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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으로 규명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은 모두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기

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남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녀차이에 따른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자기효능감과 감성지능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회적기업의 창업 교

육에 있어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Ⅰ. 서론

1.1 연구배경

국내 사회적기업의 도입, 확산 등과 같은 산업계 관심은 사

회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육

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창업자에게 세제 혜택, 인건비 지

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줌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창업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사회적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의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방하남, 2010; 이연호 

외, 2011; 김덕호·정문기, 20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2018년 정부는 제 3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과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중심

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발표하였

다(고용노동부, 2018a; 2018b; 2019b). 고용노동부(2019a)에 따

르면 사회적기업의 수가 2007년 55개 대비 2019년 2,0201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경제 지향성을 갖춘 기업가들의 관

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사회적

기업육성법은 국가차원의 양적변화를 추구하는 창업 수에 초

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 변화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기업의 관심은 기업 중심의 운영 및 성과에 초

점이 맞춰져 왔다. 또한, 국내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들은 성

공한 사회적기업, 기존의 일반기업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조직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

업 성공과 실패(라준영, 2010; 장성희, 2012; 2014), 사회적기

업의 조직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 조직시민행동, 지속 가

능성(정대용·김민석, 2010; 박성훈·김동준, 2011; 장영란 외, 

2012; 김희철, 2017), 파트너십과 성과(김영욱 외, 2012), 사회

적기업 성과와 사업의 효과성(곽선화, 2013), 사회적기업의 정

착을 위한 성공요인(이승희 외, 2013),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

델(주상호·이광순, 2016),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과 지속가능

성(이진민·이상식, 2017), 재정지원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전은영·변병설, 2017), 사회적기업의 운영 모델(이정원·김영

진, 2017) 등의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 성과, 지속 가

능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정신, 환경적 요인, 제도 및 정책

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가 대다수이거나 사회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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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정신의 구성요인, 개념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적 차원, 단

일 차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조규

호, 2013; 위주환·김재호, 2014; 권순봉 외, 2016; 김덕호·정문

기, 2017). 

국내 사회적기업의 관심은 사회적기업 창업가 인재양성을 

통한 질적 향상이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창업, 창업의

지, 창업의도 등 창업에 관한 연구는 시작하는 단계이다(강민

정 외, 2015; 김덕호·정문기, 2017; 권기환·김진홍, 2017; 홍은

표·김진회, 2018). 이를 뒷받침해주듯이,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1인 기업, 소셜 벤처, 조합 등)로 나타나고 있지

만, 개인 차원에서 창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의 창

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는 드물며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사회적기업가정신

은 창업의 환경적 특성으로 주로 다루어져 왔기에 사회적기

업 창업에 주체인 창업자의 내적 특성 및 역량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이수인 외, 2016, 김창봉·백

남육, 201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창

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알

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

업의도 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적 

특성 요인들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조

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덕

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분석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특성 요인을 도출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조직과 영리조

직의 창업의도로 구분된다(Dacin & Tracey, 2011; Defourny & 

Kim, 2011). 일반적으로 창업의도는 확실한 목표 혹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라는 마음의 상태

이며,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이다(Bird, 1998; 

Souitaris et al., 2007). Shapero & Sokol(1982)은 지각된 욕구, 

지각된 실현 가능성, 기회에 대한 행동 성향이 창업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창업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벤트)으로 바라보고 개인적인 요인 혹은 습

관, 버릇 등을 요인으로 모델을 제안하였고 Krueger(1993)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러한 창업이벤트모델에서 창업행위에 대

해 창업자가 가지는 매력 정도인 인식된 매력성, 특정한 행위

를 실행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혹은 자신이 

속한 환경 내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인 

인식된 실행가능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요인들이 최종적으

로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Shapero & Sokol, 1982). 특히, 기업가정신의 이벤트(사건)는 

사회적·환경적 요인들의 조합 결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을 발생시키는 상황적, 사회적, 개인적인 요인이 모두 모

여 이벤트를 성공시킬 수도 있다(Fayolle, 2006; Krueger, 

1993). 

