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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조직성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공헌활동은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기업 가
치 인식과 성과공유에 관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공헌활
동의 매개효과 검증에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사회적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효한 
186부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은 측정변수의 신뢰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매
개효과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공헌활동, 조직성과 간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목적, 진취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회
공헌활동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 관계에서 사
회공헌활동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성과향상에 사회공헌활동이 중요한 역할 담당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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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entrepreneurship plays a key role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re related to organizational members' perception of social enterprise value and performance 
sh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members of social enterprises, and data of 186 valid copi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used reliability of measurement variabl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cond, social entrepreneurship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Social purpose and initiative, sub-factors of social 
entrepreneurship,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is suggests that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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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었을 때 55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은 2019년 기준 약 2.7만 개, 취
업자 수는 약 28만 명을 넘어섰다[1]. 사회적기업은 급
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실업률 급증과 
같은 사회적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경제체제로 
주목받았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비약적인 
양적성장을 가져오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으나, 질적인 
성장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
지만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육성하
여 지속가능한 생존과 자립 역량을 키우는데 소홀히 했
다는 비판이 있다[2]. 기업의 지속성 수준을 일반기업과 
비교해보면, 2017년 기준 업력이 10년 미만인 사회적
기업은 69.0%에 달했으나, 일반 중소제조업 40.8%, 중
소서비스업 49.7%로 집계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 
역량을 수익성으로 살펴보면 인증 초기 평균 당기 순이
익률이 5.1%이나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수익성 평
균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3]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 
기간에는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나 재정지원이 중단되
고 나면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형태를 보인다[4].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다면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과 
후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속가능한 경영이 유지되기 위
해서 조직성과가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조직성과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바탕으로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5]. 사회적기업의 조직성과는 경제적 성과인 
이윤추구와 비영리조직 특성인 지역사회 가치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6][7]. 초기 사회적기업이 
양적 부양책에 기반한 성장을 이뤄왔다면 이제는 지속
성 확보와 성장의 기반이 되는 조직성과에 관심이 필요
하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특정
한 재화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수익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8]. 사회적기업의 조직성과는 정부 의존도를 줄이
고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운영의 기반이 된다. 사회적기업의 조직성과와 지속적 
운영 동력에 사회적기업가정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게 된다[9]. 사회적기업의 특성인 양적·질적 성장을 
통한 사회적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적기업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도 기업가정신이 발달하고 성장하면 기업이 성공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함양과 발달은 사회적
기업 성장의 필수적인 요인이다[10][11]. 수익향상, 높
은 생산성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경영자의 특
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15].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의 성과와의 
유의한 영향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16-18]. 기업가정신
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차이점은 사회적기업도 영리기
업처럼 수익성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모두 달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내용과 불확실한 성공을 위해 투자·지원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과 무엇보다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 큰 목표
를 두어야 하기에 리더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중요하
다. 사회적기업가는 기업가로서 조직성과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실천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정체성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에게도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목적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미지나 소비자의 호감도를 
증대시킴으로써 구성원의 일체감과 자부심을 고취 시
킬 수 있다[19]. 조직과 구성원의 가치가 부합되면 조직
성과인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며[20] 기업의 가치지향, 
윤리적 가치를 구성원이 인식하게 될 때 조직몰입과 유
사한 조직 적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1]. 사회적
기업가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구성원들이 사회적기업
의 핵심 가치를 지지하고 이해하게 됨에 따라 구성원들
의 조직몰입, 직무성과, 직무 열의와 같은 조직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적인 사회적기업의 
모델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해 이윤을 창
출하고 이를 다시 사회적 가치증진에 선순환되도록 하
는 것이다[22].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도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성과가 뒷받침되어
야 하며, 이러한 성과가 사회적성과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조
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변인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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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구성원들의 가치공유에 영향을 주는 사회공
헌활동과의 관련성을 선별적으로 확인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
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공헌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배경과 선행연구

1.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공통
적으로 기업적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 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둔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라는 점에서는 공
통적이다[2].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도입은 
관심과 양적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고용불안,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공성을 추구하며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23]. 
사회적기업은 이윤 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달성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사회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
였다[24]. 사회적기업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중요
한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다
[25].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업가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기업의 지
속성과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정신
이다[26].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가치 창출, 혁신적 성향, 진취성, 위
험감수성 등으로 제시된다[27-29]. 이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의사결정 특성 즉, 기업가적 자세로 개념화한 
것이며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
는 개념이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기회 추구에 
필요한 중요한 활동, 조직 내부의 운영전략, 의사결정 
방법 등과 관련된 과정으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0].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며[31], 기업의 경쟁

우위, 재무성과를 높이고[32] 구성원의 동기유발, 직무
몰입의 조직성과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33]. 

