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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에 사회적기업은 많은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은 여전히 사업규모가 영세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력 부족과 여전히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문제 등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소비

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사회적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의 자아이미지 일치성과 고객만족과의 인과관계, 둘째,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기

능적 성과와 소비자의 기대수준의 기능적 일치성과 고객만족과의 인과관계, 셋째, 사회적기업 제품이 내포하는 사회적 가치와 소비자의 가

치 일치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넷째, 고객만족이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수 간의 관계

에서 사회적기업 동아리 소속 여부의 조절적 역할을 확인하여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일치성과 가치 일치성은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은 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 동아리 소속여부는 자아이미지 일치성, 기능적 일

치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만족이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민감도를 높이는 조절변수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만족에 

있어 동아리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와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차별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핵심주제어: 자아이미지 일치성, 기능적 일치성, 가치 일치성,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동아리

Ⅰ. 서론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저성장·저고용 현상으로 인

해 고용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회경

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탄생하였으며, 

사회적 경제란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경제개념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한다. 여러 학자가 주장하는 

공통된 가치는 공동체에 대한 보편적 이익실현, 보다 자유로

운 민주적 의사결정, 노동에 따른 수익배분, 사회 및 환경 생

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이다(장원봉, 2006; 신명호, 2009; 2013; 
정태인·이수연, 2013).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조직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2007년), 마을기

업육성사업(2010년), 협동 조합기본법(2012년) 등이 있다. 한국

의 사회적기업은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모두 2,306개 기업

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처음 도입한 첫 해

인 2007년의 55개 업체에서 12년 동안 2,251개 기업이 증가한 

것이다(한국사회기업진흥원, 2019). 매년 증가한 사회기업의 

특성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적인 조직 성격을 띠며,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며, 이슈로 떠오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사

회적인 공익 목적을 취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영리활동

을 통한 경제적 이윤추구를 수행한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발전방향 및 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연구

이다. 이러한 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강식(2009)의 사

회적기업의 실태조사 및 과제가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관련 

제도, 정책 및 법에 관한 연구(김제완 외, 2012; 홍성우, 2011; 
조달호, 2012), 박정윤·권영철(2010)의 연구에서는 전통적기업

과 사회적기업의 연계전략에 관한 탐색적 시도를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과 과제(이은애, 2008) 등

이 있다.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대한 문제점

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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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증가와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경제적 자립 등이 중요한 이슈이며 최신 

연구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촉진과 재구매를 높여서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기

업은 사회적 목적 추구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활동

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영리기업과 경영측면에서 확연히 구

분되며(사회적기업연구원, 2008, 2009)즉 사회적기업의 제품구

매, 제품만족 및 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영

향 변수들을 찾아내어 인관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적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 일치성과 고객만족과의 인과관계, 둘째,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기능적 성과와 소비자의 기대수준의 기능적 일

치성과 고객만족과의 인과관계, 셋째, 사회적기업 제품이 내

포하는 사회적 가치와 소비자의 가치 일치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넷째, 고객만족이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수 간의 관계에서 사

회적기업 동아리 소속 여부의 조절적 역할을 확인하여 사회

적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2.1 사회적 경제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합의하에 경제활동을 하는 광범위한 조직이며, 사회적 

목적을 경제활동과 연계시키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며(한상진, 
2008), Defourny & Develtere(1999)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 협

동조합 및 상호공제조직 등에 의하여 수행되며, 구성원과 공

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우선시 하며, 자율적인 경영과 민

주적 의사결정, 이윤분배시 자본보다는 사람과 일을 우선시 

하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탈산업화 과정에서 실업문제와 복지정

책이 등한시되고,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정부 정책이나 

자유 시장경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경제 조직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다(Defourny & Develtere, 1999; 신명호, 
2009; 노대명, 2009).
사회적 경제는 일반기업과 같이 생산, 유통, 분배 및 소비의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경제는 생산조직 뿐만 아니

라 생활협동조합, 소비활동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조직이라고 하였으며(신명호, 2009), 송백석(2011)의 연구에 의

하면, 경제행위자의 활동공간을 구축하는 제3의 공간이 주체

가 되는 경제영역이며, 시민사회의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시민조직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는 경제활동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유럽에서 발전되어온 사회적 경제 개념은 시장 중심 

경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폐해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됐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경제 행위 중 상호배려의 정신에 반영한 호혜성의 원

리와 나눔을 통하여 재분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제이며, 최

근에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킨다

고 주장하였다(노대명, 2009; 신명호, 2009).