해외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Nga & Shamuganathan(2010)은 말레이시아 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특성)에 대한 연구

를 5대 성격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계획된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감정, 역할모델, 나이, 성별, 교육 그리고 경

험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독일 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나 공감성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의 관련성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Ernst, 2011). 

이후, İrengün, & Arıkboğa,(2015)는 이스탄불 지역의 사회적기

업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개방

성, 합의성, 외향적인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Hockerts(2015)는 Mair & Noboa(2003)의 모델을 기반으로 도

덕적 의무라는 요인을 도덕적 책무로 변경하고 사회적기업가

로서 자기효능감, 공감성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원이 사회

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검증하였다. 또한, Ip et 

al.(2017)은 Hockerts(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성, 도덕적 

책무, 지각된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이 홍콩지역의 사회적

기업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Tiwari et al.(2017)은 감성지능, 창의성 그리고 도덕적 책무가 

인도지역의 사회적기업가적 태도 및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감성지능과 창의성

은 사회적기업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사회

적기업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간의 연관성은 매우 높

았으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

여 사회적기업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창업의도를 

바라보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국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앞선 국외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적 

자본, 환경적 제도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조규호(2013)

는 기업가적 특성과 사회적 가치 기여의식 그리고 사업추진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청주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적 특성인 기업가 

지향성, 사업추진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위주환·김재호(2014)는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환경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 지원이 높고 사회적기업가정신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높이 인식하는 예비 창업자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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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음을 밝혔다.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 특성 가운데 선량한 마음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

행하였는데, 자선 경험만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

며 공감성과 이타주의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권기환·

김진홍, 2017). 홍은표·김진회(2018)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창업가정신,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 정부지원이 창업자의 창

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창업자의 행동은 사회적기업

의 영리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국가차원의 사회적 배경이 달라서 등장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각각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 창업효능감 

등 사회적기업가의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국내 연구를 국외연구와 비교해 보면, 창업자의 개인적

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

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의 개인

적인 특성의 구성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2 사회적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학자들마다 다

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개념화의 확립이 되어있지는 않고 

있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가에게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초점을 둔다는 점이 기존의 

기업가정신과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Austin et 

al. (2006)은 기존의 기업가정신과 구분되는 특징을 다음 3가

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개인적인 이익 추구화

가 목적이지만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성과는 재무적 성과(자산 

및 자본 수익률, 매출 증가율)를 중점으로 측정되지만,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성과는 표준화되지 않고 조직마다 다르게 측정

된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예상되는 재무적 성과가 보일 때 

자원 동원이 어렵지 않으나,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재무적 성과

가 확실치 않음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 있는 사람

이나 기업의 후원을 받는 자원 동원이 쉽지 않다. 이를 바탕

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 혹은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사

업 그리고 정부 부서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환경적 요인(환경의 동태성, 환경 기회

의 탐색과 확인)과 구성요인(혁신 추구성, 진취성, 위험 관리

성)으로 구분하고 성과(사회적 가치창출과 지속가능성)에 영

향을 미치는 통합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다(이용탁, 2011). 이

후,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프로세스 모형을 사업 기회의 존재, 

발견, 실현, 확산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영리기업과 달리 마

지막 단계가 소멸이 아니라 확산이라는 특징을 밝힌 연구가 

진행되었다(고유상 외, 2014). 

조희진·장용석(2016)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성

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나 사회적기업가가 

가치 융합적 태도를 보이면 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부재한

다면 사회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였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주요 변인으로 보고 영리기

업과 비교 연구한 결과 사회적기업 구성원들이 사회적기업가

정신, 심리적 주인의식이 일반기업보다 높음을 검증하였다(양

현선·한태영, 2018). 이러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기업 및 조직 단위의 성과 측

면에서 행동 및 행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자 정의

Granovetter(1985)
경제적인 환경을 사회 구조적 관계로 확립시켜주는 새

로운 경제적인 활동행위

Peredo & Mclean(2006)

Shaw & Carter(2007)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조직 혹

은 기업을 창조하는 사람

Leadbeater(1997)
활기찬 리더십, 창조적인 한정된 자원의 활용, 장기적

인 고객관계 유지 등으로 구성

Dees(1998)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과정

을 찾으며 종종 일반적인 기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

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많이 하지 않는

것

Ashoka(2012)