2.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성과, 사회공헌활동 간
의 관계

사회적기업과 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 조직성과는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의 목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와 함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34].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일반적인 경제적 성과와 사회
적성과를 의미하나, 지속가능성, 목적달성과 같은 용어
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35]. 사회적기업의 조직
성과는 기업의 특성과 연구 목적에 따라 사회적 성과로
는 취약계층 고용,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지역사회 공
헌 등이 제시되며. 경제적 성과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
기순이익, 자본·자산·부채 등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도 한다[36-40].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영리적 성과와 공
익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41]. 일반적으
로 기업가정신은 조직성과와 영향 관계에 있으며[34] 
조직성과 하위요인인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42]. 사회적 기업가정신도 구성원의 직무열의
[43], 직무태도[44]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사회적기
업가정신은 조직몰입과[34] 기업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공헌활동과의 관계 연구 대
부분이 활성화방안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직접
적인 영향 관계,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다. 사
회적기업과 사회공헌활동의 관계에서 사회적기업의 사
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봉사활동을 통한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사회적기업의 사내 기
업가정신과 공유가치 창출과의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이 
사내기업가 정신을 공유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을 이
해· 공감할 수 있게 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의 
홍보 효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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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47]. 사회공헌활동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기
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 다양한 자산과 핵심역량
을 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활동으로 볼 수 있다[50]. 기
업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동기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것에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기업이미지 인
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직신뢰,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기업의 윤
리 경영 수준은 종업원의 조직신뢰 및 조직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2]. 제조업, 금융
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
회공헌활동이 기업평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기업
의 지속가능성과 경영에 있어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
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최고경
영자의 인식과 의지가 높을수록 기업의 평판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53].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 하위요인인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증가
할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또한, 사회공헌활동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가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또한, 사회공헌활동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
입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활동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4]. 기업 사회공헌
활동 참여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강
제적 동기, 자발적 동기 모두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효
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5]. 이에 기업의 사
회공헌활동은 조직성과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구성원이 인식하는 기업가정
신이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사회공헌활동의 매개효과

를 검정을 위해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실증적으
로 검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를 근거로 이들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그림1]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공헌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공헌활동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
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기업가정신 조직성과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1차적으로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제공하는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를 참조하
여 표본 집단을 선정하였다. 사회적기업 유형으로는 일
자리 제공형과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구성원들
을 주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주된 활동 분야로 
문화, 예술, 교육, 사회복지, 환경,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참
여자는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
용하여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유급 근로자로 재직하
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기업 대
표의 기업가정신을 객관적 관점에서 측정하기 위해 사
회적기업 구성원이 인식하는 대표의 기업가정신과 조
직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설문 웹사이트 링크를 활용하여 2020
년 11월 2일∼11월13일까지 실시되었다. 배포된 설문
지 2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86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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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3.1 독립변수 :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 구성원이 인식한 리더의 사회적기업가정
신 측정을 위하여 Miller(1983)[56]의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Helm과 Anderson(2010)[57]이 사용한 3가
지 요인 혁신성(4문항), 진취성(4문항), 위험감수성(4문
항)에 배귀희(2011)[58]의 사회적가치지향성(4문항)이 
추가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3.2 매개변수 :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은주
(2017)[19]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14개 문항으로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네 가지 요인으
로 사회적 책임활동의 적합성(5문항), 사회공헌활동 참
여도(4문항), 강제적 참여동기(3문항), 자발적 참여동기
(2문항)로 구분하였다. 

