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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하연*

국민대학교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로 발전했으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했다. 저 출산 및 고령화, 
환경오염, 실업률 증가, 지역 사회 붕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유 미흡등 사회적인 약자가 증가하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
면서 사회적 서비스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
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문
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전들은 많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
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벤처 창업 의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사회적 기업 창업 의지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으로는 개인적 특성(위험 감수성, 혁신 추구성, 진취성, 사회가치지향성), 사회문제 상황인식(문제인
식, 관여도), 대학의 사회적 기업 정보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을 검
증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사회적 기업을 창업앟 잠재적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정
책적 지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한 연구 확산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국내외 적으로 경기침체와 저성장, 저고용으로 인한 고용

구조 변화, 여성 운동, 도시로의 인구 이동, 환경오염, 장

애인 일자리, 저 출산 고령화시대, 청소년 문제, 평화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 사회적 기업가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이용탁, 2009)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약계층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증대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

심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사회 서비스 제공과 사회 취약계층, 지역사회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이현주, 2015)
일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활동, 단순한 이

벤트성 기부, 후원 등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의 

변화로 1990년대 초반 빈부 해결의 목적에서 시작하여 현

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를 목적으로 한 사

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이신모, 2010; 조영복, 
2011b)
사회적 기업 창업은 청년들이 많이 느끼는 일자리 문제

에서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문제인 청

년실업과 직장생활의 지나친 경쟁을 사회적 기업으로 관

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이 필요하다.(이용탁, 
2009; 배귀희 2011)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 활

*  국민대학교, gkgk9210@gmail.com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교수, yun88@kookmin.ac.kr



이하연 ․ 황보윤

178 2018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Fall 2018

동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의 기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성공적 확산, 산학교류, 동문 간 네트

워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Bailetti,2011)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노동문

제, 평화문제, 질병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

회적기업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학계는 사

회적기업의 성과분석(장영란 외, 2012; 이준희 2016)과 육

성방향(조영복 외 2008; 조준기, 2011), 사회적기업가 정신

(이용탁, 2009; 고유상 외, 2014)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사

회적기업 창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강민정 외, 2015; 김학실, 2016) 특히 사회적기업의 창업

의지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희

소하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

난 시점인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2,030개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를 말해준다.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성공여부는 다양한 요

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잠재적 사회적 기업 창업

가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의지에 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창업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생과 대

학원생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함으

로써 앞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사회문제 해결과 정부와 대학이 어떠한 역

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학자마다 개념이 다르고 범위 또한 다르

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고 진화해 왔다(조
상미 외, 2011:4).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둔화 및 고용

창출 능력의 감소 등의 문제에 기인한 취양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한 공급방안을 위한 방책으로 2007년 7월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최영출, 2013:45).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

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법제처,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 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

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서비스 분야는 환경, 
문화, 사회복지, 교육, 간병가사, 산림보건, 보육, 보건 등

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의 일부를 

이용하며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공공지원을 받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 

조직과 유사한 형태인 자율성, 독립성 등이 강하다(이주호,
배정환, 2014).

2.2. 개인적 특성

사회적 기업을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석으

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

들의 일치된 견해이다(Okpara & Halkias, 2011; Yangui & 
Jarboui, 2013).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을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 

기회 포착 및 도전 등 일반적인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가

치를 동시에 지향한다(Sullivan et al, 2003; 정선희, 2007). 
기업가 정신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혁신하고, 경제활동을 

창조 및 발전시키는 정신(CEC, 2003)이며 대표적으로 위험 

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Lumpkin & 
Dess, 1996; Miller, 1983; Morris & Jones, 1999; 김종관, 
1998:227).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창업과 기업의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Zahra, 
1991).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 기업

가 정신과 구별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비영리부문에 대한 기금 지원이 최근 몇 십년동안 감소하

면서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을 위해 수익 

창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다(Dees, 2001; Prabhu, 1999; Shipp, 1996). 선진국

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

념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Alter &Dawans, 2008; 
Barendsen & Gardner, 2005; Dees, 1998; Mair & Marti, 
2006;Williams, 2008).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중

요성에 강조하고 있으나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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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상황인식

이슈나 문제를 가지고 형성되는 공중은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Grunig & Hunt, 1984). 상황 이론에서는 공중이 현

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위험을 예방하

고, 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결정과 행동에 대한 정보

를 주고 받는 행위를  포괄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목적

은 어떠한 특정적인 위험에 대해 평상시 공중에게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효율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송해룡, 2012) 일반

인들에게 위험인식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사회와의 소통

에 의해 재구성 된다. 일반인들은 위험에 관한 정보를 얻

기 어렵고, 위험 관련정보를 얻는다 해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Jin & Han, 2014).
김과 그루닉(Kim & Grunig, 2011)의 문제해결 상황이론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은 문제가 일어난 상

황에서 공중의 인식과 정보행동 의도를 설명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사능 유출, 장기기증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서 검증되었다. 문제해결 상황이론이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상황에 따라 

공중의 인식이 달라지고 정보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Kim, Grunig, & Ni, 2010). 

2.4. 대학의 특성

잠재적 사회적 기업가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교육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만, 가장 많은 정보와 

교육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대학생과 대학원

생들의 사회적 기업의 창업의지 측정에 있어서 대학의 특

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업구조와 고영 없는 성장이 변화 하면서, 일자리 부족

은 새로운 고용환경을 만들어 냈다. 그 아래에서 취업 교

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를 아는 것은 매

우 중요하며, 특히 취업보다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

업 지향적 교육을 확대 해야한다(이신모, 2006, 2008). 
미국과 캐나다의 200개가 넘는 대학에서는 사회적 기업

가를 육성하기 위한 과목, 대회, 관련센터, 장학금 등의 프

로그램을 개설할 정도로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으며, 기업과 개인의 후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신모, 2010) 대학

생과 대학원생들이 사회 문제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

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의 지원과 정보가 중요해 지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노출이 많이 되어야 한다. 

3.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개인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자신의 사

업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며, 자영업에 대한 개인

의 행동과 관심을 다루는 마음 상태이다(Bird, 1988). 개인

이 사업을 소유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이 창업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계획을 포함하며, 자신의 사업을 소유

하거나 시작하려는 욕구이다(Crant, 1996; Krueger, Reilly & 
Carsrud. 2000; Bae, Qian, Miao & Fiet, 2014; Yoon, 2004).
특히 창업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이 창업의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요

소로 인식된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관련된 여러 이

론적 문헌(Bird, 1988; Katz & Gartner, 1988; Krueger & 
Brazeal, 1994)과 실증연구(Brenner, Pringle & Greenhouse, 
1991; Krueger, 1993a, 1993b; Scott & Twomey, 1988)에서 

주요 주제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Keeley, Klofsten & Ulfstedt(1997)는 기존 문헌들과 연구모

델들을 대학이라는 상황에 맞추어 연구하였다.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의지에 관한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이유를 보면, 창업 활동이 바

람직하다고 느끼고, 개인의 성향이 진취적이며, 성공 가능

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창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창업의

지가 높아진다(Hallam, Leffel, & Womack, 2008).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특성을 각각 개인적 특성(사회적 가치 지향성, 진취

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대학의 사회적 기업 정보, 사회문

제 상황인식(문제인식, 관여도)을 설명하고, 선행연구를 참

고해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기업 창업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현재 

설문에 답에 근거한 통계를 내리는 중이다. 본 연구는 사

회적 기업 창업에 대한 활성화와 앞으로 학계와 관계자들

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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