관계자 참여구

조 및 의사결정 체계(곽선화, 2009), 근로자 임금수

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는 재

무적 성과와 자원의 안정성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

(Pearce, 2003; 곽선화, 2009; 박수지·엄태영, 2010; 

조상미·권소일·김수정, 2012; 김기현, 2013;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2017). 재무적 성과는 총매출

액 및 당기순이익 증가율(곽선화, 2009), 기업수익

률(박수지·엄태영, 2010), 시장 점유율 증가(김기

현, 2013)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원의 안정성은 

자원조달의 다양성 및 정부지원금 의존도(Pearce, 

2003), 고객만족도 상승(조상미·권소일·김수정, 

2012), 운영자금 구성요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지속가능성 영향요인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지속가능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시초적 연구

는 Wheeler et al.(2003)의 연구를 거론할 수 있다. 

Wheeler et al.(2003)은 개발도상국에서 자생적

(self-organized)으로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50개 사회적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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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자본, 생태적 자본 등을 도출하였다. 이 모델

의 대표적 사례인 케냐 Honey Care Afica(HCA)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벌집을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고, 꿀 생산에 자금을 지원한 

NGO와 금융기관의 파트너 협정이었기 때문이다. 

HCA는 17개의 기부단체와 NGO들과 파트너를 맺

었고, 250개의 커뮤니티를 기초로 한 조직, 여성그

룹들과 자립지원기구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였다. 

이 파트너십을 기초해 HCA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 모델은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조한다는 점에

서 한국 사회적경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Moshe and Lerner(2006)는 이스라엘의 33

개 사회적 벤처를 대상으로 성공요인3)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가, 환경, 조직, 

사업과정 등 4개 영역 15개 지표로 구성된 성공요인

의 사후검증을 통해 실제 영향정도를 검증했다는 점

에서 상당한 함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성공요인 중 

환경 분야의 경우 기업이 입지한 지역의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기업내부의 창업여건에 국한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성공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초기 선행연구

로 이광우(2008)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을 전략

적 요인, 사회적 기업가정신 요인, 경영 역량, 조직적 

요인, 사업 환경적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로 설정하

고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성공요인과 지

속가능성간의 영향관계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의 역량 측정에 중

점을 둔 지표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및 지역 환경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중심으

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이들에는 구성원 및 기업특성(장

영란, 2012), 사회적 기업가정신(최조순, 2012), 사

회적기업 유형 및 형태(김기현, 2013), 종교적 충성

도(임효민, 2016),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전략운영

요소(신광하, 2016)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 지

속가능성의 영향요인은 크게 인적요인, 조직적 요

인,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적 요인을 제

외하고는 모두 기업내부의 역량에 초점을 둔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외적 요인의 경우에도 기업가의 

네트워크 및 후원관계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필자가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의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과연 인적, 조직적, 외적요인들만

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까?’, 둘째, ‘외적요인들의 경우 네트워크, 지지나 후

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다른 요소들은 

없을까?’ 셋째, 기존 연구들이 경영학적, 행정학적, 

사회복지학적 관점에 편중되어 다양한 지리적, 문화

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

던 것이 아닐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

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지리적 요인을 도출해내고 지

속가능성과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

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매우 미흡

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비된 이론체계가 존

재하지도 않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지리적 

요인에 대한 단초만을 제공할 뿐 합의된 개념이나 요

인들이 분석된 것도 없기 때문에 연구를 체계화하기

도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지리적 요인들에 대한 체

계적 검토와 함께 영향관계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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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경제와 경제지리적 요인의 관계성

사회적경제의 태동과 성공이 지리적 요인에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Teasdale, 

2012). 실제 사회적경제의 태동은 지역자산을 활

용하는 기업이든 아니든 공간(지역)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공적인 운영도 지역의 환경

과 관계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Amin et al., 

2002). 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태동과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정치

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Purvis, 1990), 그 지리적 차이는 동일한 국가 내에

서도 지역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Mazzei, 2016).

