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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사회  기업에서 기업가정신과 사회  자본을 기반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진화의 기반

을 구축하기 한 선순환 요소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기업가정신의 구성변인으로서 신성, 진취

성, 험감수성에 사회 가치추구를 추가하고, 사회  자본을 구조  자본, 인지  자본, 계  자본으로 

분류하 다. 기업가정신과 사회  기업의 성과의 계에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에 한 실증 분석을 

해 6개의 가설을 정한 후 상  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과 사회  기업의 경제  성과에서 계  자본은 완 매개효과를 갖는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사회  기업의 사회  성과에서 계  자본은 완 매개효과를 갖는다. 

 
■ 중심어 :∣기업가정신∣사회적 자본∣사회적 기업 성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lements of virtuous cycle to lay a foundation 

for the coevolution of corporations and communities based on the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of social enterprises. The study first set out to add the pursuit of social goals to the 

components of entrepreneurship, namely innovation, progressive spirit, and risk sensitivity and 

categorized social capital into structural, cognitive, and relational capital. The study set six 

hypotheses and performe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o empirically analyze mediator 

effect of social capital i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lational capital had full mediated effect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Second, relational capital had full 

mediated effect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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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정부의 

 인센티 에 앞서 사회  소명을 수행하도록 자

발 이고 극 으로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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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리성을 하게 결합하기 한 지역사회

와의 긴 한 연계의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기업은 신뢰와 내

부자원의 부족으로 지역사회나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기업 스스로의 역량뿐 아니라 다른 자원

을 동원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생존해 나간다. 다양한 

이해 계자와의 력 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사회

 기업의 독특한 특징이며 시민이 사회  기업의 공동

생산자로서 참여하고 이는 사회  기업의 자원동원의 

요한 연결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  기업의 사

회  자본 축  능력은 사회  기업의 성과향상과 나아

가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해서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기업에서 기업가정신과 사회

 자본을 기반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진화의 기반

을 구축하기 한 선순환 요소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

를 해서 사회  기업의 기본원리로서 사회  자본이 

역할을 하는지, 만일 역할을 한다면 사회  자본을 형

성하는 목 을 한 새롭고 차별화되는 과정으로서 민

간 역의 행 자에 의해 수행되는 행동[1]으로 정의되

는 사회  기업가정신의 특징에 한 정의를 근거로 기

업가정신을 심으로 사회  자본의 형성을 확인하기 

하여 기업가정신과 사회  기업의 성과 간에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기업가정신과 사회  기업의 성과(경제

 성과, 사회  성과), 기업가정신과 사회  자본, 사회

 자본과 사회  기업 성과와의 계특성을 심으로 

‘기업가정신 → 사회  자본 → 사회  기업의 성과’로

의 연결여부에 한 의문 을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는 사회  기업을 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사회  자본의 사회  기업의 성과와의 

연계에 한 실증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  기업의 경

자나 정책 수립자에게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면서 

사회  기업의 성과향상  지속 인 발 을 한 략

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단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의 연계

기업가  성향이 사회  자본을 발견하고 외부자원

을 확보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으

며[2] 사회  자본의 업은 상호 보완작용을 함으로써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시장에는 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한 선택과 그러한 선택의 결과에 한 정보

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3].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해서 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나 신

뢰에 기 한 유 계 는 그 계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규범이나 가치 등에 기 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

를 획득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는 곧 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창의

인 개별 경제주체들이 실제로 시장에 존재하는 기회

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 창의 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사회  자본의 요성을 제기한다. 지 까지 

많은 사회  자본론자들은 이론  측면에서 사회  자

본이 기업가정신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4].

사회  자본과 기업가정신 간의 계에 한 이론  

논의들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경제주체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들 간

의 거래나 상에 필요한 비용은 어들고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어들 것이다[5]. 따라서 창의 인 아

이디어를 가진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나 

기존 기업의 확장을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Thornton & Flynn[6]에 따르면, 신뢰에 기 한 응집

력과 결속력이 있는 사회  네트워크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해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신을 한 투자 험을 감소시켜

다. 아울러 개인이나 조직, 기업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들은 기업가정신을 진시키는데 필요한 다양

한 요소와 정보  재원들을 제공해 다[7]. 창의 인 

기업가들의 경우, 창업이나 기존 기업의 확장을 해서

는 사회  네트워크의 구축  활용이 요함을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기회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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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발 시키고 극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8]. 

