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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사회 기업의 기업가지향성이 시장지향성,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사회 성과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분석하는 것이 목 이다.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사회 기업의 성과,기업가지향성,시장지향성,CSR활동에 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
로 연구모형 가설을 설정하 다.기업가지향성은 신성,진취성, 험감수성으로 분류하고,CSR활동
은지역사회의책임과환경 책임으로분류하 다.본연구에서제안된연구모형은사회 기업으로인증
을 받은 115개의 사회 기업을 상으로 SmartPLS2.0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 다.분석결과,첫째,
신성과 진취성은 시장지향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험감수성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시장지향성은 지역사회의 책임과 환경 책임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지역사회의 책임과 환경 책임은 사회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가지향성,시장지향성,기업의 사회 책임 사회 성과와의
향력을 검증하여 사회 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할 수 있는 략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사회적 기업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Abstract

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factorsinfluencingsocialperformanceof
entrepreneurialorientation,marketorientation,andCSR activities.Thismodeltestsvarious
theoreticalresearchhypothesesrelatingtosocialenterprise,entrepreneurialorientation,market
orientation, and CSR activiti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have been classified as
innovativeness,proactiveness,andrisk-taking.AndCSR activitieshavebeenclassifiedas
communityresponsibilityandenvironmentalresponsibility.Theproposedmodelisanalyzedto
targetsocialentrepreneurs.Valid115questionnaireshavebeencollectedwithinthreemonthsof
2013.SmartPartialLeastSquare(PLS)2.0havebeenutilizedforderivingthestudyresults.The
resultofhypothesistestingareasfollows.First,innovativenessandproactivenesspositively
influencemarketorientation.Butrisk-takingdoesnotinfluencemarketorientation.Second,
market orientation positively influence community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Finally,community responsibility andenvironmentalresponsibility positively
influencesocialperformance.Theresultsofthisstudywillprovidevariousimplicationsto
improvesocialperformanceand entrepreneurialorientation,marketorientation,and CS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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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 기업(socialenterprise)은재화나서비스를생

산·매하여 수익을 얻는 기업이지만,그 활동의 동기

가 수익달성이 아니라 사회 목 을 실 하는데있는

기업이다. 리기업이이윤추구를목 으로기업의

업활동을 수행하는데 비해,사회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각종사회문제의해결,지역통합 일자리창출

등의 목 을 해 업 활동을 수행한다[1].이 게 창

출된 수익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거나 직업훈련,사

회서비스의제공과같은 사회 목 달성에 환원하게

된다.

사회 기업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효율성·수익성’과

‘사회 책임’이라는 두 가지 목표 간의 긴장 계는 필

연 이다.주로 ‘상 으로 낮은 수익’과 ‘높은 인건비

율’간의 상 계에서 나타나게 된다.사회 기업은

수익성과사회 책임이라는두가지목표를균형있게

유지해 나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사회 기업의 균형

감각은이러한두가지목표와그 계의본질을잘이

해하여 인내를 가지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사회 기업의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유

지하기 해서는기업가지향성과시장지향 인조직문

화가 필요할 것이다.오늘날 기업은 제품 서비스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있으며,미래의수익이불확

실하기때문에지속 으로새로운사업기회를찾기

해 노력해야 하는 기업가지향성이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한고객에게최고의가치를제공해 수있는

조직문화를 지속 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시장지향 인

조직문화가필요하다[3].기업가지향성과시장지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가

치를창조하여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지속 으로 확

보하는데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4].