2.2 자아이미지 일치성과 고객만족

소비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제품의 기능적인 측

면에 의해서 구매의사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소비자 본인이 

특정 브랜드에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은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

로 구매의사결정을 한다고 주장한다(Simmons & Lynch, 1991; 
Dick, et al., 1990). 또한 Chaplin & Roedder(2005)는 소비자는 

브랜드 관련된 연상을 한 후 이러한 브랜드 연상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정체성과 연관시켜 브랜드가 자신의 자아와 어울

리는지 판단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 일치성에 관한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포함한 제품 단서는 같은 이미

지를 포함하는 소비자의 자아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며(Sirgy, 
1982), 또한 Sirgy(1982, 1986)의 주장에 의하면, 제품이미지와 

실제 자신의 자아이미지와의 일치성을 높게 인식하는 소비자

가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동기를 높게 지각한다고 주장하였으

며(박성연·이유경, 2006), 자아이미지와 관련된 주요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실제 자아이미지와 제품과의 일치성 측면

에서 제품의 선호, 구매의도나 구매행동을 설명하였으며

(Heath & Scott, 1998), 소비자의 실제 자아이미지와 제품 간

의 일치성을 자아일치성으로 간주하고 소비자가 자기 자신의 

이미지 또는 개성과 일치하는 이미지나 개성을 가진 브랜드

를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박성연·이유경, 2006; 박주용 

외, 2001; Aaker, 1997; Sirgy, 1982). 
박성연·이유경(2006)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자아이미지

와 브랜드 이미지가 일치하면 할수록 브랜드에 대한 고객 만

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업이미지와 소비자 자신의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기업에 대한 만족도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다르

게 사회친화적인 이미지와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의 이미지와 소비자의 자아이미지 일치성과 고객만족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가설 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적기업 이미지와 소비자 자아이미지와의 일치

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학생의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SEN 동아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5호 (통권65호) 177

2.3 기능적 일치성과 고객만족

소비자가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는 것은 가격보다도 품질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회적기업의 제품의 기능적인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만족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회적기업인식조사, 
2008; 2009). Sirgy & Johar(1985)의 연구에서 이상적인 기능에 

준거하여 소비자에게 인식된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기능적 일치성이라고 하였다. 다중속성모델에 따르면 사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그 대상의 여러 속성에 대한 신념과 

속성 평가로 이루어진다(Fishbein & Ajzen, 1975; Bass & 
Talarzyk, 1972; Mayer, 1981). 
또한 기대 불일치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매 이전에 제

품성과에 대한 기대수준을 형성하고 제품 구매 및 사용 경험

한 제품 평가를 자신의 기대수준과 비교하는데, 소비자는 구

입한 제품의 사용 후 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 긍정적 기대불

일치(만족), 성과와 기대가 동일하면 기대일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정적 기대불일치(불만족)를 경험한다. 제품

의 기능적 성능이 고객의 기대수준에 잘 부합되면 고객은 제

품에 대한 구매만족이 높아져 이후의 재구매 또는 애호도로 

나타난다(Swan & Matin, 1980).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제품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기능적 일

치성은 제품구매 및 구매만족과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

래와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사회적기업 제품의 기능적 성과와 소비자 기대수준