Hamel[9]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 네트워크는 경제주

체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과정에 향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들의 스킬들을 내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 를 들어, 벤처캐피탈 

기업들은 벤처기업들과 련된 네트워크 속의 한 구성

원들이면서 동시에, 이들 벤처캐피탈 기업들의 벤처투

자에 한 참여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험의 감소

를 암시해주는 요한 요소가 된다[10].

시민의식 는 사회규범이 확립되어 있는 수 이 높

은 경우에는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반 시민들이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에 좀 더 가치를 두고, 공익추

구를 해 서로 력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11].  

2. 사회적 자본과 기업의 성과 연계
경 자의 네트워크 활동과 기업의 지속 인 성과와 

한 계가 있다는 논의는 꾸 히 있어왔다. 기업이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역량을 효과 으로 재조합하여 험을 분산하거

나 자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Lerner, Brush & Hisrich[13]는 기업가의 네트워킹 

활동이 기업의 수익에 유의한 계가 있으며, 외부 컨

설턴트들의 활용이 기업의 수익과 계가 있다고 하

다.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는 기업의 기업가들은 그 지 

않은 기업가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Adler & Kwon[14]에 의하면 사회  자본을 결속력

의 정도로 악했으며 규범은 기업 간 행동양식을 형성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소기업에 있어서 결속력

은 조직과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는 공동체의식이나 신

뢰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Lee & Miller[15]는 한국기업을 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조직 내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해 조직구

성원들에 한 조직차원의 배려가 경쟁력 제고  기업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에 조직구성원들에 한 조직차원의 배려가 조직구성

원들의 조직에 한 헌신이나 몰입, 참여 등을 증 시

켜 결과 으로 조직의 성과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들은 한국의 기업들은 통 으

로 가부장주의와 공동체의식이 강한 특징을 보이며, 유

교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16] 조직차원의 배려가 기

업성과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경 략 학자들 에는 조직내부의 결속력을 높이

기 한 이러한 사회  자본들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한 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경우들이 많

다[17].

가용자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지극히 제한 인 소

기업들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해 이종(異種) 간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력체계를 갖추기 해 노력한다. 

소기업융합교류회에 가입하여 활동 인 국 315명의 

소기업 기업가 응답을 활용하여 분석결과, 네트워킹

에서 얻을 수 있는 정  심리효과인 사회  지지가 

네트워킹 활동과 기업성과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사회  자본의 효과성인 정보  자원

근성은 부분 인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8].

조직비 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조직신뢰의 매개효과[19]에 의하면 조직

비  명료성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한 태도

에 정 인 향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  기업의 

경우에는 조직의 비 이 공유되고 종업원의 가치 과 

조직 가치 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을 

보다 활발히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

최고경 진의 인   사회  자본이 기업성과와 벤

처캐피탈 투자에 미치는 향[21]에서는 최고 경 진의 

인   사회  자본이 창업부터 기업공개까지의 재무

성과와 벤처캐피탈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는데 약 300여개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등록한 

벤처 코스닥 기업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고경 진

의 인   사회  자본을 측정한 변수 모두는 기업성

과와 정(+)의 계를 갖는 것으로, 즉 기업의 성과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lyler & Coff[22]는 사회  자본은 자원의 통합, 재

결합, 배출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을 제안하 다. 공 망 참여 기업들이 서로 신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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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들이 자신들의 자원의 이용에 한 걱정 없

이, 자신들의 자원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한다. 