사회 기업에 한연구는주로사회 기업의경제

성과 사회 성과에 향을미치는선행변수들에

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선행변수에는 기업가

정신(신성,진취성, 험감수성),시장지향성,환경

특성 조직 내부 특성과 성과와의 련성에 해 검

증하 다.최근에사회 기업과CSR활동과의연계가

필요하며[5],사회 기업과CSR은다른개념으로분리

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6].그러나

사회 기업에 한CSR에 한체계 인연구는발표

되고 있지 않으며,기업가지향성,시장지향성,CSR활

동그리고사회 성과와의통합 인모형을통해이들

간의 계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기업가지향성이 시장지향

성,CSR활동 그리고 사회 성과와의 련성을 검증

하는 것이다.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사회

기업으로인증을받은사회 기업의기업가를 상

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이러한 연구는 지속 인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한 략 수단으로써 사회

기업의기업가지향성과시장지향성의 요성을인식하

고,시장지향 인 조직문화를 창출시켜 다양한 사회

책임활동을 통하여 사회 기업의 사회 성과를 향상

시킬 수있는 요한시사 을 제공할 수있을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기업의 성과

사회 기업은 사회 혜택을 제공하기 해 필요한

자원을비즈니스활동을통해생성하는기업으로,사회

미션과경제 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조직이다[7].

이러한사회 기업은사회 목 을 해존재하고사

회 목 을 달성하기 해 시장기반 기법들

(market-basedtechniques)을 사용하여 사회 미션을

달성하는기업을말한다[8].사회 기업은 리조직과

비 리조직의 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기업은 2013년 11월까지 29차에

걸쳐총1,010개기업이인증을받았으며,950개기업이

21,574명을 고용하여 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사회

목 실 , 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 기

업 인증을 한 최소한의 법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등일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 비사

회 기업도 매년 증가하여 1,537개의 기업에서 13,108

명의취약계층을고용하고있다.사회 기업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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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황을 살펴보면,서울이 199개 기업으로 가장 많

고,경기151개, 북60개,그리고부산이59개기업등

의 순이다.설립경로별 황은 사회 일자리가 638개,

자활공동체 108개,장애인작업장 92개의 기업 순이고,

사회 목 실 유형별 황에는일자리제공형이616

개,혼합형 144개,기타형 122개,사회서비스제공형 59

개,지역사회공헌형 9개 등의 순이다.분야별 황으로

는 환경이 156개,문화 150개,사회복지 101개,간병가

사68개,교육60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1].우리나라

는 정부의 사회 기업에 한 육성정책 극 인

지원에따라사회 기업 비사회 기업은매년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 기업에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사회 기

업의 성과에 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어왔다.Mileset

al.[7]은 기업가지향성과 사회 가치지향성이 경제

성과와사회 성과와의 계에 해분석하 다.연구

결과,사회 가치지향성이 사회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장성희·마윤주[9]는진취성, 험감수

성이시장지향성에정(+)의 향을,시장지향성이공익

성과 고용창출의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남성은 신성과 험감수성이강하기때

문에 시장지향 인 조직문화를 창출하여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며,여성은 진취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지향

인 조직문화를 창출하여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용태·박재환[10]은 사회 창업가정

신(신추구성,진취성, 험감수성,사회 가치지향

성),경 역량,조직문화,정부지원정책,사회 네트워

크 등이 경제 성과 사회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 기업가지향성

기업가지향성(entrepreneurialorientation)은 창업기

업뿐만 아니라 기존기업에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여

높은성과를달성하는데 요한요소이며,기업이새로

운 사업을 규명하고시작하는데 사용되는 략구축 활

동을 말한다[11][12].기업가지향성은 신 인 제품이

나서비스를개발하기 한의사결정 로세스 실행

[12]으로,새로운시장기회의추구 리개선을 한

기업의 성향을 나타낸다[13].

CovinandSlevin[11]은기업가지향성을기업가의

략 자세(entrepreneurialstrategicposture)로 정의하

다.최고경 자가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해서 험

을감수하여 신과 변화를 선호하고 극 으로 경쟁

하는성향이라고하 으며, 신성,진취성, 험감수성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 다. 신성(ionnovativeness)

은새로운제품 로세스를개발하기 해창조 이

고 신 인 로세스를통해 새로운 것을 극 으로

도입하려는 경 리활동이다.진취성(proactiveness)

은미래의시장요구를 측하여새로운기회를포착하

는 통찰력이며,공격 으로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성향이다. 험감수성(risktaking)은새로운사업에

한성공의확신이없더라도 과감하게 활동해서기꺼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다.