단기간 내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들이 모여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촉진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하는 것

Bornstein(2007)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

이자 사회적 환경을 새로이 만들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

Austin et al(2006)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는 활동을 하거나 혹은 비영리조직, 조직, 사업 그리

고 정부 부서 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

<표 1>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관한 정의

이상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연구들은 일부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수행되거나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

성하는 요소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사회적기업

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을 성장시키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촉진 요소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요건임을 다수의 문

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환경적 요인 및 조직 내부적인 요인으로 주로 고려했

으나 개인 특성적 요인과 개인 내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중요

성을 간과하였음을 발견하였다.

Mair & Noboa(2006)는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요인들을 탐색적 모형을 통

해 제안하였다. 그들은 계획된 행동이론과 창업이벤트모델을 

기반으로 공감성, 도덕적 판단,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지

각된 바람직성과 지각된 실행가능성을 거쳐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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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통적 창업모델은 상황적, 사회적,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공감성과 도덕적 판단을 확실하게 정의하지 

못하였으며 창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Mair & Noboa(2006)의 모델은 개

인 수준의 공감성과 도덕적 판단이라는 감정적 요인을 사회

적기업 창업의도 모델에 영향을 주는 탐색적 요인으로 살펴

봄으로써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설명하고자 시도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밖에도 습관, 

버릇 등의 요인도 포함할 수 있다(Shapero & Sokol, 1982).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설립하

고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령, 성

별, 가족관계 등과 같은 개인의 배경 및 성취욕구, 자아 효능

성 등의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다. 개인차는 타인과 구분되는 

개인의 우수한 자질과 우성을 의미하며 일관성은 그 사람이 

지닌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정한 반응 양식을 의

미하며 교육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최종열·정해주, 2008; 강

재학·양동우, 2016; 장유진·이병희, 2019). 

배귀희(2011)는 사회적기업가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

으로 전통적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핵심 구성요소를 혁신성, 진

취성, 위험감수 이외에 사회적 목적을 중요한 요소로 규명하

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측정 모형을 설계하고 실증검증을 하

였다. 더 나아가 최윤미 외(2015)는 사회적기업정신의 구성 

요소를 심리적 및 기능적 특성, 개인적 및 집단적 주체, 사회

적 및 기업가정신의 용어 구분으로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

였다. 심리적 특성은 사회적기업가가 지닌 개인적 특질이나 

자질을 의미하며 기능적 특성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관점

에서 사회적기업가의 행동이나 활동이다. 즉,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공감, 혁신, 실용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요소는 과거 경험을 기

반으로 일에 정진하는 가운데 성장 및 발전하고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사회적기업가는 민간 기업과 다르

게 공감적 가치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도 장유진·이병희(2019)는 외향성, 혁신성, 성취욕구, 자기효능

감을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라고 하였다. 

이상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및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창업이벤트모델을 바탕으로 한 

Mair & Noboa(2006)의 연구를 확장하여 개인적 특성과 연관

된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및 사회적기업가정신

을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설정

하였다. 

2.3 창업자의 개인적 특징

2.3.1. 도덕적 책무

도덕적 책무는 개인이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의사결정 단계

에서 도덕적 의지(의도)를 형성하기 전에 나타난다(Haines et 

al, 2008). 또한, Mair & Noboa(2006)도 개인이 보편적 선량함

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도록 동기부여 하는 인식의 

과정(cognitive process)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자신이 도덕적이

거나 비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책

무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

난과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

다. Markman et al.(2002)은 개인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적 기

술을 최대로 극대화하여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을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성공단계에 도달하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2.3.3.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

인이자 창업자의 감성지능은 행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Wong & Law, 2002). Mayer et al.(2002)에 따르면, 감성지능

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개인이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억, 판단, 감

정 등을 근거로 개인마다 다르게 인지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 

관점은 인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

것은 타인을 인지하거나 동화에 있어서 도움을 주며 내가 타

인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의 정도나 타인이 나한테 느끼는 감

정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Zhou & George, 2003). 