Nahapiet & Ghoshal[23]은 기업 내 연결 네트워크는 

경쟁 우 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의 소싱(sourcing)과 

를 진시킴을 악하 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모형과 연구가설 
기업가정신과 사회  자본  기업의 성과 연계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과 사회  기업의 

성과 간에서 사회  자본의 연 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과 사회  기업의 

성과 간에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1
기업가정신과 경제적 성과 관계에서 구조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2
기업가정신과 경제적 성과 관계에서 인지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3
기업가정신과 경제적 성과 관계에서 관계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4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성과 관계에서 구조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5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성과 관계에서 인지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6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성과 관계에서 관계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표 1.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가설 설정

2. 측정변수의 정의 및 설문지 구성 
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신성은 기업성장과 략  치를 강화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 제품생산의 새로운 기술 신과 새롭

게 극 으로 시도하는 경 리활동을 의미하고 새

로운 아이디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로세스 개발을 

목표로 한 실험과 창조  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것을 

기꺼이 도입하는 기업의 성향으로 정의한다. 

진취성은 변화의 인식과 자발 인 경쟁에 한 통찰

력을 제공하고 기업 환경 변화창출과 미래 수요의 상 

활동  경쟁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진

취 이고 극 으로 경쟁자를 제압하는 자발 인 기

업가  자세로 정의한다. 

험감수성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성공의 확신이 없

을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해서 기꺼이 새로운 사업기회

를 포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사회 가치추구는 사회  목 (사회  가치 창출)과 

이해 계자에 한 책임성을 갖고 수익은 사회  목

을 해 재투자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구조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형태나 

구성으로 정의한다[26]. 인지  자본은 서로 유 계

를 가지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 언어와 

코드로 정의한다[26]. 계  자본은 행 자들 간의 직

인 유  계의 역할과 상호작용의 계  결과를 

강조하여 신뢰, 규범과 상호규제, 상호의무와 기 , 서

로에 한 동일화로 정의한다[23]. 

경제  성과는 양  성장은 물론, 질  성장을 동반

하여 사회  기업이 사회 반에 걸쳐 기업 활동을 함

으로써 나타나는 결과[27]로 정의한다. 

사회  성과란 사회  기업이 궁극 으로 추구하고

자 하는 가치  사회공헌의 달성정도로 정의한다.

구체 인 변수로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변수를 

다루고 있다.

첫째, 독립변수로 기업가정신이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발 을 통한 설문 응답자의 노력

에 의한 사회  자본의 형성을 제로 매개변수로서의 

사회  자본의 하 변인인 구조  자본, 인지  자본, 

계  자본이다. 사회  자본 특성의 변수는 김동헌 

외[24]의 연구를 참고하여 항목을 구성하 다. 

셋째, 종속변수인 사회  기업의 경제  성과와 사회

 성과이다. 경제  성과와 사회  성과의 변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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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 수 항목

기업가
정신

혁신성

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노력정도
②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발하여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③기업의 성장, 혁신, 발전이라는 이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정도

④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을 강조
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
력하는 정도

진취성

①신제품 개발에서 경쟁기업 보다 앞지르기 
위해 진취적인 자세로　임하는 정도

②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진취적인 행동을 하는 정도

③끊임없이 틈새시장을 찾고 새로운 시장을 
신속하게 공략하는 정도

④새로운 시장창출과 그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위험감수성

①위험이 있더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는 정도

②위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을 하는 정도

③위험을 무릅쓰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
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정도

④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사업을 선호
하는 정도

사회적가치추구
①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
②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①의사소통
②접촉의 용이성  

인지적 자본 ①비전의 명확성 
②비전 공유 

관계적 자본
 

①규범과 규칙의 확립　
②규범과 규칙의 준수  
③사람에 대한 신뢰성　
④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 
⑤다른 주민들에 대한 신뢰
⑥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신뢰
⑦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
⑧지역행사참석 
⑨갈등해결 노력하며 상호협력
⑩업무협조

사회적 
기업의 
성과

경제적 성과 ①수익률증가
사회적 성과 ①취약계층고용기여

표 2. 변수의 설정

무  외[25]의 연구를 참고하여 변수를 구성하 다.  