이 연구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리적 요인 중

에서 경제지리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자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리적 요인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기

업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체인 만큼 경제지리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

기 때문이다. 경제지리학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교

환·수송·소비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내 또는 지역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상호연계성 등을 연구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지리적 요인

은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생산, 교환, 수

송, 소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사회적 관계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기저에서 영향을 주는 

공동체문화, 사회적 자본 등 다양한 요인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경제지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개별기업의 경영전략, 기술수준, 구성원의 역량 등

을 주목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기업가의 개인적 역

량과 역할이 기업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회적 기업가가 이러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

던 근원은 개인의 비전 수립과 리더십을 형성하게 했

던 지역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핵심 인물이 사회

적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

지만, 이는 개인이 혼자서 이루어낸 결과물인 경우

는 드물다(Seanor et al, 2007; Amin 2009). 그러한 

성공을 달성하기 까지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지원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회

적경제의 창업과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인식을 공유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조차도 해당 지역의 사

회·경제적 특성(즉, 소외, 지역경제 및 지역 주민 수

준), 네트워크, 정부 지원 등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달

리 나타나고 있다(Mazzei, 2016). 이처럼 경제지리

적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을 포함

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은 

그들이 입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제지리적 요인에 단초를 제공하는 선행연구

들을 종합해보면 경제지리적 요인은 크게 지역네

트워크, 중간조직,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 정

부의 호의적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Amin et al., 

2002; Buckingham et al ., 2010; Somerville 

and McElwee, 2011; Sunley and Pinch, 2014; 

Mazzei, 2016).

우선 호혜와 협력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은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다. Peattie and Morley(2006)는 로컬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사회

적기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며, 창업시 자원 확보, 

조언의 접근성,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고용 등의 수

월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자원은 지역별로 차이

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

에 상당한 지리적 차이를 만들어 낸다(Mohan et al., 

2005). 또한, Buckingham et al.(2010)은 영국 사례

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있어 네트워크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중간조직의 존재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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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영향을 미친다. Amin et al.(2002)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중간조직(사

회적기업 또는 제3섹터 조직)의 존재를 강조했다. 중

간조직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 자원 

지원, 기회 탐색 등 후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

한 중간조직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이해관계

를 대표하거나 자원을 동원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

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유지와 가치를 지속하

는데 필요한 기술, 정보, 네트워크 등의 부족을 야기

한다. Jennifer(2011)는 “공동체기반(community-

based) 중간지원조직은 중개기관(intermediary 

agent)과 네트워크 조정자(coordinator)의 두가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가치를 더한다”고 주장

하였다.

셋째, 지역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는 

사회·경제적 배경은 지역의 문화, 역사 등 지역 환

경에 영향을 받는다. 지역주민의 특성은 지역주민의 

수요와 활동을 결정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유형에 더해 지역수요, 창업 동기, 운영 

목표를 반영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Mazzei, 2016). 이러한 지역사회 특성과 다

양성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을 만들어내고 지속

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Mazzei, 2016). 

Amin et al.(2002)은 지역수요를 만들어 내는 소수 

문화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 내 환

경운동, 문화·예술, 여성 그룹, 윤리적 소비, 종교 활

동 등의 존재는 대안 경제적 가치(공정거래 등)를 추

구하거나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

한 다양한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넷째, 사회적경제의 지원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

이다. 지역적으로 달리 나타나는 제도적 환경은 사

회적경제 기업이 시장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

는 기회와 범위를 결정한다(Sunley and Pinch, 

2014).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대

응과 개입은 기업 차원에서의 기대감을 형성하기

도 한다(Somerville and McElwee, 2011). Amin 

et al.(2002)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방법이 다름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글라스고우

(Glasgow)와 미들스브러(Middlesbrough)와 같은 

시민사회 및 공동체적 활동이 비교적 미약한 지역에

서는 지방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한 반면, 

타워 햄릿(Tower Hamlets)과 브리스톨(Bristol)과 

같이 시민운동의 경험과 제도적 다양성이 있는 지역

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 즉 민관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했다. 이러

한 지역적 차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식을 달리하

게 만들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경제의 지

속가능성과 지리적 요인, 특히 경제지리적 요인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경제지리적 요인 분석

은 사회적경제가 작동하는 환경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서 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이 활발하고 성장하는

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

장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지역별로 다양한 시민 활

동 또는 공동체 활동 등의 경험이 사회적경제의 형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 및 기타기관의 지

원 정도가 사회적경제의 발생에 영향 주는지 등을 보

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1)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는 경제지리적 요인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앞

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독립변수인 경제지

리적 요인은 ‘지역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 ‘공공의 역할 요인’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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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과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의 설정