Ⅲ. 연구 가설 및 모형

3.1 연구 가설의 설정

3.1.1.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개인의 심리적 특징인 도덕적 책무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에서 윤리적,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 

사회적기업가의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Haines et al., 2008). Plaskoff(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가는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의 열정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가의 도덕지

수는 일반기업가들에 비해 높으며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책무

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추론하고 다음의 가설

을 도출하였다. 

가설 1. 도덕적 책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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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획, 자본금 확보 등 임무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며 창업에 의한 확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Sequeira et 

al., 2007).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은 경영자가 창업 이후의 지

속경영을 위한 핵심요인이다(Locke & Latham, 1990). 이를 바

탕으로 Kibler & Kautonen(2016)은 사회적기업가로서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은 토의를 바탕으로 추론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자기효능감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정은정·조경희(2015)의 연구에서 리더의 감성지능과 감성 리

더십 결합의 결과로 높은 상호작용은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며,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즉,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동기부여의 요소로 

감성지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은 

창조성과 관계가 높은데 특히, 창업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태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Zampetakis et al., 2009). 

Tiwari et al.(2017)의 최근 연구 결과도 감성지능이 사회적기

업가의 태도 및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

쳤다. 이상직·박재춘(2015)의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선행요인으로 개인 창의성이 중요하며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감성지능이 지니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결과적으로, 감성지능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매

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제시하였다.

가설 3. 감성지능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1.4.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이나 다수

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에서 행하는 행위의 원동력이다(Tan et al., 

2005; Roberts & Woods, 2005). 또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도

덕적인 개인이 위험을 무릎 쓰고 변화나 변혁을 통해서 발생

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해주고 강화

시켜 준다(Tan et al., 2005). 김성환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동시에 자기 

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사회적 가치 추

구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형주·전인

오, 2017). 즉,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는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Mair & Noboa, 2006).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관한 가설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4.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5. 성별의 조절효과

창업의도는 창업과정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이자 핵심 개

념으로 회사 설립에 대한 철학, 태도, 행동의 토대를 형성하

기 때문에 창업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개인이 

미래에 대한 행동 즉 사업, 조직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

서 계획적인 실행을 위한 전념을 뜻한다. 창업의도는 실질적

인 창업 행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회를 찾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의도적인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Krueger & Brazeal, 1994). 따라서,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창업의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적 모형에는 창업행동모델(Entreprenueuial Event Model)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있다(Shapero 

& Sokol, 1982; Ajzen, 1991). 제시된 창업의도 모형은 사회적

기업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토대가 된다.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명백한 결과로 

정의된다(Mair & Marit, 2006). 따라서, 개인적 특질(traits)이나 

자질(qualities)과 같은 속성으로 접근하는 심리적 특성의 관점

인 기업가의 심리적 상태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해석될 수 

있다(최윤미 외, 2015). Krueger, et al.(2000)는 기업가정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요인에 대한 설명력(53%)이 환경

적 요인보다 설명력(35%)이 더 높게 나타나 개인 특성, 경험, 

교육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더 나아가 

Arenius & Minniti(2005)는 기업가정신의 예측요인과 창업 여

부간의 관계를 로짓 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업가의 성별, 창

업 이전 취업상태,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 경제학적 요인 

등이 기업가정신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별

은 기업가정신을 설명하는데 여러 요인 중 중요한 요인인 것

이다(산업연구원, 2008; 추승엽·공혜원, 2019). 추승엽·공혜원

(2019)은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변수 중 성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으

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기업가정신 수준을 가지고 있었음

을 밝혔다. 또한, 남성은 개인적 이익 추구가 기업가정신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보였지만 여성은 개인적 · 사회적 이익 추구

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 차이의 효과는 다양

한 개인적 및 사회적 요인들과 중첩되어 나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정 국가에서 

형성된 문화로 인해 성별에 의한 사회적 역할 및 관념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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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져 성별 차이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Zahra 

& Wright, 2011; De Vita et al., 2014; Walter & Dohse, 2012; 

추승엽·공혜원, 2019).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으로 사회적 가치의 지향성과 

관련 있는 도덕적 책무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내면화된 도덕적 규칙으로 설명된다. 사회역할이론 

(Social Role Theor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es et al., 2014). 따라서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공혜원·추승엽(2020)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 