2.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항목

들 에서 비교  합도가 높은 항목들을 선택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측정 항목들을 본 연구의 목 에 

부합되게 수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 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Frishammar & Horte[28]가 사용

하 던 통 인 사회  기업가정신을 설명하는 요인

으로 제시되어 장성희[29]의 연구에서도 검증된 3가지 

요인에 고용노동부·한국사회 기업진흥원[30]을 참고

하여 사회 가치추구라는 요인을 추가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 으며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첫째, 사회  자본은 김동헌 외[24]의 연구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 으

며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둘째, 사회  기업의 성과는 최무  외[25]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기업의 경제  성과를 구성하는 항목

은 수익률증가를 사용, 사회  기업의 사회  성과를 

구성하는 항목은 취약계층고용기여로 구성하 으며 리

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3. 자료의 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를 한 표본은 한국사회 기업진흥원에 등

록된 인증 사회  기업의 구성원을 주요 모집단으로 했

다. 이는 표본 선정 범 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 결과

에 신뢰성을 담보하기 함이다. 표본 상의 기업은 

국의 인증 사회  기업 250개로 무작 (random) 추

출하고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메일과 우편 

송부, 방문을 통하여 총 22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고 

이  불성실한 답변이나 빠진 항목이 있는 설문지 등을 

제외하고 20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 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독립변수로 구분된 사

회  자본에 하여 종속변수인 사회  기업의 성과 간

의 계를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각 변수를 측정하고 있는 척도에 한 타당성 검증을 

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하지 못하다고 단되

는 변수를 제외하고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해 

크론바하 알  계수를 이용하여 내  일 성을 검사하

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분석 결과
표본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70.0%, 여성이 30.0%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

가 여성 응답자보다 많았다. 연령의 경우 20 가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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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 24.0%, 40 가 35.0%, 50 가 7.0%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8.0%, 문 졸이 47.0%, 졸이 

45.0%로 나타났다. 석사, 박사는 응답자에 조사되지 않

았다. 직 의 경우 표가 72.0%, 임원이 21.0%, 종사자

가 7.0%로 나타나 표자와 임원이 주로 응답자로 조

사되었다. 조직의 경우 사단법인이 2.0%, 재단법인이 

4.0%, 사회복지법인이 21.0%, 소비자생활 동조합이 

2.0%, 상법에 따른 회사가 30.0%, 상법에 따른 합자조

합이 3.0%, 비 리민간단체가 2.0%, 민법상조합이 

18.0%, 동조합이 18.0%로 나타났다. 유형의 경우 일

자리제공형이 33.0%, 사회서비스제공형이 12.0%, 지역

사회공헌형이 6.0%, 혼합형이 49.0%로 나타났다. 

변수명 주요 내용 빈도 백분비(%)

성별 남 140 70.0%
여 60 30.0%

연령
20대 68 34.0%
30대 48 24.0%
40대 70 35.0%
50대 14 7.0%

학력
고졸 16 8.0%
전문대졸 94 47.0%
대졸 90 45.0%

응답자직
급

대표 144 72.0%
임원 42 21.0%
종사자 14 7.0%

조직

사단법인 4 2.0%
재단법인 8 4.0%
사회복지법인 42 2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 2.0%
상법에 따른 회사 60 30.0%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6 3.0%
비영리민간단체 4 2.0%
민법상조합 36 18.0%
협동조합 36 18.0%

유형
일자리제공형 66 33.0%
사회서비스제공형 24 12.0%
지역사회공헌형 12 6.0%
혼합형 98 49.0%

합계 200 100.0%

표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n=200)

2.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들의 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본 연구는 

비 조사를 통해 부 한 항목으로 정된 설문항목들

을 제외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탐색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 다. 

변수 하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체 % 분산 % Cronbach's 
α

위험
감수
성

(요인
1)

위험감수성3 .852 .077 .205 -.031 2.561 23.281 23.281 .769
위험감수성2 .702 .303 .118 .118
위험감수성4 .634 -.040 .206 .106

진취
성

(요인
2)

진취성1 .061 .805 .128 .122 1.770 16.093 39.374 .724
진취성2 .217 .733 .077 .119

혁신
성

(요인
3)

혁신성2 .398 .251 .715 .093 1.574 14.312 53.687 .680
혁신성1 .522 .143 .666 .098
혁신성3 -.272 .454 .592 .055

사회
적가
치추
구

(요인
4)

사회적가치
추구3

.448 -.050-.064 .649 1.193 10.848 64.535 .639

사회적가치
추구1

.347 .292 .112 .607

사회적가치
추구2

.252 .329 .363 .572

KMO=.855, 근사카이제곱=1136.31, p=.000

표 4. 기업가정신 요인분석 및 신뢰도

기업가정신 요인분석을 통하여 험감수성, 진취성, 

신성, 사회 가치추구로 총 요인이 4가지로 구분되었

으며, 고유값이 1.193 이상으로 나타났다. 입력 변수들 

간의 상 계 정도를 나타내는 KMO 검증  Bartlett

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결과를 보면, KMO=.855, 

Bartlett 구형성 검증 χ2=1136.31(p=.000), 설명력은 

64.53%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검증되었다.