의 기능적 일치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4 가치 일치성과 고객만족

Zhang & Bloemer(2008)의 주장에 의하면 고객-서비스 브랜

드관계에 있어서 가치 일치성은 소비자가 지닌 고유한 개인

적 가치와 인지된 서비스 브랜드 가치에 대한 유사성이라고 

하였다. 가치 일치성이 관계마케팅의 주요 구성요소인 고객만

족, 신뢰, 감정몰입과 애호도 등과 같은 관련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Zhang & Bloemer, 2008).
또한 가치는 성공적 서비스 브랜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주장하였으며(De Chernatony, et al., 2004),           
 Aaker(1996)는 가치가 조직에 대한 연상과 이미지를 구성하

는 중요한 개념이며, 조직의 가치와 개인가치의 일치성이 또

는 부합 정도는 소비자의 품질지각이나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의 실제 자아이

미지의 일치성이 브랜드에 대한 태도나 제품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브랜드 이미지에는 그 기업

의 핵심가치가 투영되어 있고, 자아이미지에는 소비자의 가치

가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투영된 브랜드이미

지와 소비자의 가치가 투영되어 있는 자아이미지의 비교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태도와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심진보, 2006). 
사회적기업은 다른 일반기업과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품에 내재된 가치의 의

미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식조사

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 

대하여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지각하

고 있으며, 구매행동을 할 때 이를 고려한다는 것이다(이승

현·박성연, 2015).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일치성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

측되며, 아래와 같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사회적기업 제품의 사회적 가치와 소비자의 가치 

일치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Mittal & Kamakura(2001)는 소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한 불만족은 브랜드 애호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으며, Roest & Pieters(1997)는 브랜드 애호도의 결정은 고객

만족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객만족은 애호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객만족은 애호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5 사회적기업 동아리 활동

소비자 행동에서 공익을 고려하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모든 소비자가 공익에 대하여 같은 수준의 관심을 갖고 중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익에 대한 관여도에 따

라 제품에 대한 구매행동 및 기업에 관한 태도가 달라질 것

이며, 이는 사회적기업 동아리 활동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존

재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

적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공익에 대한 관여수준은 그 기업에 

대한 고객만족 및 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 동아리 소속여부

의 조절적 역할에 대하여 가설 5와 가설 6을 설정하였다.

가설 5-1~3: 사회적기업 동아리 활동은 사회적기업과 그 제

품에 대한 소비자일치성(자아이미지 일치성, 기

능적 일치성, 가치 일치성)이 고객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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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사회적기업 동아리 활동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객

만족이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

으로 사회적기업과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자아이미지 일

치성, 기능적 일치성, 가치 일치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인과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 고객만족이 애호도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동아리 집단과 비동아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방법
 

4.1 표본 특성

대학생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아이미지 일치성, 기능적 일

치성과 가치 일치성이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
년 2월 28일까지였으며, 140부를 회수하였으나 마리몬드 제품

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 설문지 30부를 제외하여 110
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여자

가 58.8%로, 남자가 41.2%로  여자비율이 좀 더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2학년이 

36.8%, 4학년이 36%, 3학년이 19.3%, 1학년이 7.9% 순으로 나

타났으며, 2학년과 4학년 비중이 높았다.

4.2 구성개념 정의와 측정

설문지 도입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간단한 시나리오를 읽고

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항목은 리커트 척도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과 소비자의 실제 자아이미지 일치성은 소비자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인식하는 이미지와 소비자 자신의 실제 자아이

미지가 서로 일치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라고 개념적 정의를 

하였으며, Aaker, et al.(2004), Aron, et al.(2000)의 연구에서 사

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5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기능적 일치성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기능적 속성이 소비자

가 기대하는 수준의 이상적인 속성과 일치하는 정도라고 개

념적 정의를 하였으며, Johar & Sirgy(1991)의 연구에서 사용

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5개 문

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가치 일치성은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내포하는 사회적 가치

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밀접하게 중복되는

가를 의미하며, 즉 가치의 일치정도라고 개념적 정의를 하였

으며, Cazier(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4개 문항을 수정 변경

하여 가치에 대한 관심정도, 가치의 중요성, 가치 인지수준, 
가치 일치성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사회적기업의 이용경험에 대한 인지적 