의도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양준환·첨희, 2015). 이는 인간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남·녀간의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Shirokova et al., 2016). 이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자

기효능감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은 지적 능력의 문제 해결 접근과는 다

른 방식인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 자기 감성 이해, 타인 감

성 이해, 감성 조절, 감성 통제 등의 감성지능을 강조하고 있

으며, 여성이 그 역할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성

별에 따라 감성적 경험과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Birnbaum et al., 1980). 남성과 여성의 감성 경험과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Tangney, 1999; LaFrance 

& Banaji,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조절할 것으로 보고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도덕적 책무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 자기효능감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의 관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7: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성

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가정신의 정(+)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

게 나타날 것이다. 

3.1.6.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도덕적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기업자정신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윤남수(2012)

는 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임진혁·이장희(2017)는 

변혁적 리더십의 배려요인 및 자기효능감이 조직 차원의 정

성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관계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배

려요인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

지만, 자기효능감과 정성적 성과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

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검증하였다. 즉, 배려를 바탕으

로 한 변혁적 리더십은 기업가정신을 통해 보완되고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창업가정신은 CEO의 경력지향성(관리지

향 및 사업지향)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 역할

을 보여주었다(박재환·김우종, 2015). 정선희·조성미(2018)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태생, 목적, 소유권을 구성하는 하이브리

드 요인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부분매개효과를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매개가 없어도 성과를 낼수 있지만 사회

적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재춘(2019)은 예비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앞서 논의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

성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기업가정

신의 매개효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도덕적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

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사회적기업가정신은 도덕적 책무과 사회적기업 창

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9: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0: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 

관련 있는 개인적 특성(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적기업가정

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

정하여, 다음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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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모형

Ⅳ. 실증 분석

4.1 연구 방법

4.1.1. 표본 선정과 자료수집

국내에서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직접 설문, 이메일, 그리고 웹 설문방식의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회수된 36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

으로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349부를 최종분석에 활용

하였다. 

4.1.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도덕적 책무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만들려고 노력하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Ernst(2011), Forster & Grichnik(2013) 그리

고 Hockerts(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설문 문항을 개발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스스로가 믿는 믿음 혹은 신념

을 의미한다(Hockerts, 2017). Bandura(2006)와 Hockerts(2015)가 

제시한 측정항목을 토대로 4개의 설문항목을 재구성하였다. 

감성지능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Petrides & Furnham(2001)과 Zampetakis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3개의 측정항목을 활용하였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개인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

드는 행위를 하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4개의 측정 항목은 Donh(1949)과 Sutha & 

Sankar(2016)의 연구를 기초로 측정하였다. 사회적기업 창업의

도는 개인이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로 정의하고 

Hockerts(2015)와 Ip et al.(2017)의 연구를 토대로 4개의 측정

항목을 만들었으며 모두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4.2. 분석 결과

4.2.1.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는 169명(48.4%), 여자가 180명(51.6%)

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40-49세까지가 122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39세는 102명(29.2%), 20-29세는 56

명(16%), 50대는 47명(13.5%), 60대는 22명(6.3%)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이 176명

(50.4%), 전문대 66명(18.9%), 고졸 62명(17.8%), 대학원 졸업 

45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수입은 200-300만원대 

118명(33.8%), 100-200만원대 89명(25.5%), 300-400만원대 65명

(18.6%), 400-500만원대 25명(7.2%), 500만원 이상 52명(14.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창업의 주요동기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함이 150명(43.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응답이 118명(33.8%), 

개인의 능력 활용을 위해라고 응답한 47명(13.5%) 순으로 나

타났다.

