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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의 구성요소가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2.0으로 실증 분석하
였다.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을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하고, 시장지향성은 고객지향성, 경
쟁자지향성을 구성요소로 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
가정신의 사회적가치지향성, 위험감수성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사회적가치지
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지향성은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가치지향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함과 사회적기업의 시장지향
성에 대한 인지의 제고 필요성을 보여 주었으며 향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장지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지향성, 시장지향성, 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

Abstract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omponen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market orientat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y examining the impact of each factor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and the sample of 142 copies was 
demonstrated with SPSS 22.0. The analysis of the impact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s as follows. First, the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risk sensitivity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dicating that the social enterprise had a significant impact in par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The social value orientation of the spirit of social entrepreneurs showed significant 
results on the social performance. Second, market orientation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both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This study empirically assessed the 
impa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on th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re-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ocial enterprise requires. Next, more active research on market 
orientation is required in the futu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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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 부의 양극화, 고령화의 심화, 지역 공동체 해

체 등의 자본주의 사회문제가 더 이상 정부의 역할만으
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
제 해결의 주체로 정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협력이 요
구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기업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문제와 이슈
를 사회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성공과 
함께 사회발전을 조화롭게 이루는 공유가치 창출의 관점
이 주목을 받고 있다[1].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확산은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다[2]. 

우리나라는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시되어 사회적기업이 양적
으로 크게 성장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실제 자립하여 성
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안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
다[3-5].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추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사회적기업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측면의 영리성과 사회적 측면의 공
익성을 내포한다[6]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일자
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과 함께 일반 영리기
업의 경영 수단인 경제적 자립 또한 가능하도록 해야 한
다[7].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결정적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8].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정신으로 연구하거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적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
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의 가치추구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특히 정부주도의 육성정책
으로 성장한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가정신과 구별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차별적이며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임현지(2019)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사
회적가치지향성과 기업가지향성으로 구분하여 경영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사회적가치지향성
만 이중의 가치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9]. 기업가지향성으로 분류되는 혁신
성과 위험감수성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만 검증하여 
사회적기업의 본원적인 사회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추
가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정부주도의 성장은 사회적기업이 시장경쟁 환경
에서 도태되는 결과와 함께 정부 의존적인 성향을 키우

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의 경쟁우위를 다지고 지속성장의 
발판이 되는 성과도출에 있어서 시장 지향적 태도가 요
구됨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반 영리기업과 비교하여 마케
팅 능력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금력, 기술력, 조직력 등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성장을 가
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장지향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10].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지향성과 사회적기업
의 성과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장성희와 반성식(2010)
의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1]와 장성희와 
하갑진(2012)의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 연구[12]가 
유일하며, 기타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
는 연구에서 시장지향성을 매개 효과로 분석[10] 
[13-14]한 것으로 시장지향성과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에 더 초점을 두
고 사회적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 기업가는 
시장지향적인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둔다[1]는 차이점을 
인지하고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의 각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 및 가설
2.1 사회적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
산과 판매 등 활동을 가능하도록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한다. 즉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구현
과 더불어 경제적 이윤 추구의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며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으로 각 국가의 법령
이나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다른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10]. 유럽 사회적기업 연구자 네트워크(EMES)는 
“사회적 목적을 갖는 영리적 비즈니스 단위”로 사회적기
업을 정의하고 구제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이익 지향
의 의미를 가진 사회적 목적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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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의 고용창출과 지역사회의 이익추구 등의 원칙
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적 활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와 경영의 자율성 등의 기
준을 제시하였다[15,16].

2.2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조직의 성과란 조직 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산

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서는 사회적 가치추구와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야하므로 사회적기업에서의 경영성
과 개념은 더욱 복잡하다[17].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
함에 무엇을 사회적기업의 성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
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
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17].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경영성과는 경제적 목적 달성과 사회 가치 실현 
목표 달성이 지속경영가능성의 의미로 적용되고 있는 것
이다[18-19]. 이에 따라 김형주(2018)는 경영성과를 크
게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나누어 취약계층 일자
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와 지역사회 안정화
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고 경제적 성
과는 매년 수익률증가와 매출액의 증가 여부, 재정 자립
도, 고객 만족도 향상 정도, 인건비의 적절성으로 분석하
였다[20]. 이진민(2015)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 수익적 
목표 달성, 고객 만족도 상승, 경영자립도의 향상 등 비용 
절감과 더불어 높은 수익률을 경제적 성과로 보고, 우리
지역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의 기업에 대한 친근함 인
식, 기업의 이익을 공익적 사업 투자 및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안정화 기여를 통해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의 하위요인으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보고 실증분석 하였다.