만족정도로 개념적 정의를 하였으며, Bloemer, et al,(1998)와 

Oliver(1981)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애호도

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몰입수준과 지속적인 구매의

향으로 개념적 정의를 하였으며, Boulding, et al.(1993)의 연구

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Ⅴ. 실증분석
 

5.1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대부분 연구에서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는 수렴타당성과 판

별타당성을 사용한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대한 합성신

뢰도와 평균분산추출 등을 사용하여 검증한다(Fornell & 
Larcker, 1981). 합성신뢰도는 측정변수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

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써 일반적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인 것과는 달리 ‘사
회적기업의 목적은 공익, 환경, 지역공동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잘 알려진 사회적기업은 마리몬드 입니다.

마리몬드 는 재조명의 이야기가 담긴 제품으로 당신의 일상

에서 함께 하는 기업으로서, 존귀함에 대한 첫 이야기를 일본군 ‘위
안부’ 할머니와 함께 했으며, 할머니를 새롭게 바라본 것처럼, 계속
해서 다양한 대상의 이야기를 전하며 존귀함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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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이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을 표준화된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값으로 나눈 값이며, 0.7 이상이 평가기준

이다. 평균분산추출은 구성개념에 대하여 측정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이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한 값

들의 합을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

눈 값이다. 0.5 이상이 평가기준이다. 또한, 판별타당성을 검

증하는 방법은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Fornell & Larcker, 1981; Chin, 1998; Yu, 2012).
<표 1>와 같이 측정모형에서 각 차원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0.5 이상이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0.6~0.95 사이에 있

으며(0.7 이상이 바람직함), 요인부하량의 t-값들이 1.965(또는 

2.0) 이상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유의수준 0.05, 
t-값/CR(Critical Ratio)>1.965, p<0.05)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Fornell & Larcker, 1981; Bagozzi & Yi, 1988; Yu, 
2012; Hair, et al., 2012). <표 1>에서 t-값은 부트스트래핑(표
본 수 500)을 실행하여 나온 결과 값들이다.

<표 2>와 같이 측정모형의 경우에,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

수 행렬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 값이 0.891이며(고객만족도와 

애호도의 상관계수)의 제곱인 (0.891)2=0.794보다 고객만족도

의 AVE(0.875)와 애호도의 AVE(0.880)가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u, 2012; Fornell & 
Larcker, 1981; Hulland, 1999). 

<표 1> 표준 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의 t-값 및 신뢰성 지수

잠재변수 측정항목 요인부하량 t-값 C.R. Cronbach α AVE

자아이미지
일치성

1. 내 삶의 스타일과 ‘마리몬드’의 점포 이미지는 잘 어울린다. 0.831 16.734

.941 .921 .760

2. ‘마리몬드’를 이용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행동이다. 0.880 35.775

3. ‘마리몬드’ 고객들의 취향과 나의 취향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0.892 30.011

4. ‘마리몬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나의 분위기는 잘 맞는다. 0.912 54.577

5.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은 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마리몬드’의 이미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0.843 20.514

기능적 
일치성

2. ‘마리몬드’의 상품을 구매 및 이용하는데 대한 편리성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비슷하다. 0.689 7.751

.925 .898 .713
3. ‘마리몬드’의 애프터서비스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비슷하다. 0.893 36.491

4. ‘마리몬드’의 상품의 품질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비슷하다. 0.831 21.809

5. ‘마리몬드’의 상품이 갖고 있는 기능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비슷하다. 0.898 38.295

가치
일치성

1. 나는 ‘마리몬드’의 상품이 위의 가치를 축하고 있다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0.893 39.831

.880 .818 .648

2. 나는 평소 ‘마리몬드’의 상품이 추구하고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0.786 14.202

3. ‘마리몬드’의 상품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847 33.025

0.742 8.474

4. ‘마리몬드’의 상품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내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일치한다. 0.840 23.913

고갞
만족

1. ‘마리몬드’의 이용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0.924 42.738

.954 .928 .8752. ‘마리몬드’의 이용은 내가 지불한 돈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0.933 57.213