CovinandSlevin[11]의 연구 이후,기업가지향성에

한연구에서 신성,진취성, 험감수성으로분류하

여하이테크 산업이나 소 트웨어 산업등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에 향에 한 연구들이많이 발표되어

왔으며,시장지향성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9][14-16].

3. 시장지향성

시장지향 인 문화는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와 만

족을 제공하여 기업이 경쟁우 를 유지하고 경쟁기업

보다 고객에게 더나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경 성과

를높이는데 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17][18].시

장지향성(marketorientation)은 기업이 지속 인 경쟁

우 와 높은 수익을 실 하기 해서 시장요구에 해

경쟁자들보다 더 잘 응해야 하며,시장의 변화를 잘

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NarverandSlater[18]은 기업이 창의 인 가치창출

을 통해서 고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조직문화로 정

의하 다.그들은고객과경쟁자에 한정보를획득하

고정보를조직내에공유하면서이러한정보를기 로

부서간 조정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자에

응하는 것을 시장지향성이라고 하 으며,고객지향

성(customer orientation), 경쟁자지향성(compet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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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내부 부서 간 조정(inter-departmental

coordiation)등으로 분류하 다.

시장지향성에 한 기 연구에서는 주로 구성개념

을 정의하고시장지향성의구체 인 실행과 평가를

한 척도 개발에 을 두었다[17][18].이후 연구들은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와 종속변수와의 향력 분석

매개변수와 조 변수를설명하는데 을 둔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9][19][20].

4. CSR 활동

기업의 사회 책임은 정 인 기업의 이미지를 구

축할 수 있으며, 로벌 환경에서 경쟁우 의 활동

자원으로 진취 인 기업경 철학을 구축하고 미래의

효과 인마 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21].기업의

로벌활동이보편화되면서윤리경 ,환경오염,노동

력착취등다양한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CSR활동

은기업의선택의유무가아니라,지속 으로경쟁우

를확보할수있는핵심 략으로서 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22].

사회 기업은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

하는자발 인조직에서발 해왔으며,사회 기업

이 치한 지역에서의 소외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해

왔다[23].지역사회의 책임(communityresponsibility)

은경 활동과내부자원의기부를통해지역사회의복

지를 향상시키는데 참여하는 것이다[24].지역사회의

책임은자선기 ,문화,스포츠,교육 로그램등의후

원과같은자선활동을통해지역사회의삶의질을향

상시키는 기업의 자발 인 노력이다[25].환경 책임

(environmentalresponsibility)은 자발 으로 정부의

환경규제를 수하고 환경 리시스템을 구 하는 등

조직의 운 에 환경지속가능성의목표와목 을통합

시키는 것이다[25].환경 책임에는 친환경 제품생산,

자원의 재사용,폐기물 리 에 지 등의 환경 인

요인을잘 수하여비즈니스활동을수행하는것이다.

이러한 CSR활동은 자본비용의 감소,기업의 명성

향상, 험 최소화,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

서 주주가치를 극 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6].사회 기업에서도 지역사회의 책임과 환경 책

임을잘수행한다면사회 기업의사회 성과가향상

될 것으로 기 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기반으로[그림1]과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기업가지향성으로는 신성,

진취성, 험감수성으로설정하 고,CSR활동에는지

역사회의 책임과 환경 책임으로 설정하 으며,기업

가지향성,시장지향성,CSR활동 그리고 사회 성과

에 향에 한연구모형을설정하 다.이러한연구를

수행하기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2.1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성

기업가지향성은 사회 기업이 향상된 성과를 통해

서사회 미션을보다 효과 이고 효율 으로달성할

수있는방향을말한다[7].기업가지향성은조직의성장

에 요한역할을하며, 신성,진취성, 험감수성등

으로분류하여연구되어왔다.그리고시장지향성은경

쟁기업 보다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기 해 기업을 지

원하여 최고의 고객가치를 창출한다[28].