4.2.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신뢰성 및 타당

성을 검증했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진행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는 KMO 값

이 0.5이상, 그리고 Bartlett 값이 0.000(p<0.05)으로 나타나 요

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

의 요인적재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구성개념의 신뢰성은 크론바하의 알파계수 값으로 측정하는

데,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 α)가 0.7 이상을 상회하는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169 48.4

여자 180 51.6

연령

20대 56 16.0

30대 102 29.2

40대 122 35.0

50대 47 13.5

60대이상 22 6.3

학력

고졸 62 17.8

전문대졸 66 18.9

대졸(4년제) 176 50.4

대학원 45 12.9

소득

100~200만원 미만 89 25.5

200~300만원 미만 118 33.8

300~400만원 미만 65 18.6

400~500만원 미만 25 7.2

500만 원 이상 52 14.9

창업

동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150 43.0

사회적 지위를 위해 18 5.2

개인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47 13.5

좋아하는 일을하기 위해 118 33.8

기타 16 4.6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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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Hair et al., 2011). 각 구

성개념의 신뢰성은 도덕적 책무 .853, 자기효능감 .832, 감성

지능 .738, 사회적기업가정신 .806,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869

로 나타났다.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시

에 측정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

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사용된 모든 변수를 대상으로 Harman

의 단일요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의 

요인이 5개가 도출되었으며,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은 총 분

산의 32.5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의 

분산이 20~40% 정도의 분산이거나 50%이상 넘지 않으면 동

일방법편의에 따른 문제는 갖지 않는다(Podsakoff & Organ, 

1986; Podsakoff et al., 1986; 박원우 외, 2007). 따라서, 동일방

법편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분석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방법론이 적용되며 구조모형

은 다중회귀분석 또는 경로분석 방법론이 반영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정은 비교적합지수

(CFI: Comparative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기초부합치(GFI:Good of Fit Index), 원소 간 평균 차이

(RMSEA: Root Mean Square Erro of Approximation) 등으로 확

인하였다. 적합도 판정 결과, 카이제곱( )=438.111, 자유도

(df)=142, p=.000, CFI=.91, NFI=.90, GFI=.90, RMSEA=.007로 

나타났다. GFI, NFI, CFI는 0.8 이상, RMSEA는 0.08 이하의 

기준을 바탕으로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Bagozzi & Yi, 1988;, Hair et al., 1995). 또한, 합성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는 모두 0.7이상, 평균 분산 추출 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을 확보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2010). 

상관분석을 통해서 변수들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특

정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 변수들 간의 공유 분산이 다른 

잠재변수와의 공유분산과 비교한 개념인 평균분산추출값

(AVE)의 제곱근이 상관계수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은 만족하고 있다(Fornell & Larcker, 1981).

요인 측정 문항 요인 적재량 alpha

도덕적 책무

1)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 책무다.

2) 우리는 사회소외계층을 도울 도덕적 책무가 있다.

3)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것이 사회적 정의다.

4)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 중 하나이다.

.828

.853
.812

.797

.783

자기효능감

1) 나는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 나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3) 나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94

.832
.748

.730

.606

감성지능

1)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잘 헤아리는 편이다.

2) 나는 타인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3) 나는 내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생각해 볼 때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797

.738.795

.747

사회적기업가

정신

1) 사회적기업가로서 해야 할 역할이 내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내가 꿈꾸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견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3) 나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일단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95

.806
.737

.627

.603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1) 나는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고 싶다.

2) 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대략 수립되어 있다.

3) 나는 언젠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4) 나는 언젠가는 사회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고 싶다.

.796

.869
.795

.793

.760

KMO and Bartlett's Test .87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3354.417

df(p) 171(.000)

<표 3> 변수의 구성 및 측정 항목

변수 비표준화 계수 Standard Estimate t-value AVE
Composite

Reliability

도덕적 책무

MO1 0.995 0.071 13.974***

0.953 0.832
MO2 0.956 0.066 14.397***

MO3 0.952 0.070 13.597***

MO4 1 - -

자기 효능감 SELF1 0.947 0.069 13.631*** 0.972 0.835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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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도덕적 책무 3.80 0,70 (0.975)

(2) 자기효능감 3.50 0.82 0.338** (0.986)

(3) 감성지능 3.66 0.67 0.178* 0.469** (0.951)

(4) 사회적기업가정신 3.36 0.76 0.387** 0,731** 0.545** (0.984)

(5)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3.35 0.86 0.451** 0.613** 0.342** 0.710** (0.983)

주) 대각선 소괄호 행렬은 AVE의 제곱근을 의미함 (* p<.05, ** p<.01, *** p<.001)

<표 5>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4.2.3.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

도를 검증한 결과, =364.989, df=140, RMSEA=0.068(<0.08), 

GFI=0.907(>0.90), NFI=0.90(>0.90), CFI=0.93(>0.90) 등으로 나

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경우 어느 하나의 특정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적합도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 적합도는 표본 

수나 변수의 수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로 여러 선행연

구에서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모든 적합도 평가 결과는 권장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Marsh & Hocevar, 1983; Hair et al., 2010). 