3. ‘마리몬드’의 이용한 경험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 0.948 84.986

애호도

1. ‘마리몬드’의고객으로써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0.919 52.111

.956 .932 .8802. 주변 사람에게 ‘마리몬드’의 이용을 추천하겠다. 0.906 32.435

3. ‘마리몬드’의 상품을 재구매 하고 싶다. 0.942 64.732

<표 2>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1
자아이미지 
일치성

.872

2 기능적 일치성 .619 .844

3 가치 일치성 .681 .616 .805

4 고객만족도 .622 .722 .770 .935

5 애호도 .645 .704 .760 .891 .938

주: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 값의 제곱근 값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변수 R2 중복성 공통성

이미지일치성 0.760

기능적 일치성 0.713

가치 일치성 0.648

고객만족 0.692 0.358 0.875

애호도 0.803 0.603 0.880

평균 0.748 0.481 0.775

전반적 만족도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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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PLS는 내생변수 설명력을 최대화 하며, 분산설명력 최대화 

또는 구조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며 AMOS나 

LISREL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가 사용되지 않는다(Chin, 1998; Vinzi, et al., 
201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종

합하여 예측적합도와 전반적 적합도를 산출하여 판단해 볼 

수 있다(Tenenhaus, et al. 2005; Hulland, 1999; Chin, 1998).
첫째,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값을 예측

적합도 지수로 이용하며, 상(0.26 이상), 중(0.13~0.26), 하

(0.02~0.13)로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내생변수의 R2값을 

살펴보면 고객만족도 .692, 애호도 .803로 매우 높게 나타나 

상에 해당하며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내생변수의 중복성 값을 예측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예측적합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만족도 
.358, 애호도 .603로 나타나 예측적합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 전반적 적합도는 모든 내생변수의 R2

의 평균과 각 차원들의 공통성 평균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산출하며, 상(0.36이상), 중(0.25~0.36), 하(0.10~0.25)로 세 단계

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적합도

(Goodness-of-Fit Index)는 .761로 나타나 GoF의 평가기준 상의 

값인 .3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토대로 구조모형의 각 경로의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절차를 수행하여 각각

의 연구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Cotterman & Senn(1992)에 

의하면 부트스트랩 재표본 기법은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

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PLS algorithm을 통해 나온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과 PLS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통해 나온 경로계수 t-값 및 유의

성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와 정리 요약하였다. 방향성 가

설에 대한 단측검증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α=.05에서 ｜t｜〉

1.645이면 경로계수와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Yu, 2010).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자아이미지 일치성(t=0.451)이 고객만

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기능적 일치성(t=4.769)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가치 일치성(t=5.320)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고객만족(t=32.079)이 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검증결과

가설1
자아이미지 일치성→

고객만족
0.038 0.084 0.451 기각

가설2
기능적 일치성→

고객만족
0.388 0.081 4.769 채택

가설3
가치 일치성→

고객만족
0.505 0.095 5.320 채택

가설4
고객만족 →

애호도
0.892 0.028 32.079 채택

<그림 2> 가설검증 결과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동아리 가입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영

향요인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동아리 집단(n=64)과 비동아리 

집단(n=46)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설 H5~H6)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Chin(2000)이 먼저 주장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PLS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비대응표본 t-검정(unpaired 
samples t-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Ahuja & Thatcher 2005; 
Hsieh, et al. 2008; Huang, et al. 2009; Qureshi & Compeau 
2009; Sanchez-Franco, 2006; Wang & Lin, 2012; Powell, et al. 
2012).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t-값을 계산하고, 비방향성 가설 

H5~H6에 대하여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α=0.05에서 

|t| >1.965이면 경로계수의 차이와 가설이 유의하다(우종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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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led=√{[(N1-1)2/(N1+N2-2)] x SE12 +[(N2-1)2/(N1+N2-2) 
x SE22] }

t = (PC1-PC2)/[Spooled x √(1/N1+1/N2)]
여기서,
Spooled: 분산의 합동 추정량(pooled estimator)
t: (N1 + N2 - 2)의 자유도를 가진 t-통계량(경로계수 차이의 

t-값)
Ni: i 집단의 표본 수

SEi: i 집단에서 경로계수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PCi: i 집단에서 경로계수(path coefficient)