이러한기업가지향성이시장지향성에 정 인 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Gonzalez-Benitoetal.[29]

은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요한 향

을 미치기 때문에,기업에서는 시장지향 이고 기업가

지향 인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 다. Matsuno et al.[14]은 기업가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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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ialproclivity)이시장지향성에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기업가의성향이시장지

향성의 강력한 선행변수임을 증명하 다.

Weerawardena[15]은조직의 신 경쟁우 의창출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는데,기업가지향성이 시장지

향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조연

성·원동환[20]은 수출 소기업의 신추구성과 험감

수성이고객지향성과경쟁자지향성을향상시킨다고하

다.

따라서 신성,진취성, 험감수성과같은 기업가지

향성이시장지향성에정(+)의 향을미칠것이라는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기업가지향성은시장지향성에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a. 신성은시장지향성에정(+)의 향을미칠

것이다.

가설1b.진취성은시장지향성에정(+)의 향을미칠

것이다.

가설1c. 험감수성은 시장지향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시장지향성과 CSR 활동

시장지향 인조직문화는기업의사회 책임활동의

개발을 진하며[30],시장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CSR

활동으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Maignanetal.[30]은 리조직 비 리조직을 상

으로기업의사회 책임에 향을미치는요인을시장

지향성,박애 지향성,경쟁지향성등으로분류하여연

구하 는데,이들요인 시장지향성이기업의사회

책임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Quand

Ennew[31]은 국의 호텔과 여행사를 상으로 시장

지향성이 고객만족,고객보유,기업의 사회 책임

유통경로의 힘 등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연구결과,시장지향성이기업의사회 책임에가장

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Cattaleeya[32]는시장지향

성과기업의사회 책임그리고마 성과와의 계

에 한 연구에서 시장지향성이 기업의 사회 책임

(CSR)에 정 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기업

의 사회 책임은 고객충성도와 재무성과를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창수[16]는 기업가지향성이 시

장지향성 기업의사회 책임의 향 계에 해분

석하 다.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과 부서간 력이

경제 책임,합법 책임,윤리 책임에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지향성은 지역사회의 책임,환경 책임

과같은CSR활동에정(+)의 향을미칠것이라는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2.시장지향성은CSR활동에정(+)의 향을미

칠 것이다.

가설2a.시장지향성은지역사회의책임에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b.시장지향성은환경 책임에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CSR 활동과 사회적 성과

기업의 CSR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정 인 향을

미치며,단기 인 에서CSR활동으로비용이많이

발생할수도있지만,장기 인 에서기업의성과를

향상시키는 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Huangand

Lien[33]은 타이완의 건설업을 상을 기업의 사회

책임이 기업이미지 조직의 성과와의 련성에 해

검증하 다.CSR이 기업이미지와 조직의 성과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종원[34]은 환경 책임이

종업원의직무만족도,고객만족, 랜드이미지,기업의

명성,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등의 비재무성과를 향

상시킨다고 하 다.조경희·유양호[35]는 법·경제 책

임과윤리 책임이호텔기업의이미지에정(+)의 향

을 미치는 것을 알아냈다.박상록·박 숙[36]은 환경

책임이 미래이미지와 CEO이미지를 통해 기업성과에

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이용재·김 환

[37]은 CSR활동을 기업의 사회복지활동,환경보호 캠

페인,자원리사이클링그리고 술,문화기여활동등

으로 분류하 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책임과 환경 책임과 같은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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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사회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CSR활동은사회 성과에정(+)의 향을미

칠 것이다.