3.3 종속변수 : 조직성과

조직성과 측정을 위한 하위변인은 직무성과(5문항), 
직무열의(9문항), 조직몰입(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
무성과측정은 Stump와 Hartman(1984)[59], 
Jaworski(1993)[60]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행한 본인의 
업무를 바라보는 정도, 직무성과수준, 직무성과 능력, 
타인과의 비교, 업무 기한 준수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직무열의는 업무에 대한 긍정적, 헌신적인 마음가
짐으로 Schaufeli, Bakker, & Salanova(2006) [61] 
문항을 토대로 하준철(2020)[33]이 연구에 사용한 도
구를 활용하였다. 조직몰입은 Meyer & Allen(1991) 
[62]의 3가지 조직몰입 중 정서적몰입을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과 검증은 SPSS WIN 
25.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기술통계
를 통해 연구변인의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 하였
다. 넷째,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성과, 사회공헌활동의 
하위요인별 관련성은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살
펴보았다. 다섯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서 사회공헌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 검증방법인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료수집에 참여한 대상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1].

　구 분 n %

성별
남성 63 33.9

여성 123 66.1

연령

20대 11 5.9

30대 17 9.1

40대 47 25.3

50대 88 47.3

60대 이상 23 12.4

활동
분야

문화, 예술, 교육 33 17.7

사회복지, 청소, 환경 64 34.4

보육, 간병, 가사지원, 관광, 운동 12 6.5

기타 77 41.4

근무연
수

1-3년 미만 61 32.8

4-7년 미만 59 31.7

8년 이상 66 35.5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검증

2.1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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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전체 Cronbach α는 .971, 하위요인별 사회적목적 
.939, 혁신성 .938, 진취성 .920, 위험감수성 .882로 
나타났다. 사회공헌활동의 전체 Cronbach α는 .942
로 나타났으며, 조직성과의 전체 Cronbach α는 .962 
였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표 2].

　구 분 문항수 신뢰도 전체
신뢰도

사회적기
업가정신

사회적목적 4 .939

.971
혁신성 4 .938
진취성 4 .920

위험감수성 4 .882

사회
공헌
활동

사회적 책임활동 적합성 5 .952

.942
사회공헌활동 참여도 4 .928

강제적참여동기 3 .751
자발적참여동기 2 .604

조직
성과

조직몰입 5 .878
.962직무성과 5 .906

직무열의 9 .960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2.2 타당성 검증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적합도 지수 중 CMIN/DF=1.791, 
RMR=0.023, GFI= 0.901, AGFI=0.856, NFI=0.948, 
CFI=0.976, RMSEA= 0.065로 적합도 수용기준에 근
사한 값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요인 측정문항 비표준화 표준화 S.E t

사회적
목적

⟶ SE1 1.000 .904
⟶ SE2 1.062 .862 .061 17.349
⟶ SE3 1.048 .891 .056 18.747
⟶ SE4 1.079 .904 .055 19.500

혁신성

⟶ SE5 1.000 .893
⟶ SE6 .921 .895 .049 18.717
⟶ SE7 .941 .893 .051 18.622
⟶ SE8 .928 .874 .053 17.661

진취성

⟶ SE9 1.000 .844
⟶ SE10 1.007 .870 .064 15.738
⟶ SE11 1.046 .888 .064 16.345
⟶ SE12 1.003 .846 .067 14.996

위험
감수성

⟶ SE13 1.000 .841
⟶ SE14 .819 .686 .079 10.370
⟶ SE15 .980 .819 .073 13.508
⟶ SE16 1.070 .820 .079 13.495

CMIN=168.355, p=.000, CMIN/DF=1.791, RMR=.023, GFI=.901, 
AGFI=.856, NFI=.948, CFI=.976, RMSEA=.065

표 3.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중 CMIN/DF=2.129, RMR=0.048, GFI=0.912, 
AGFI=0.849, NFI=0.947, CFI=0.971, RMSEA=0.078
로 적합도 수용기준에 근사한 값으로 양호하게 나타났
다[표 4].