경제지리적 요인의 4가지 영역인 ‘지역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 ‘공

공의 역할 요인’과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대해 <표 1>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

(1)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① 지역네트워크 요인

지역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존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외부적 사회 관계망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핵심 

원리인 호혜와 협력은 상호관계에서 기반하는 만큼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의 형태는 크게 폐

쇄형과 개방형 네트워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폐

쇄형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협

력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개방형 네트워크는 상이

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개자에 의해서 네트워

크 간에 정보와 지식의 교환이 일어나는 형태이다

(Granovetter, 1985). Amin et al.(2002)은 성공적

인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 유형으로 고용과 일자리의 교류, 사회적 

기업가와 활동가간의 비공식적 회의, 전문가의 지역

을 초월한 활동, 지역을 초월한 협력 네트워크, 민관 

거버넌스, 중간기관과 당사자기업의 연계 등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를 지속

- 6 -

구분 가설

가설 1
‘지역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역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간조직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중간조직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공공의 역할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공공의 역할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 연구의 가설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한 
반면, 타워 햄릿(Tower Hamlets)과 브리스톨(Bristol)
과 같이 시민운동의 경험과 제도적 다양성이 있는 지역
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간
의 관계, 즉 민관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지역
적 차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식을 달리하게 만들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지리적 요인, 특히 경제지리적 요인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적경제 기업에 대한 경제지리적 요인 분석은 사회적경
제가 작동하는 환경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이 활발하고 성장하는지,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방식이 어떻게 다른
지, 지역별로 다양한 시민 활동 또는 공동체 활동 등의 
경험이 사회적경제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 및 기타기관의 지원 정도가 사회적경제의 발생에 
영향 주는지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1)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는 경제지리적 요인과 사회적경제의 지
속가능성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살
펴본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독립변수인 경제지리적 요
인은 ‘지역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지역공동
체 문화 요인’, ‘공공의 역할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
능성’과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의 설정

경제지리적 요인의 4가지 영역인 ‘지역네트워크 요
인’, ‘중간조직 요인’,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 ‘공공의 
역할 요인’과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 ‘경영활
동의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의 가설

구분 가설

가설 1

‘지역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지역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

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간조직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
‘중간조직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

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7

‘공공의 역할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

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공공의 역할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

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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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Moshe and Lerner(2006)는 

이스라엘 사회적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조직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네트워크 확

장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min et al.(2002), Moshe and 

Lerner(2006) 등의 연구를 수정하여 5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측정 지표는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

체(NGO), 일반기업, 시군 사회적경제 협의체, 협업

사업 네트워크, 인력교류 네트워크 등의 교류정도로 

구성하였다.

② 중간조직 요인

중간조직 요인은 자금조달, 경영컨설팅, 판로개

척 등 다양한 지원활동과 사회적 가치의 공유·전파

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영향을 미

치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Jennifer(2011)는 중

간지원조직의 역할로 첫째, 의사결정 정책과 절차의 

수립 및 집행, 둘째,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에 관여, 셋째, 적극적인 공동체 지원활동에 의해 개

선되는 열린 멤버십을 가진 네트워크 구축, 넷째, 네

트워크 구성원들 간 정보공유와 훈련의 용이성 강

화, 다섯째, 정기적인 평가의 책임을 맡고 조직적 학

습 추진, 여섯째, 서비스 전달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미홍 외

(2011)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교류를 조정하는 조직”이라고 정의

하고,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정보수집 및 제공, 자

원과 기술 중개, 인재육성,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NPO 평가, 정책제안, 조사연구 총 8가

지로 분류하였다. 고재경 외(2012)는 “다양한 민·관 

조직의 중간에 위치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제해결역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역할로 지원 서비스, 역

량강화, 옹호, 조정, 자원동원 및 네트워킹, 정책효과

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중간조직은 목표 

및 역할에 따라 그 기능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역량강화, 네트워크, 조정,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과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의 태동과 성공에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중간조직(생협이나 

사회적기업 또는 제3섹터 조직)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특별시의 성미산 마을과 홍성군의 홍동 

마을과 같은 성공사례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지역주

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간조직이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지역별 현안과 특성, 지방행정체계, 시정구상(시정

미션) 등에 따라 조직의 지원체계와 그 운영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간지원

조직은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마을 만들기를 중점적

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중간지원조직과 더불어,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조직, 사