가설3a.지역사회의 책임은 사회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b.환경 책임은 사회 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측정항목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한 설문항

목들은 선행연구에서 실증 으로 검증된 설문항목이

며,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하 다.모

든 측정항목은 7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 으며,‘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7)’로 응답하도록 하

다.[표 1]은 연구변수의 측정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Ⅳ. 가설검증 

1. 조사방법 및 연구의 표본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 기

업으로인증을받은기업을 상으로하 다.2013년7

월 11일자 재 856개의 사회 기업을 상으로 하

으며,우편설문을이용하여설문지를회수하 다.조사

기간은 2013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주소

불명 수취거 등으로 64부가 반송이 되었으며,총

12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이 불성실하게 응답

한 5부를 제외한 115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

G*Power3.0 로그램을 이용한 통계 검증력 분석

(statisticalpoweranalysis)을하 다.G*Power3.0

로그램은PLS분석에서필요한최소필요표본수를산출

하여 한 표본수를 확인할 수 있다.분석결과,최소

77개의표본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나본연구의표본

수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변수의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혁신성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노력정도
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발하여 경영성과를 향상시
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기업의 성장, 혁신, 발전이라는 이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정도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을 강조하고, 창의적인 방
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29][38]

진취성

신제품 개발에서 경쟁기업 보다 앞지르기 위해 진취적인 
자세로 임하는 정도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진취적인 행동을 하는 정도
끊임없이 틈새시장을 찾고 새로운 시장을 신속하게 공략하
는 정도
새로운 시장창출과 그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29][38]

위험
감수성

위험이 있더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는 정도
위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을 하는 정도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
천하는 정도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사업을 선호하는 정도

[29][38]

시장
지향성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족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는 정도
고객만족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정도
판매 후 서비스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정기적으로 경쟁기업의 강점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정도
경쟁기업의 전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
경쟁기업의 행동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
목표시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

[29][38]

지역사회
의 책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정도
지역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정도
지역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도움 정도
지역사회와 의사소통하는데 개방되어 있는 정도

[39]

환경적
책임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
ISO14001 표준을 실현하는 정도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물질로 포장하는 정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하는 정도

[39]

사회적
성과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한 정도
지역의 보건, 안전 및 환경이 개선된 정도
지역의 교육의 질이 향상된 정도
지역의 협력업체가 증가한 정도
지역사회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도
지역 출신을 채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40][41]

표본의특성을보면,사회 기업의월매출액은1억

이상이 27개 기업(23.9%),2,000~5,000원 미만이 26개

기업(23.0%),5,000~1억 미만이 25개 기업(22.1%)의 순

으로나타났고,종업원수는10명이하,11~20명이각각

32개기업(27.8%)으로나타났다.사회 기업의업종은

제조업이 36개 기업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서

비스업(19.1%),청소용역(13.1%),환경(재활용)(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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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순으로나타났다.사회 기업가가사회 기업을

하는목 으로일자리창출이39개기업(33.9%)으로가

장많았고,지역사회발 이35개기업(30.4%),사회안

정화가 20개 기업(17.4%),노약자 구제(7.8%) 빈민

구제(6.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는 표본의 특

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월 매출액

1,000만원 미만
1,000~2,000만원 미만
2,000~5,000만원 미만
5,000~1억 미만
1억 이상
미응답

18
17
26
25
27
2

15.9
15.1
23.0
22.1
23.9
-

계 115 100.0

종업원
수

10명 이하
11~20명
2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32
32
31
14
6

27.8
27.8
27.0
12.2
5.2

계 115 100.0

업종

사회사업
청소용역
제조업
서비스업
환경(재활용)
기타

6
15
36
22
12
24

5.2
13.1
31.3
19.1
10.4
20.9

계 115 100.0

사회적
기업을 

하는 목적

노약자 구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발전
빈민구제
사회 안정화
기타

9
39
35
5
20
7

 7.8
33.9
30.4
 4.4
17.4
 6.1

계 115 100.0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연구의통계분석방법은SmartPLS2.0을이용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 다.변수 간 인과 계

검증에앞서측정도구에 한신뢰성 타당성을검증

하 다. 측정모형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서

Cronbach's ,합성신뢰도(CompositeReliability:CR),

평균분산추출(AverageVarianceExtracted:AVE)을

이용하 다.분석결과,Cronbach's 가수용기 인0.7

이상,CR이0.7이상,AVE가0.5이상으로모두만족할

만한수 으로나타나신뢰성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표 3]은 신뢰성 타당성분석 결과이다.