변수 하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체 % 
분산

% Cronbac
h's α

관계
적 
자본

호혜적규범1 .847 .154 .096 3.728 33.
890

33.
890

.790
호혜적규범2 .733 .388 .140

신뢰1 .575 -.141 .192
신뢰2 .575 .072 .051

단체참여 .783 .254 .540
협력1 .767 .324 .459
협력2 .764 .036 .075

구조
적
자본

네트연결성2 .123 .895 .053 1.995 18.
137

52.
027

.723
네트연결성1 .097 .806 .020

인지
적
자본

비전설정및
공유2

-.040 .154 .725 1.458 13.
253

65.
280

.695

비전설정및
공유1

-.027 .388 .594

KMO=.754, 근사카이제곱=817.757, p=.000

표 5.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및 신뢰도

사회  자본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조  자본, 인지  

자본, 계  자본 3가지로 구분되었으며, 고유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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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 변인 요인1 요인2 체 % 분산% Cronbach's 
α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고
용기여

.971 .238 1.000 50.000 50.000 .630

경제적 
성과

수익률증가 .238 .971 1.000 50.000 100.000 .630

KMO=.500, 근사카이제곱=47.475, p=.000

표 6. 성과관련 요인분석 및 신뢰도

1.4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입력 변수들 간의 상 계 

정도를 나타내는 KMO 검증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을 실시결과를 보면, KMO=.754, Bartlett 구형성 검증 

χ2=817.757(p=.000), 설명력은 65.28%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검증되었다. 

성과 련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유값이 1.00이상으로 

나타났다. KMO=.500는 Bartlett 구형성 검증 χ

2=47.475(p=.000), 설명력은 100%로 나타나 모형의 설

명력은 검증되었다. 

3. 측정변수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먼  각 변수들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는 Pearson 상  계수가 활용되었으며, 양

측검증 방법으로 유의성을 확인하 다.

변수 1 2 3 4 5 6 7 8 9

1.기업가정신 1
2.혁신성 .761** 1
3.진취성 .671** .401** 1
4.위험감수성 .762** .440** .262** 1
5.사회적
  가치추구 .773** .434** .345** .521** 1

6.구조적자본 .289** .213** .178* .199** .269** 1
7.인지적자본 .431** .253** .218** .457** .338** .330** 1

8.관계적자본 .36
** .517** .545** .400** .431** .330** .420** 1

9.사회적자본 .570** .408** .385** .453** .445** .772** .775** .717** 1
* p<.05, ** p<.01, *** p<.001

표 7.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 간의 상관관계 

기업가정신과 사회  자본의 상 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기업가정신과 사회  자본 간의 경우에 

.570(p<.01)으로 유의한 정 인(+) 상 계를 보 음

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정신 하 변인의 경우에도 신

성, 진취성, 험감수성, 사회  가치추구의 경우에 각

각 .408(p<.01), .385(p<.01), .453(p<.01), .445(p<.01)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4.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 성과 간에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
Baron & Kenny[31]의 분석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만족해야 한다. 첫

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하고,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하

고,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을 추가할 때 독립변인의 계수가 유의미 수

에서 무의미 수 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 매개

계,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무의미 수 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매개 계가 성립된다. 