회적경제 영역에서 마을공동체 지원·활성화를 목적

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 등 그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min et al .(2002), 이미홍 외

(2012), 고재경 외(2012)의 연구를 수정하여 5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측정 지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중간조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창

업에 영향을 주는 거점조직(활동)의 활성화 정도, 경

영지원조직 활성화 정도, 인재양성 지원조직 활성화 

정도, 자금조달 지원조직 활성화 정도, 판로 및 시장

창출 지원조직 활성화 정도, 가치나 활동을 전파·공

유하는 조직 활성화 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③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

지역공동체문화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추구

하는 다양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의 공동체 의식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지

역공동체 문화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과 성공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Amin et 

al., 2002; Farmer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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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 et al.(2002)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태동과 

성공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소수 문화의 형성과 

활성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역 

내 자선 예술가들의 모임, 환경 운동 활동, 여성 권

익 활동, 기독교 등 윤리적 조직 활동 등은 그들이 추

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적 활동(공정거

래, 상호주의, 이익 분배)을 실험하거나 전파하는 역

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지역의 공동체 문화는 다양

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탄생시키고 조직간 호혜와 협

력을 활성화하는데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Farmer et al.(2012)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기 위

해서는 지역사회 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공동

체에 참여하여 개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

과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이 형성되어

야 하며, 이러한 공동체의 문화적 자본은 지역주민

들의 참여와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발전시킨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 문화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개념

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공동체 문화는 일정 지역주민이 오랜 기간 동안 공

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징적인 

생활양식으로 공동체 의식, 지역자원, 주민 활동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내에서 호

혜와 연대,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생산·확산·

유지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공동체의식이라 판단

하여 이에 집중하고자 했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

소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

의 경우 McMillan and Chavis(1986)는 욕구충족통

합, 구성원자격, 상호영향의식, 공유된 정서적 친밀

감, Buckner(1988)는 주민의 공동체의식, 주민의 

삶의 질, 상호작용, Long and Perkins(2003)는 사

회적 연계, 상호관계, 공동체가치 등을 제시하고 있

다. 한국에서는 김경준(1998)이 최초로 공동체의식

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 여러 연구

자들이 주로 김경준(1998)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김경준(1998)은 공동체의식

을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적 유대

의 공유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고은정·이경환·안건

혁(2006)은 소속감, 자긍심, 연대의식, 친밀한 느낌, 

이라영(2009)은 개인의 귀속의식,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만족감, 참여의식, 장소의 정주성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cMillan and Chavis(1986), 

Buckner(1988), Long and Perkins(2003), 김경

준(1998), 고은정·이경환·안건혁(2006), 이라영

(2009)의 연구 결과를 참조해 공동체 문화 요인을 4

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각 지표는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역

의 정신적 이념 존재 여부’, ‘지역주민의 유대감 형성 

여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 여부’, ‘지역사회 

신뢰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④ 공공의 역할 요인

공공의 역할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과 운

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공적 기관(중앙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 등)의 관심과 지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이나 운영은 국가적 지원이

나 후원 없이는 자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영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Amin 

et al.(2002)은 영국 사례를 통해 지방당국의 역할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영국 글라스고우

(Glasgow)와 미들스브러(Middlesbrough)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차이가 나타났으

며, 지역의 낙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지자체의 관

심이 높은 것을 밝혀내었다.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

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부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경제기

본법」이 발의되어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정비 중에 있다.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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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개

발비 지원, 인력양성, 판로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중 초기 양적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인건

비 지원이다.

이 연구에서는 Amin et al.(2002), 김혜원(2011) 

등의 연구를 수정하여 4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측

정 지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 광역 단위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과 관심, 지역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심으

로 구성하였다.