<표 4>의 검증결과를 보면, 가설 5-1의 경우 자아이미지 일

치성과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서 동아리 집단이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가설 5-2의 경우 기능적 일치성과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서 동

아리 집단이 기능적 일치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가설 5-3의 경우 가치 일치성과 고객만

족 간의 관계에서 비동아리 집단이 가치 일치성이 고객만족

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마

지막으로 기설 6의 경우 고객만족과 애호도 간의 관계에서 

동아리 집단이 고객만족이 애호도에 미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 동아리 집단과 동아리 집단 간의 각 경로별 차이 분석

경로

동아리 집단 비동아리 집단

경로계수 
차이의 t-값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가설 5-1
자아이미지 일치성→

고객만족
0.22 0.10 2.24 -0.128 0.112 1.146 17.119 채택

가설 5-2
기능적 일치성→

고객만족
0.52 0.09 6.09 0.222 0.106 2.089 15.895 채택

가설 5-3
가치 일치성→

고객만족
0.25 0.11 2.34 0.777 0.124 6.254 -23.495 기각*

가설 6
고객만족 →

애호도
0.90 0.03 27.06 0.882 0.042 21.110 2.623 채택

Ⅵ.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마케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사

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기존 마케팅 

분야의 이론을 적용시켜 봄으로써 사회적기업의 대한 연구주

제의 폭을 넓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능적 일치성, 가치 일치성은 사회적기

업의 소비자가 사회적기업과 그 제품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객만족은 

다시 애호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소비

자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기능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제 기능

적 결과가 부합할수록,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이 내포하고 있

는 사회적 가치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부합할수록 사회

적기업과 제품에 대한 만족을 더 많이 느끼고 이를 통해서 

애호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사회적기업을 이용할 때, 사

회적기업 동아리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전제하고 동아리 활동의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아리 활동은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고객만족에 미

치는 영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변수의 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아리 활동 소비자의 기능적 일치성

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동아리 활동 소비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아리 활동 소비자의 가치 일치성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동아리 활동 소비자보다 낮게 나

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동아리 활동 소비자

의 고객만족이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동아리 활동 소

비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사회적기

업의 고객만족에 기능적 일치성, 가치 일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은 이

를 고려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은 제품자체의 핵심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 
환경 생태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소비자은 이것을 충분히 지

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제품의 가치에 대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사회적기업 제품의 기

능적 일치성과 사회적 가치 일치성이 부합되었을 때 사회적

기업만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일반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 
자아이미지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여겨 갖

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의 총체라고 말한다

(Rosenberg, 1979). 자아이미지는 실제로 여러 개의 자아가 통

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사회적기업에 고객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절효과에서는 사회적기업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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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높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부분 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브

랜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마리몬드만을 연

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마리몬드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사회

적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에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사회적기

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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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uity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Image on the

Satisfaction to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SEN 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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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the rapid growth and import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recent years, most social enterprises have many limitations such as 
small business size, financial dependence on government, lack of professional management personnel and knowledge, and low consumer 
awareness. Therefore, empir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marketing is needed for economic independence of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following: First, the identity of the social enterprise and the self-image of the consumer, second, the 
functional correspondence between the consumer's expectation and actu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s product, and third, the 
social 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du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nsumer value consistenc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to social enterprises. Finally,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enterprise clubs 
in this process to give implications for the long-term marketing of social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image consistency, functional correspondence, and value correspondence a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satisfaction of social enterprise and its products and form a loyalty. Secondly, whether or not the social enterprise 
club belonged to them is a moderating variable that raises sensitivity in the effects of self image consistency and functional consistenc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on loyalty. It was found to be.

Keywords: Social enterprise, Congruity of self-image,  Congruity of functional expectation,  Congruity of customer value, SEN Student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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