단계 항목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1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상수) 2.377 .351 6.772 .000
기업가
정신

.400 .094 .289 4.241*** .000

R제곱=.083 수정된 R제곱=.079 F=17.988***

2단계 : 
기업가정신 
→ 경제적 

성과 

(상수) 2.008 .322 6.244 .000
기업가
정신

.433 .086 .336 5.015*** .000

R제곱=.113 수정된 R제곱=.108 F=25.149***

3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
경제적 성과

(상수) 1.314 .433 3.036 .003
기업가
정신

.544 .109 .344 4.976*** .000

구조적
자본

.073 .079 .064 .920 .359

R제곱=.135 수정된 R제곱=.126 F=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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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경제적 성과에서 구조적 자본의 매개효과

구조  자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해서 

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에서 기업가

정신 =.289로 나타나 구조  자본에 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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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매개효과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의 경우에 =.336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결과 독립

변수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구조  자본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사회  기업의 경제  성과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 항목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1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상수) 1.604 .302 5.305 .000
기업가정신 .545 .081 .431 6.716*** .000

R제곱=.186 수정된 R제곱=.181 F=45.102***

2단계 : 
기업가정신 
→ 경제적 

성과 

(상수) 2.008 .322 6.244 .000
기업가정신 .433 .086 .336 5.015*** .000

R제곱=.113 수정된 R제곱=.108 F=25.149***

3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 
경제적 성과

(상수) 1.625 .417 3.900 .000
기업가정신 .620 .116 .393 5.347 .000***

인지적자본-.086 .092 -.069 -.943 .347
R제곱=.135 수정된 R제곱=.127 F=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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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경제적 성과에서 인지적 자본의 매개효과 

인지  자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해서 

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에서 기업가

정신 =.431로 나타나 인지  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매개효과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의 경우에 =.336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결과 3단

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결과 독립변수

인 기업가 정신은 =.393(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나 매개변수인 인지  자본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인지  자본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사회  

기업의 경제  성과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단계 항목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
오차



1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상수) 1.384 .202 6.856 .000
기업가정신 .628 .054 .636 11.587*** .000

R제곱=.404 수정된 R제곱=.401 F=134.249***

2단계 : 
기업가정신 
→ 경제적 

성과 

(상수) 2.008 .322 6.244 .000
기업가정신 .433 .086 .336 5.015*** .000

R제곱=.113 수정된 R제곱=.108 F=25.149***

3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
경제적 성과

(상수) .270 .387 .697 .486
기업가정신 .021 .121 .013 .174 .862
관계적자본 .879 .122 .550 7.178*** .000

R제곱=.312 수정된 R제곱=.305 F=4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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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경제적 성과에서 관계적 자본의 매개효과

계  자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해서 

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에서 기업가

정신 =.636(p<.001)으로 나타나 계  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의 경우에 =.336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단계 항목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1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상수) 2.377 .351 6.772 .000
기업가정신 .400 .094 .289 4.241*** .000

R제곱=.083 수정된 R제곱=.079 F=17.988***

2단계 : 
기업가정신 
→ 사회적 

성과 

(상수) 2.530 .372 6.799 .000
기업가정신 .293 .100 .204 2.933** .004

R제곱=.042 수정된 R제곱=.037 F=8.602**

3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
사회적 성과

(상수) 2.608 .414 6.304 .000
기업가정신 .306 .105 .213 2.929** .004
구조적자본 -.033 .075 -.032 -.439 .661

R제곱=.043 수정된 R제곱=.033 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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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사회적 성과에서 구조적 자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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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결과 매개

변수인 계  자본은 =.550(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은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즉, 계  자본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사

회  기업의 경제  성과에 미치는 향을 완 매개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  자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해서 

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에서 기업가

정신 =.289로 나타나 구조  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매개효과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의 경우에 =.204(p<.01)로 나타나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결과 3단

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결과 독립변수

인 기업가 정신은 =.213(p<.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나 매개변수인 구조  자본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즉, 구조  자본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사회  기

업의 사회  성과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 항목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1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상수) 1.604 .302 5.305 .000
기업가정신 .545 .081 .431 6.716*** .000

R제곱=.186 수정된 R제곱=.181 F=45.102***

2단계 : 
기업가정신 
→ 사회적 

성과 

(상수) 2.530 .372 6.799 .000
기업가정신 .293 .100 .204 2.933** .004

R제곱=.042 수정된 R제곱=.037 F=8.602**

3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 
사회적 성과

(상수) 2.354 .397 5.929 .000
기업가정신 .233 .111 .162 2.111* .036
인지적자본 .109 .087 .097 1.254 .211