(2)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

정하였다(2장 이론적 검토 참조). 이는 기존에 수행

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유사한 의

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설문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사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사회적경

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

능성’,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경

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 및 결과로서 창출되는 사회

적 가치 창출의 지속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기

업활동의 가치 지향성, 사회적·지역사회 차원의 기

여, 근로자 지향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의 유

지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경제활동

의 주체인 만큼 지속적인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을 유

지해야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적인 사

회적 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 경영활동의 지속가능

성은 재무적 성과, 자원의 안정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표 2. 독립변수(경제지리적 요인) 측정변수

항목 경제지리적 요인

지역

네트

워크

① 사회적경제조직간 교류 정도

② 시민단체(NGO)와의 교류 정도

③ 일반기업과의 교류 정도

④ 시군 협의체의 활성화 정도

⑤ 협업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⑥ 인력교류 활성화 정도

중간

조직

① 창업에 영향을 주는 거점조직 활성화 정도

② 경영 지원조직 활성화 정도

③ 인재양성 지원조직 활성화 정도

④ 자금조달 지원조직 활성화 정도

⑤ 판로 및 시장창출 지원조직 활성화 정도

⑥ 가치나 활동을 전파·공유하는 조직 활성화

지역

공동체

문화 

① 지역사회 신뢰도

② 지역의 정신적 이념 존재

③ 지역주민의 유대감 형성

④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

공공

역할

① 중앙정부의 지원

②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③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④ 지역공적기관의 지원

표 3. 종속변수(지속가능성 요인)의 측정 지표

세부항목 측정 지표

사회적 가

치추구

지속

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지속가능성

②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증가 지속가능성

③ 근무만족도 향상 지속가능성

④ 지역사회 발전 기여의 지속가능성

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지속가능성

경영활동

지속

① 타 기업 대비 매출액 증가 지속가능성

② 타 기업 대비 수익성 증가 지속가능성

③ 제품 및 서비스 만족도의 지속가능성

④ 경제적 후원 및 지원의 지속가능성

⑤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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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핵심부분인 독립변수(경제지리적 요

인)와 종속변수(지속가능성)의 영향관계를 측정하

기 위해 충청남도 소재 5년 이상 경영이 유지되고 있

는 사회적경제 기업 22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유효응답은 193개로 남자 128명

(66.3%), 여자 65명(33.7%)의 성비를 보이고 있다. 

기업유형은 (예비)사회적기업 70개(36.3%), 협동조

합 72개(37.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성 분석

(1) 독립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독립변수 20개의 측정변수를 SPSS로 요인분석

을 한 결과 KMO 값은 0.930으로 매우 좋은 편에 속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추출 기준을 고유치 1 이상으로 지정하고 배리맥스

표 4. 표본 집단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개) 비율(%)

전체 193 100.0

성별
남자 128 66.3

여자 65 33.7

직위

대표 138 71.5

이사 7 3.6

관리직 48 24.8

기업

유형

(예비)사회적기업 70 36.3

마을기업 49 25.4

협동조합 72 37.3

자활기업 2 1.0

기업

소재지

계룡시 1 0.5

공주시 12 6.2

금산군 11 5.7

논산시 20 10.4

당진시 11 5.7

보령군 8 4.1

부여군 2 1.0

서산시 18 9.3

서천군 13 6.7

아산시 30 15.5

예산군 8 4.1

천안시 28 14.5

청양군 6 3.1

태안군 8 4.1

홍성군 17 8.8

표 5. 독립변수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성분

1 2 3 4

교류5 .719 .093 .165 .068

교류3 .698 .281 .126 .238

교류2 .679 .142 .227 .162

교류6 .647 .239 .014 .163

교류1 .624 .157 .329 .177

교류4 .579 .424 .303 .240

중간3 .199 .762 .136 .174

중간2 .110 .675 .139 .262

중간4 .481 .651 .151 .143

중간5 .271 .606 .317 .124

문화3 .127 .049 .847 .254

문화4 .189 .405 .657 .143

문화1 .296 .478 .619 .070

문화2 .443 .204 .572 .194

공공2 .064 .136 .203 .783

공공1 .252 .169 .245 .768

공공4 .398 .294 .014 .662

공공3 .494 .343 .208 .521

고유값 8.120 1.208 1.163 1.003

설명량 45.111 6.713 6.461 5.571

누설명량 45.111 51.824 58.285 63.857

Cronbach 알파 .843 .786 .818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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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max) 회전한 결과 <표 5>와 같이 4개 요인(성

분 1~성분 4)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 독립변수

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지역공

동체 문화, 공공의 역할 등 4가지 요인 구분이 타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요

인적재량의 기준은 ±0.4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보

는데, 요인적재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신뢰성 분

석 결과4)에 있어서도 대부분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

뢰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종속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종속변수 10개의 측정변수를 SPSS로 요인분석