 
2.3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영성과

2.3.1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두며 이를 위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한다[1]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이윤창출을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동기는 사회문제의 해결로 볼 
수 있다[1, 22-24]. 

Weerawardena & Mort(2001)는 사회적 기업가정
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 관리를 구성요소로 하여 역동
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사회적 사명(Mission)을 수행
하는 것으로 보았다[25]. Weerawardena & 
Mort(2006)와 Dees et al.(2002)는 상업적 이윤을 추구
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새로우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았다[1,22,26]. Mort et al.(2003)
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성
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
적 기업가정신으로 정의하였다[27]. 

사회적 기업가정신 개념이 다양하듯 사회적 기업가정
신의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도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크게 두 흐름으로 정리된다.

첫째, 영리기업의 기업가정신 연구로부터 발전되어 사
회적 기업가의 행동적 특성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
수성’으로 제시하거나, 다양한 요소를 더 큰 개념으로 범
주화하고 다차원적 특징을 강조하여 보다 종합적인 이해
를 시도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혁신 추구성, 진취성, 위험관
리활동 등 기존의 영리적 기업가정신의 요소로 사회적 기업
가정신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28]. 

둘째, 최조순(2012)은 사회적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로 
진취성,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과 함께 사회적가치지향성
을 제시하였다[29]. 이는 영리기업과 구별되는 사회적가
치지향성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으로 국내의 실증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3.2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영향관계 
최조순(2012)은 사회적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를 사회

적가치지향성, 진취성,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지역의 문제 해결과 
공감대가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운영에 반영되면서 사회
적·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29]. 
임현지(2019)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사회적가치지향성
과 기업가지향성을 구성하는 위험감수성 및 혁신성으로 
보고 연구한 결과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와 경
제적 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혁신성은 경제적 성과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현지(2019)의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가정신을 “사회적 기업가로서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
성이 요구되는 기업가지향성을 바탕으로 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의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
하는 정신”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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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사회적가치지향성과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으로 보고 사회적기업가정신과 경
영성과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9].

[연구가설 1]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1]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혁신성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3] 위험감수성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1]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혁신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위험감수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2.4.1 시장지향성
시장지향성은 1990년대 초 마케팅 분야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이를 기업의 철학으로 도입하여 정의한 것이다
[14]. 1990년대 이후 유통경로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고 소비자 욕구 또한 
다변화되어 불완전한 경영환경 상황 하에서 성공적인 비
즈니스 전략으로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10]. 이는 시장지향
성(market orientation)의 특징으로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높은 수익 실현을 위해서 경쟁자들
보다 시장의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변화 
예측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3, 30]. 이러한 시장
지향성의 특징은 마케팅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과 
경쟁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가치 창출로 시장
지향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지속적 성과가 가능하도록 하
는 기업 문화로 이해되었다[14,30]. 이런 관점에서 
Narver & Slater(1990)는 시장지향성의 구성요소를 고
객지향성과 경쟁자지향성, 내부 부서 간 조정으로 정의하

고 기업 내부의 모든 기능 간 조정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10,14,30].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리조직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시장지향성에 
대한 논의가 비영리적 조직에서도 시작되어 비영리조직
에서의 환경을 경쟁자, 기부자, 수혜자와 환경적 요인으
로 정의하고 비영리 시장에서 내부적인 보급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출, 조직의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14,31].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장지향성의 
고객지향성과 경쟁자지향성을 본 연구의 주요 구성요인
으로 설정하였다.

2.4.2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영향관계
국내에서 사회적기업의 시장지향성에 관한 논의는 장

성희와 반성식(2010)이 시장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
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한 후 
분석한 결과 가설은 지지되었고 시장지향성이 경제적 성
과보다는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의 
구성요소가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
증해 보기 위해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시장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1] 고객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경쟁자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시장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1] 고객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2] 경쟁자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의 구성요인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모형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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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독립변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가치지향성과 혁신성, 위험감수성과 시장지향성의 구성
요인인 고객지향성, 경쟁자지향성으로 하였다. 사회적 기
업가정신은 Sexton and Bowman(1986), Merz and 
Sauber(1995), Miles et al(2013), 김용태(2012), 임현
지(2019) 연구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시장지향성의 
측정도구는 Narver and Slater (1990), 오상환 (2018)
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경제적 성
과와 사회적 성과로 설정하고 이진민(2015)의 측정 항목
을 활용하였다.  