R제곱=.049 수정된 R제곱=.040 F=5.100**
* p<.05, ** p<.01, *** p<.001

표 12. 사회적 성과에서 인지적 자본의 매개효과

인지  자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해서 

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에서 기업가

정신 =.431로 나타나 인지  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매개효과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의 경우에 =.204(p<.01)로 나타나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결과 독립

변수인 기업가정신은 =.162(p<.05)로 나타났으나 매

개변수인 인지  자본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인지  자본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사회  기업의 사

회  성과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 항목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 오차 
1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상수) 1.384 .202 6.856 .000
기업가정신 .628 .054 .636 11.587*** .000

R제곱=.404 수정된 R제곱=.401 F=134.249***

2단계 : 
기업가정신 
→ 사회적 

성과 

(상수) 2.530 .372 6.799 .000
기업가정신 .293 .100 .204 2.933** .004

R제곱=.042 수정된 R제곱=.037 F=8.602**

3단계 : 
기업가정신, 
매개변인 →
사회적 성과

(상수) 1.645 .389 4.226 .000
기업가정신 -.109 .122 -.076 -.892 .373
관계적자본 .639 .123 .440 5.192 .000

R제곱=.157 수정된 R제곱=.148 F=1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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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사회적 성과에서 관계적 자본의 매개효과

계  자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해서 

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에서 기업가

정신 =.636(p<.001)으로 나타나 계  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의 경우에 =.204(p<.01)로 나타나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결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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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계  자본은 =.440(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은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즉, 계  자본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사

회  기업의 사회  성과에 미치는 향을 완 매개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을 한 사회  기업을 상

으로 기업가정신이 사회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

에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에 한 실증 분석이다. 

즉, 기업가정신의 발 을 통하여 응답자가 형성하고 있

는 사회  자본을 통하여 사회  기업의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데 연구 목 이 있으며 사

회  기업 성과 향 요인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  자본의 형성에 주목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

회  기업의 선순환 요인을 제시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과 사회  기업의 경제  성과에서 계  자본은 완

매개효과를 갖는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사회  기업의 

사회  성과에서 계  자본은 완 매개효과를 갖는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계  자본의 형성을 통하여 가

장 효과 인 조직(기업)과 지역사회 발 의 선순환을 

갖게 한다는 것을 시사 을 다. 따라서 기업가정신과 

계  자본의 효과 인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사회  자본과 사회  기업의 성과 연계측면에

서 보면 사회  자본을 효과 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기 

해서 유 기 에서는 문 이고 체계 인 리차원

에서 지역의 사회  자본 지원센터 운  등을 통하여 

극 인 지원책 모색이 필요하고 사회  기업에서는 

기업가정신의 발 이 성과로 이어지기 해서 계  

자본 형성을 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매개효과를 갖지 못하는 구조  자본에서 사회

 기업의 간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

 기업의 가치사슬 연계가 좀 더 긴 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 모색, 인지  자본에서 사회  기업의 운

에서 명확한 비  설정과 공유를 한 투명한 정보공개 

등 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넷째, 정부에서는 인건비 지원으로 사회  기업의 창

업 유도, 단기 인 고용창출 등의 단선 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기업가정신의 발 으로 사회  자본의 형성

과 지역사회개발, 지역문제해결, 시민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  사고방식에 의한 정책입안이 필요하고 기

업에서는 사회  소명의식을 갖고 장기 인 목표설정

과 지역사회와 함께 발 할 수 있는 략 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응답자가 사회 기업의 표  임

원에 치 되어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며 사회  기업의 

성과측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갖

는다. 한 기업가정신과 사회  자본이 기업의 내부‧

외부환경,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 

기업가정신과 사회  자본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과 사회  기

업 성과 간에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실증 으로 검

증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사회  기업의 선순환 발 을 

한 지원정책과 기업가에게 새로운 토 를 마련해  

것이다. 

향후에는 사회  자본과 사회  기업의 성과 간에 기

업가정신의 매개효과에 한 연구  조직특성을 반

한 효과 인 사회  자본 형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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