을 한 결과 KMO 값은 0.906으로 매우 좋은 편에 속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추출 기준을 고유치 1 이상으로 지정하고 배리맥스

(Varimax) 회전한 결과 <표 6>와 같이 2개 요인(성

분 1, 2)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제

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 ‘경영

활동의 지속가능성’의 구분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에 있어서

도 종속변수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지리적 요인과 지속가능성의 다중회귀 

분석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란 변수들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관관계 계수는 ±0.9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미한

다. ±0.7 이상~±0.9 미만은 높은 상관관계, ±0.4 이

상~±0.7 미만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로 0.7 이하면 

다중공선성 문제에서 안전하다. ±0.2~±0.4 미만은 

표 6. 종속변수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성분

1 2

경영활동 

지속

가능성

경영활동

경영3 .801 .230

경영2 .758 .217

경영1 .756 .238

경영4 .671 .284

경영5 .658 .350

사회적 

가치 추구 

지속

가능성

가치4 .355 .821

가치3 .063 .780

가치5 .393 .767

가치1 .402 .700

가치2 .421 .597

고유값 5.313 1.058

설명량 53.127 10.581

누설명량 53.127 63.708

Cronbach 알파 .837 .862

표 7.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지역

네트

워크

중간

조직

지역

공동체

문화

공공의

역할

경영

활동

사회적

가치 

추구

지역네트

워크
1

중간조직 .663** 1

지역공동

체문화
.633** .635** 1

공공의 

역할
.642** .608** .574** 1

경영활동 .600** .564** .424** .586** 1

사회적가

치추구
.629** .574** .497** .617** .776** 1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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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상관관계, ±0.2 미만이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

음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지속가능성 요인들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부분 상관관계가 

0.5 이상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독립변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지속가능성 영

향관계

경제지리적 요인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

치 추구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에서 

45.010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489로 

48.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

은 1.739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공차는 모두 .4와 .5 수준이며, VIF

도 2 수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는 t값이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p)가 .05보다 작을 때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계수 베타(β) 값을 통해 어떤 변인이 상대적

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있다. 각각의 

가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를 독립변수별 유의도를 통

해 살펴보면, 지역네트워크(t=3.880, p ∧ .000, β

=.307), 중간조직(t=2.260, p ∧ .025, β=.174), 공

공의 역할(t=4.153, p ∧ .000, β=.303)이 긍정적인

(+)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

역 네트워크 요인(β=.307)과 공공의 역할 요인(β

=.303)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독립변수와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 영향관계

경제지리적 요인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

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한 결과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에서 39.076

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454로 45.4%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790

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공차는 모두 .4와 .5 수준이며, VIF도 2 수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가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를 독립변수별 유

의도를 통해 살펴보면, 지역네트워크(t=3.813, p

∧ .000, β=.312), 중간조직(t=2.965, p ∧ .003, β

=.237), 공공의 역할(t=3.907, p ∧ .000, β=.295)

이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성과 마찬가지로 지역 네트워크 요인(β=.312)

과 공공의 역할 요인(β=.295)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 유지와 사회적가치 추

구의 지속가능성이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과의 관

계망, 중간조직의 조력, 공공의 지원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가설검증 요약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변수(지역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 정부의 역할 

요인)와 종속변수(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

과, ‘지역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정부역할 

요인’이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3가지 요인이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공

동체 문화 요인은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관

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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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문화가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형성·강화 될 수 있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경제지리적 요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영

향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수행되어 왔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경영전략, 구성원의 역량, 조

직 문화 등 기업 내부 역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있어 지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만큼, 지속가능하기 위한 경제지리적 조

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표 8. 독립변수와 경영활동 지속가능성의 영향관계

측정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 VIF

(상수) 1.784 .328 5.431 .000

지역네트워크 요인 .269 .071 .312 3.813 .000 .433 2.309

중간조직 요인 .210 .071 .237 2.965 .003 .456 2.193

지역공동체문화 요인 -.090 .074 (.093) (1.218) .225 .498 2.006

공공의 역할 요인 .305 .078 .295 3.907 .000 .510 1.962

표 9. 독립변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지속가능성의 영향관계

측정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 VIF

(상수) 1.454 .320 4.538 .000

지역네트워크 요인 .267 .069 .307 3.880 .000 .433 2.309

중간조직 요인 .156 .069 .174 2.260 .025 .456 2.193

지역공동체문화 요인 .017 .072 .018 .239 .811 .498 2.006

공공의 역할 요인 .316 .076 .303 4.153 .000 .510 1.962

표 10.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
가설

검증

‘지역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지역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중간조직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중간조직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