Variables Question # Related Research
social value orientation 6 Sexton and Bowman(1986), 

Merz and Sauber(1995), Miles 
et al(2013), Y. T. Kim(2012), 

H. J. Lim(2019)
innovativeness 4

risk taking 3
customer orientation 4 Narver and Slater(1990), 

S. H. Oh(2018)competitor orientation 4
economic performance 4 J. M. Lee(2015)social performance 4

Table 1. Variables and Related Research

3.2.1 사회적가치지향성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사회적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김용태(2012)와 임현지
(2019)의 측정항목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 사회적 사명(Mission)의 수행에 
대한 자부심, 직무 헌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
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 모형 적합도에 타당한 5개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3.2.2 혁신성
혁신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발 창출 등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적용하려
는 성향을 혁신성이라 할 수 있다[32].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혁신성을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시장조사를 통
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른 기업
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정신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용태(2012)와 임현지(2019)의 측
정 항목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인 
5문항 새로운 시장 개척의 선호,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관심, 창의적 아이디어 적극적인 수용, 사업 수행에 있어
서 경쟁적 태도와 다른 기업보다 앞서 나가려는 노력으
로 구성하였다. Likert 척도는 5점으로 측정하여 모형 적
합도에 타당한 4문항으로 분석하였다.

3.2.3 위험감수성 
선행연구에 의하면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의 예

상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로 보았다
[9,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감수성을 위험부담이 
있거나 조직 성과에 있어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과감히 도전하는 의지로 정의하였
다. 이를 측정하기 임현지(2019)의 측정항목을 활용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
식 선택,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과감한 업무수행으로 총 
3개 문항을 Likert 척도 5점으로 측정하였다.

3.2.4 고객지향성
고객과 기업에 상호이익이라는 인식과 함께 고객의 욕

구를 만족시켜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과 연관되는 통합
적인 접근방법을 고객지향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고객의 
욕구이해와 고객 만족을 위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
한다[13,30]. 본 연구에서는 고객지향성 개념을 고객 수
요 정보의 수집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고객에게 보
다 큰 가치를 제공함으로 정의하였다. 측정항목은 오상
환(2018)의 문항을 활용하여 사업 목표 달성은 고객 만
족과 더불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과의 
약속 실행 정도 모니터링, 경쟁우위 전략을 고객 수요 이
해를 바탕으로 수립, 사업전략은 고객에게 더욱 큰 가치
를 제공함으로 구성하고 선행연구를 기초로 총 4개 문항
을 Likert 척도 5점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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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경쟁자지향성
경쟁자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경쟁자의 위험에 대하여 

정기적인 토론으로 반응하는 조직의 성향을 경쟁자지향
성이라 한다[13,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사의 전
략 인지와 내부에서의 협력으로 경쟁사의 위험에 대비하
며, 경쟁사에 앞서 경쟁우위를 가진 고객을 선정하고 공
략하기 위하여 경쟁사의 강·약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
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측정항목은 오상환
(2018)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경쟁사들의 전략 파악 후 
내부적으로 정보 공유하고, 경쟁사의 행동에 대해 신속하
게 대응하며 경쟁우위를 지닌 표적고객을 선정 공략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경쟁사의 전략 및 강점에 대
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총 4문항을 
Likert 척도 5점으로 측정하였다.

3.2.6 경제적 성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가시적인 재무성과인 양

적 성장으로 이와 함께 질적 성장을 동반하여 기업 활동
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진민(2015)은 
경제적 성과를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제공하면서 고객
의 만족도의 증가와 경영자립도의 향상으로 수익률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았다[21]. 본 연구에서는 매출의 지속적
인 증가와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증가, 경영자
립도 향상 등으로 구성하고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총 
5개 문항을 Likert 척도 5점으로 측정하였다.