요인 측정문항 비표준화 표준화 S.E t

사회적 
책임활동 
적합성

⟶ SCA1 1.000 .873
⟶ SCA2 1.148 .931 .060 19.046
⟶ SCA3 1.202 .944 .073 16.377
⟶ SCA4 1.047 .860 .065 16.134
⟶ SCA5 1.040 .853 .066 15.865

사회공헌
활동 

참여도

⟶ SCA11 1.000 .793
⟶ SCA12 1.137 .880 .077 14.744
⟶ SCA3 1.224 .912 .086 14.292
⟶ SCA14 1.256 .953 .097 12.921

강제적 
참여동기

⟶ SCA6 1.000 .777
⟶ SCA7 .808 .528 .112 7.237
⟶ SCA8 .889 .576 .112 7.970

자발적 
참여동기

⟶ SCA9 1.000 .915
⟶ SCA10 .541 .512 .127 4.276

CMIN=129.890, p=.000, CMIN/DF=2.129, RMR=.048, GFI=.912, 
AGFI=.849, NFI=.947, CFI=.971, RMSEA=.078

표 4.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조직성과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중 
CMIN/DF=1.938, RMR=0.030, GFI=0.868, AGFI=0.822, 
NFI=0.925, CFI=0.962, RMSEA=0.071로 적합도 수용기
준에 근사한 값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5].

요인 측정문항 비표준화 표준화 S.E t

조직몰입

⟶ OP1 1.000 .788
⟶ OP2 .727 .558 .115 6.301
⟶ OP3 1.086 .901 .077 14.168
⟶ OP4 1.209 .916 .083 14.487
⟶ OP5 1.109 .877 .081 13.675

직무성과

⟶ OP6 1.000 .865
⟶ OP7 1.016 .822 .072 14.138
⟶ OP8 .876 .787 .066 13.199
⟶ OP9 1.091 .823 .077 14.197
⟶ OP10 .966 .773 .076 12.789

직무열의

⟶ OP11 1.000 .886
⟶ OP12 .996 .870 .040 24.662
⟶ OP13 .966 .711 .081 11.870
⟶ OP14 1.021 .898 .056 18.356
⟶ OP15 1.027 .868 .061 16.961
⟶ OP16 1.058 .898 .062 17.121
⟶ OP17 1.041 .879 .059 17.518
⟶ OP18 1.001 .858 .060 16.598
⟶ OP19 .989 .848 .061 16.153

CMIN=273.209, p=.000, CMIN/DF=1.938, RMR=.030, GFI=.868, 
AGFI=.822, NFI=.925, CFI=.962, RMSEA=.071

표 5. 조직성과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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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실시결
과는 [표 6]과 같다. 왜도, 첨도를 통해 관측변수들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목적 3.75 .834 -.495 .330
혁신성 3.68 .856 -.615 .642
진취성 3.70 .828 -.679 .820

위험감수성 3.52 .816 -.368 .160

사회
공헌
활동

사회적책임활동적합성 3.64 .854 -.389 .237
사회공헌활동참여도 3.60 .853 -.387 .170

자발적참여동기 3.42 .864 -.331 .207
강제적참여동기 3.23 .871 .169 -.465

조직
성과

조직몰입 3.75 .766 -.622 1.367
직무성과 3.74 .679 -.586 1.919
직무열의 3.69 .725 -.674 1.367

표 6.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공
헌활동, 조직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공헌활동의 상
관성은 r=.677(p<.0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는 r=.640(p<.01), 사회공헌활동과 조직성과의 상관성
은 r=.590(p<.01)으로 모든 변인의 상관성은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4.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사
회공헌활동의 매개효과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공
헌활동의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_ strapping)
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인 Hayes (2013)의 
PROCESS macro(Model 4)를 실시하였다. 사회적기
업 리더의 기업가정신은 사회공헌활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나타냈다(β=.647, p<.001), 사회공헌활동도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265, p<.001). 또한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기
업가정신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즉, 조직
성과에 대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총 효과는 β=.538 
(p<.001)이고, 매개변인인 사회공헌활동이 투입되어도 
조직성과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직접효과는 β=.366 
(p<.001)으로 유의하여 사회공헌활동이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변인 β se t p LLCI ULCI
매개변인 모델(준거변인：사회공헌활동)