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기각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

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공공의 역할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공공의 역할 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활동의 지

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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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지리적 요인을 ‘지역 

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 ‘공공의 역할’ 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위한 

20개의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

업의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

성’과 ‘경영활동 의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고, 총 10

개의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193개의 기업 설문조

사 결과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

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지역네트워크(t=3.880, p ∧ .000, β=.307), 중

간조직(t=2.260, p ∧ .025, β=.174), 공공의 역할

(t=4.153, p ∧ .000, β=.303)이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활동

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사회적 가

치 추구의 지속가능성과 마찬가지로 지역네트워크

(t=3.813, p ∧ .000, β=.312), 중간조직(t=2.965, p

∧ .003, β=.237), 공공의 역할(t=3.907, p ∧ .000, 

β=.295)로 나타났다. 이중 지역네트워크 요인은 다

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공동체 문화 요인은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

속가능성’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지 못한 지리학적 관점의 연구로서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경제지리학적 요인들이 중요

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는 점에

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

고 있다. 첫째, 그동안 인건비 지원 등 개별 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은 지원의 성과가 단편적이고 지

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또한, 새

로운 정책적 방향으로 지역 생태계 구축이 지속적으

로 논의되어 왔지만, 대부분 추상적인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역생태계 구축 방법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

한 지역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공공의 역할 

요인이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의 추진이 필요

하다. 둘째, 사회적관계의 형성에 있어 지리적 근접

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크도 해당 기업(또는 구

성원)이 소재한 읍·면·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네

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고려하

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구성·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아닌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의 네

트워크는 관계의 형식화를 야기하며, 실질적인 네

트워크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따

라서, 실질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

안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간적 집적화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지역의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사

회혁신 플랫폼의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에는 청년, 사회적경제,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

한 주체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 수요가 존재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개별 주체들이 각기 공간을 임

대·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간 상호 시너지 효

과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간 임대

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내 공유재산, 농공

단지 휴폐업 시설, 폐교 등 다양한 유휴공간을 사회

적경제 주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다양

한 공간 이전 및 확장 수요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며, 

광역 및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 경우 사회적경제 주

체들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들이 필요한 부

분을 정책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



이홍택50

혁신 플랫폼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공

공과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단체 등이 협력하여 서

울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지리적 

요인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로 사회적경제촉진지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해 많

은 논의와 관심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사회 시스

템 전반의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오랜 기간과 

예산이 필요한 방식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기업, 단체 등)가 상대적으로 집적된 지역, 사

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한 잠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

는 지역, 시·군의 사회적경제 육성 의지나 지역주민

의 요구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촉진지구의 공간적 범위는 소생활

권 규모인 시군의 2∼3개 읍면동 단위로 하되, 근린

생활권(도보 가능 권역인 반경 400~800m)을 최소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구로 지정되면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네트워크, 중간조

직, 공공의 역할(공공조달 시장 확대 등) 등의 집중적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1)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윤호중 외)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조직 중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

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12년 2,394개(사회적기업 

751개, 마을기업 787개, 협동조합 163개, 자활기업 693개)

에서 2016년 현재 총 17,257개(사회적기업 2,746개, 마을기

업 1,446개, 협동조합 12,134개, 자활기업 1,2101개)로 성

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Moshe and Lerner(2006)는 성공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지

표로 기업가 요인(이전 경영경험, 헌신성), 환경(사업영역, 

창업팀의 구성, 자본활용 변수 등), 조직(사회적 네트워크, 

공개토론에서 벤처가 가진 생각의 용인, 지원·기반시설의 

존재), 과정(수요 및 기회식별 능력, 사업계획, 네트워크의 

확장, 협력관계 형성, 적법성 확보, 자원 및 자금획득, 시장

성)을 제시하고 있다.

4) 신뢰성 분석은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

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성 분석은 크론바

하 알파(Cronbach α) 값을 통해 판단하며, 0.6 이상이면 신

뢰성 있다고 판단한다. 0.6 미만인 변수는 신뢰성이 약한 것

으로 판단하며 제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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