표 3.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결과

변수 항목
요인
재량

AVE CR 신뢰계수

혁신성

IN1
IN2
IN3
IN4

.896

.942

.898

.902

.827 .950 .931

진취성

PR1
PR2
PR3
PR3

.880

.544

.887

.929

.680 .891 .843

위험
감수성

RI1
RI2
RI3
RI4

.829

.901

.868

.654

.670 .889 .837

시장
지향성

MO1
MO2
MO3
MO4
MO5
MO6
MO7

.779

.816

.781

.733

.811

.708

.753

.592 .910 .885

지역사회
의 책임

CR1
CR2
CR3
CR4

.803

.854

.606

.756

.579 .844 .750

환경적
책임

ER1
ER2
ER3
ER4

.736

.831

.803

.756

.612 .863 .791

사회적
성과

SP1
SP2
SP3
SP4
SP5
SP6

.798

.793

.806

.853

.771

.742

.632 .911 .883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별타당성(discriminantvalidity)을분석하

다.집 타당성은각구성개념에속한측정항목의추

정치가 0.5이상, 별타당성은 각 구성개념에 한

AVE의 제곱근이 0.7이상이고 두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수 값보다 큰경우에집 타당성 별타당성이

있는것으로평가한다.각구성개념에속한측정항목의

추정치가0.5이상이고,AVE제곱근이0.7이상그리고

두구성개념들간의상 계수보다모두큰것으로나타

나 집 타당성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표 4]는

별타당성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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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판별타당성분석 결과

변수 IN PR RI MO CR ER SP

혁신성 .909++

진취성 .612 .825

위험감수 .308 .503 .819

시장지향 .475 .492 .265 .769

지역사회 .206 .246 .206 .460 .761

환경책임 .322 .245 .052 .376 .386 .789

사회성과 .208 .151 .295 .375 .458 .418 .795

 ++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의 제곱근

3. 가설검증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업가지향성의 3개 변수,시

장지향성,CSR활동의2개변수그리고사회 성과변

수에 한 향 계를 검증하기 해 구조모형을분석

하 다.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에 한 경로분석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첫째,기업가지향성 신성과 진취성은 시장지향

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a(경

로계수=0.278, t=2.087)와 가설1b(경로계수=0.310,

t=2.433)는 채택되었다.그러나 험감수성은 시장지향

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c(경로계수=0.024,t=.260)는 기각되었다.이러한 연구

결과는기업가지향성이시장지향 인조직문화를향상

시킨다는 Matsunoetal.[14],Weerawardena[15]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그러나 험감수성은 시장지향

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성창수[16]의 연

구에서도 험감수성이 시장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석 ·이도형[4]은

험감수성이 신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험감수성이 기각된 이유는 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모험 으로 자본을 투자하

기를꺼려하는 상을반 하는결과라고하 다.사회

기업의 경우에도 험을감수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하기 보다는 기술 인 측면에서 신 이고 진취 인

방향으로 기업을 운 하는것이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둘째,시장지향성은 지역사회의 책임과 환경 책임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a(경로

계수=0.460,t=5.546),가설2b(경로계수=0.376,t=4.278)

가 채택되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시장지향 인 조직

문화가 CSR활동을 향상시킨다는 Maignanetal.[30],

QuandEnnew[31],Cattaleeya[32]등의연구결과와일

치한다.