상수 1.141 .194 5.875*** .000 .758 1.524
기업가정신 .647 .052 12.475*** .000 .545 .750

준거변인 모델(준거변인：조직성과)
상수 1.421 .185 7.692*** .000 1.057 1.786

기업가정신 .366 .062 5.950*** .000 .245 .488
사회공헌활동 .265 .064 4.120*** .000 .138 .392

***p<.001

표 8.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관계에서 사회공헌활동 매
개효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공헌활동 조직성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817** 1 　 　 　 　
3 .825** .911** 1 　 　 　 　
4 .739** .792** .810** 1 　 　 　 　
5 .914** .948** .949** .902** 1 　 　 　 　
6 .666** .616** .658** .580** .678** 1 　 　 　
7 .344** .393** .400** .516** .446** .634** 1 　 　 　
8 .361** .424** .408** .403** .430** .462** .519** 1 　 　 　
9 .635** .582** .616** .582** .650** .799** .696** .502** 1 　 　 　
10 .632** .617** .644** .629** .679** .914** .831** .654** .920** 1 　 　 　
11 .615** .619** .657** .558** .658** .587** .404** .369** .609** .607** 1 　 　 　
12 .485** .556** .538** .462** .549** .490** .381** .339** .501** .521** .637** 1 　 　
13 .533** .548** .565** .473** .569** .494** .343** .308** .530** .517** .734** .787** 1 　
14 .590** .620** .634** .536** .640** .563** .402** .361** .592** .590** .844** .883** .964** 1

**p<.01, ***p<.001
1)사회적목적, 2)혁신성, 3)진취성, 4)위험감수성, 5)사회적기업가정신
6)사회적책임활동적합성, 7)사회공헌활동참여도, 8)자발적참여동기, 9)강제적 참여동기 10)사회공헌활동 11)조직몰입 12)직무성과 13)직무열의 14)조직성과

표 7.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공헌활동, 조직성과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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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사회공헌활동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성과

.647**

*
.265***

.366***

그림 2. 연구모형 매개효과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공
헌활동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핑
(bootstrapping 5000회)을 실시하였다[표 9]. 매개효
과는 부트스트랩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
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β se t p LLCI ULCI
총효과 .538 .047 11.389*** .000 .445 .631

직접효과 .366 .062 5.950*** .000 .245 .488

- β BootSE BootLLCI BootULCI

간접효과 .172 .105 .012 .377
***p<.001

표 9.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관계에서 사회공헌활동 매
개효과에 대한 부트스랩핑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 구성원이 인식하는 리
더의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사회
공헌활동의 매개효과 검증에 있다.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과정신과 사회공헌활동, 조직성과와
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
공헌활동의 상관성은 r=.677(p<.01)이고, 사회적 기업
가정신과 조직성과는 r=.640(p<.01)으로 나타났다. 사
회공헌활동과 조직성과와의 상관성은 r=.590(p<.01)으
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가정신
과 사회공헌활동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
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그리고 사회공헌활동과 조
직성과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와의 관계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준희(2016)[20], 배귀희 등(2014) 
[34]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사회적기업과 조직성과
와의 관계에서 조직성과 하위요인 직무성과에서 사회
적기업가정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일치하였다[41]. 사회적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사회적목적, 혁신성이 조
직성과와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인 연구 결과와도 일치
했다[55]. 또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구성원의 조직몰
입, 직무태도,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34][42-44]. 한편,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직무성과 하위
요인인 직무열의와 위험감수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
다. 이는 임현주[4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하위변인인 위험감수성
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2]. 또한, 일반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직무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이승훈)연구결과와도 유
사한 맥락을 나타냈다. 

둘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공헌활동에 유의한 (+)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지역사
회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
로 볼 수 있다[46].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가 사회적 
성과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유
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62]

셋째,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나타냈다. 사회공헌활동은 조직성과의 하위 요인 
중 조직몰입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공
헌활동 하위요인 중 강제적 참여동기가 조직몰입에 가
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공헌이 조직몰입에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김용숙]. 또한 사
회공헌활동이 직무성과에 미친다는 선행연구[19]와 공
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
[54]는 연구와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51]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일치하며 사회공
헌활동이 조직성과 하위요인인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
(+)의 영향[54]을 준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넷째,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사
회공헌활동은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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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개하였다. 즉, 조직성과에 대한 사회적 기업가정신
의 매개변인인 사회공헌활동이 투입되어도 조직성과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사회
공헌활동이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부
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
업의 조직성과 향상에 사회공헌활동이 매개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서 유의한 변인임을 증명한 오상환[8][19][20][26]의 연
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사회공헌활동이 매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적기업의 조
직성과 창출에 구성원이 인식한 리더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요인이며,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 인식을 높이는 것이 성과 측면에서 중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주목하여 경제적 성과 와 관련된 조
직성과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지역 사회적기업과 
다양한 사회적기업 유형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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