 
3.2.7 사회적 성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기
반으로 한 사회공헌의 달성정도로 볼 수 있다. 이진민
(2015)은 우리지역사회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의 기
업에 대한 친밀감 및 기업의 이익을 공익적 사업 투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기반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
화에 기여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21]. 이를 기초로 총 5
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자료의 수집 및 실증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기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19년 3월까지 등록된 
사회적기업 2154개와 예비사회적기업 415개를 대상으
로 온라인(이메일) 설문을 통해 수집한 130 case와 연구

자의 거주지인 대전시 기업은 직접 방문하여 15 case의 
응답을 회수하여 최종 145 case를 표본으로 선정하였
다. 그 가운데 결측과 무성의 등 부실 응답 3 case를 제
외하고 총 142부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표
본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타당성과 신
뢰도분석 및 인과관계규명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설계된 모형을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응답자 성별은 남자 66명(46.5%), 여자 76명(53.5%)
이며 직위는 경영진 71명(50.0%), 실무자 41명(28.9%), 
관리자 30명(21.1%) 순으로 나타나 관리자급 이상이 
7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이해하고 집
행하는 경영자 또는 관리자의 응답이 많아 신뢰성을 높
여주는 의미있는 표본이라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 49명(34.5%), 30대 42명(29.6%,), 50대 29명
(20.4%), 20대 이하 15명(10.6%), 60세 이상 7명(4.9%)
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는 민법상법인 54명(38%), 상법
상회사 33명(23.2%), 기타법인과 단체 18명(12.7%), 사
회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19명(13.3%), 비영리민간단
체 12명(8.5%), 농(어)업회사 법인 6명(4.2%)이며 종사
원 수는 5인 이하 59명(41.6%), 6-10인 30명(21.1%), 
11-20인 30명(21.1%), 21-40인 11명(7.7%), 40인 이
상 12명(8.5%)으로 기업의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67명
(47.2%), 기타형 28명(19.7%), 혼합형 16명(11.3%), 창
의 혁신형 15명(10.6%), 사회서비스형 9명(6.3%), 지역
사회공헌형 7명(4.9%)으로 조사되었다. 

4.2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설문 측정 시 나타난 측정오차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결론의 타당성을 저해하여 중요한 문제로 인식
되어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34,3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일방법편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해 Harman’s single-factor test(단일 요인 검정) 기법
을 사용하였다. 본 기법은 특정요인이 분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사후 통계적 방법으로 
단일 요인의 분산 설명력이 50%를 초과할 경우 동일방
법편의가 발생하였다고 본다[35,36]. Table 4-2를 살펴
보면 전체 분산의 설명력이 72.611로 최소기준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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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하고 있어 충분한 설명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분산비율이 가장 큰 요인이 
39.097%로 과반수를 넘지 않아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Factor Factor 
loading

Communalit
y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social value 
orientation

SVO1 .821 .728

2.157 7.703 .835
SVO2 .792 .751
SVO3 .655 .723
SVO4 .587 .707
SVO5 .637 .705

innovativene
ss

IN1 .697 .660
1.003 3.582 .831IN2 .791 .754

IN3 .686 .741
IN4 .408 .607

risk 
taking

RI1 .855 .811
1.008 3.601 .853RI2 .830 .817

RI3 .773 .809

customer 
orientation

CUO1 .824 .754
10.947 39.097 .834CUO2 .775 .745

CUO3 .695 .735
CUO4 .726 .723

competitor 
orientation

COO1 .635 .632
1.990 7.108 .831COO2 .760 .769

COO3 .730 .714
COO4 .696 .677

economic 
performance

EP1 .686 .730
1.466 5.234 .828EP2 .785 .724

EP3 .804 .728
EP4 .686 .670

social 
performance

SP1 .527 .631
1.760 6.286 .851SP2 .656 .668

SP3 .772 .782
SP4 .813 .836

전체분산설명비율: 72.611, Kaiser-Meyer-Olkin 측도=.882 
Barlett χ²=2536.419, degree of freedom 378, p=.000

Table 2. Validity Analysis 

4.3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
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7개 변수에 대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누적분산설명비
율은 72.611이었으며, 구성항목의 적재치는 .5이상, 각 
요인들의 아이겐값이 1.0이상으로 개념타당성이 성립되
었다. 다음으로 신뢰성 검증은 크론바흐 알파값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사회적가치지향성이 .835, 혁신성 .831, 
위험감수성 .853, 고객지향성 .834, 경쟁자지향성 .831
로 모든 항목에서 .8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변수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

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가치지향성
(r=.637, p< .001)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고, 다음으로는 경쟁자지향성(r=.566, p< .001), 고객지
향성(r=.531, p< .001), 혁신성(r=.503, p< .001), 위험
감수성(r=.374, p< .001)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과
는 사회적가치지향성(r=.432, p< .001), 경쟁자지향성
(r=.422, p< .001), 고객지향성(r=.384, p< .001), 위험
감수성(r=.384, p< .001), 혁신성(r=.359, p< .001)순으
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P SP SVO IN RI CUO COO
EP 1
SP .466*** 1 　 　 　 　 　