셋째,지역사회의책임과환경 책임이사회 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a(경로

계수=0.349,t=3.960),가설3b(경로계수=0.284,t=2.926)

가 각각 채택되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CSR활동이

사회 성과 비재무성과를 향상시킨다는 Huang

andLien[33],박상록·박 숙[36],윤종원[34]등의연구

의결과와일치한다.[그림2]는경로분석결과이고,[표

5]는 가설검증 결과이다.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표 5. 가설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t값 채택유무
혁신성-->시장지향성 .278 2.087** 채택

진취성-->시장지향성 .310 2.433*** 채택

위험감수성-->시장지향성 .024 .260 기각

시장지향성-->지역사회의 책임 .460 5.546*** 채택

시장지향성-->환경적 책임 .376 4.278*** 채택

지역사회의 책임-->사회적 성과 .349 3.960*** 채택

환경적 책임-->사회적 성과 .284 2.926*** 채택

유의수준: ** : 0.05 *** : 0.01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연구는사회 기업을 상으로기업가지향성,시

장지향성,기업의사회 책임그리고사회 성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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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검증하는것이목 이다.사회 기업의성과,

기업가지향성,시장지향성 CSR활동에 한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개발하 으며,사회 기

업으로인증을받은기업을 상으로실증 연구를하

다.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업가지향성 신성과 진취성은 시장지향

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험

감수성은 시장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신 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신성과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

를포착하기 해진취 인행동을하는진취성이시장

지향 인 조직문화를 창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

러나어떠한 험이있더라도새로운것을도 하는것

을 선호하는 험감수성은 시장지향성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시장지향성은 지역사회의 책임과 환경 책임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 기

업이고객에게더나은가치와만족을제공하기 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악하고,경쟁기업의 행동변화

에 극 으로잘 처할수있는시장지향성은사회

기업의지역사회의책임과환경 책임과같은CSR활

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지역사회의책임과환경 책임은사회 성과

를향상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사회 기업이지역사

회의책임 환경 인책임을잘수행한다면지역주민

들의 소득과 고용이 증가되고,지역사회의 교육 환

경이 개선되어 지역사회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연구의시사 한계

을 제시할 수 있다.이상의 연구결과의 시사 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 기업가를 상으로 기업가지향

성,시장지향성,CSR활동 그리고 사회 성과와의

계를 확 용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사회

기업에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이 시

장지향성 성과와의 향 계에 한 연구들이었지

만[7][9][10],본연구에서는사회 기업에서가장 요

하게고려되고있는CSR활동을추가하여이들과의

련성을 검증하 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사회 기업에서 경쟁기업을 신속하게 악하

고틈새시장을신속하게공략할수있는사회 기업가

의 진취 인 성향은 시장지향 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가장큰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사회 기

업가의 신 이고 진취 인 성향은 고객의 욕구변화

와경쟁자의제품 략변화에 응하는데 정 인

역할을한다는것을알수있다.따라서사회 기업가

는 시장지향성을 향상시키기 해 신성과 진취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사회 기업의 CSR활동을 지

역사회의 책임과 환경 책임으로 분류하여 시장지향

성과 사회 성과와의 련성을 검증하 다는데 의의

가 있을 것이다.사회 기업은 사회 가치와 경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지만,사회 기업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 성과가 아니라 사회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창출했느냐가 요할 것이다.사회 기업의

경우마 을 한자원이나 문인력이부족하기때

문에,사회 기업가는고객의요구사항을잘 악하고

경쟁기업에 극 으로 처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제

공할수있는시장지향 인조직문화를조성해야될것

이다.이러한 사회 기업이 지향하는 사회 가치 창

출과 CSR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 인 조직문화는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사회 기업가는 지역사회의 발

과주역주민들의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해서 시장

지향 인조직문화창출에많은노력을해야됨을시사

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첫째,사회 기업에 한 연구

에서는CSR활동을측정한연구가없어서벤처기업

일반기업에서CSR활동을측정한연구의측정항목을

원용하 다.따라서 으로사회 기업에 한측정

항목이라고보는데한계가있으며,향후연구에서는측

정항목을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본연구에서는사회 성과를측정하는데있어

서 사회 기업가의 주 인 단으로 측정하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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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한계 을가지고있으며,사회 기업의재무성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재무성과를 측정하지 못했

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사회

기업의 CSR활동과 재무성과와의 향 계를 분석하

는 것도 연구에 많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기업가지향성 험감수성이 시장지

향성에유의한 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는데,

향후연구에서는 사회 기업의 특성을 반 한 기업가

지향성에 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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