SVO .637*** .432*** 1 　 　 　 　
IN .503*** .359*** .592*** 1 　 　 　
RI .374*** .375*** .353*** .518*** 1 　 　

CUO .531*** .384*** .520*** .573*** .374*** 1 　
COO .566*** .422*** .420*** .505*** .492*** .566*** 1

***p<.001, **p<.01, *p<.05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4.5 가설검증
4.5.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VIF
지수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가설검증 결과 모두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아 
결과는 생략함). 검증결과 사회적가치지향성(t=3.442, 
p< .01)과 위험감수성(t=2.545, p< .05)은 경제적 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조직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위험
감수성 인식이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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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584 .435 　 1.342 .182

social value 
orientation .382 .111 .310 3.442** .001 1.483

innovativeness .091 .123 .075 .741 .460 1.857
risk taking .204 .080 .225 2.545* .012 1.435

dependent variable: economic performance, ***p<.001, **p<.01, *p<.05
R²=.246 Adj.R²=.230, F-value=15.026, p=.000, Durbin-Watson = 1.863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performance

4.5.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성과와의 관계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가치지향성(t=6.772, p< 
.001)만이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
과 위험감수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079 .374 　 .212 .832 　

social value 
orientation .646 .095 .526 6.772*** .000 1.483

innovativeness .142 .106 .117 1.348 .180 1.857
risk taking .112 .069 .124 1.623 .107 1.435

dependent variable: social performance ***p<.001, **p<.01, *p<.05
R²=.438, Adj.R²=.426, F-value=35.869, p=.000, Durbin-Watson = 2.137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performance

4.5.3 시장지향성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
시장지향성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

향 관계를 분석결과, 경쟁자지향성(t=3.294, p< .01), 고
객지향성(t=2.334, p< .05) 모두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정(+)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1.160 .380 　 3.054 .003 　
customer 

orientation .252 .108 .213 2.334** .021 1.470
competitor 
orientation .309 .094 .301 3.294*** .001 1.470

dependent variable: economic performance, ***p<.001, **p<.01, *p<.05
R²=.209, Adj.R²=.198, F-value=18.370, p=.000, Durbin-Watson =1.927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rientioan and 
economic performance

4.5.4 시장지향성과 사회적 성과와의 관계
시장지향성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경쟁자지향성(t=4.846, p< .001)과 고객지향성( 
t=3.850, p< .001)이 모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872 .333 　 2.615 .010 　
customer 

orientation .365 .095 .310 3.850*** .000 1.470
competitor 
orientation .399 .082 .391 4.846*** .000 1.470

dependent variable: social performance ***p<.001, **p<.01, *p<.05
R²=.386, Adj.R²=.377, F-vakue=43.674, p= .000, Durbin-Watson =2.310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social performance

5. 결론
본 연구가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

상으로 하여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사회적가치지향성, 위험감
수성은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는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성은 경제적 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성과의 영향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가치지향성만 사회적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
적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시장지향성이 높아질수록 경영성과는 향상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성과 창출을 위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경영성
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
출을 위해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과 경쟁 환경 하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지
향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
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공하였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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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사회적가치지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
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은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에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
과를 보여 사회적 기업가의 혁신성에 대한 새로운 정립
과 함께 기업가가 새로운 시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가치와 
고객가치가 일치되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설명하기 
위해 영리기업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인으로 대체하여 설
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 결과 혁신성과 위험감
수성이라는 기업 지향적 요인보다 사회적가치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기업 지향성인 혁신성, 위험 감
소성이 사회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
과를 토대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인지가 올바른지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성과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성과의 의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혁신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고 활동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적 성과
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시장지향성에 대한 인지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사회적 가치 실현
에 두어 경제적 성과를 목표로 하는 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적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장지향성 고찰 및 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영리 추구를 위
해 사회적기업의 본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사회적 기업
가정신의 기초로 하여 이중의 경영성과 창출에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 있는 결과의 도출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
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으나 온라인에 공개된 이메일을 
수집하여 설문을 실시하다 보니 설문 응답 기업이 전체 
사회적기업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 결과 사회적기업의 종사원수가 
적은 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설문 참여기업이 다소 영세
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쟁자 분석을 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사회적기업의 시장지향성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정규모의 기업을 

대상하거나 기업규모 또는 매출 등을 통제한 연구가 추
가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사회
적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점으
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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