전체 남성 여성

경로
Standard

Estimate
t-value

Standard

Estimate
t-value

Standard

Estimate
t-value

H1: 도덕적 책무 → 사회적기업가정신 0.259 4.353*** .072 .467 .071 4.560***

H2: 자기효능감 → 사회적기업가정신 0.652 9.090*** .094 5.104*** .076 6.805***

H3: 감성지능 → 사회적기업가정신 0.273 3.521*** .107 2.764** .080 2.614**

H4: 사회적기업가정신 →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0.793 13.050*** .137 7.038*** .108 8.346***-

남성과 여성 간의 조절 경로의  차이

H5: 도덕적 책무 → 사회적기업가정신 Δ=8.370, df=1, p=.004

H6: 자기효능감 → 사회적기업가정신 Δ=.313, df=1, p=.576

H7: 감성지능 → 사회적기업가정신 Δ=.341, df=1, p=.559

주1) χ2/df=2.61, GFI=.907, AGFI=.874, CFI=.93, NFI=.90, RMR=.047, RMSEA=.068

주2) * p<.05, ** p<.01, *** p<.001

<표 6> 가설검증결과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가설검증은 모형 내 요인들 간의 경 로계수의 값과 부호,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 

SELF2 1.204 0.073 16.442***

SELF3 0.738 0.068 10.872***

SELF4 1 - -

감성지능

EI1 0.867 0.090 9.605***

0.901 0.834EI2 1.035 0.106 9.806***

EI3 1 - -

사회적기업가정신

SE1 0.789 0.789 10.352***

0.967 0.801
SE2 0.887 0.887 11.325***

SE3 1.102 0.081 13.525***

SE4 1 - -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SI1 1.011 0.060 17.946***

0.966 0.830
SI2 0.972 0.066 14.818***

SI3 0.949 0.060 15.685***

SI4 1 -

주) 
=438.111, 자유도(df)=142, p=.000, CFI=.91, NFI=.90, GFI=.90, RMSEA=.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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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전체 모형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경로계수는 0.259 

(p<0.001, t=4.353)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여, 도덕적 책무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

가정신 간의 경로계수는 0.652 (p<0.001, t=9.090)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가 채

택되었다. 셋째,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경로계수

는 0.273(p<0.001, t=3.521)으로 유의 수준 1% 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정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이 채택되었다. 넷째, 사

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의 경로계수는 

0.793(p<0.001, t=13.050)으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가 채택되었다.

성별 차이에 따른 조절효과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저,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

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

과 여성 간의 조절경로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녀차이에 따른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관계

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하여,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경로계수를 자유모델로 정하고, 두 구성개념 간의 경로

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의  변화량을 살펴보았

다. 분석결과, 모델 간 차이(Δ=8.370, df=1, p=.004)가 확인

되어,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관계에서 남녀차

이에 따른 조절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두 집단

의 경로계수 값을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간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남성

의 경우는 도덕적 책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

(β=.072 , t=.467)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도덕

적 책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β=.071, t=4.560)

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과의 관계는 남성이 여성보

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해 남성

과 여성 간 조절경로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녀차

이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경로계수 값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

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로

계수를 자유모델로 정하고, 두 구성개념 간의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델 간 차이(Δ=.313, df=1, p=.576)가 확인되어, 두 모형간

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6은 기각되었다. 따

라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경로에서 남녀차이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7

을 검증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간 조절경로의  차이 검증

을 실시하였다. 남녀차이에 따른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

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인과관

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를 자유모델로 정하고, 두 구성개념 

간의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델 간 차이(Δ=.341, df=1, p=.559)

가 확인되어,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

설 7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경

로에서 남녀차이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이 사회적기업가정

신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Preacher & Hayes(2008)가 제안한 붓스트랩을 이

용한 간접효과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변수

는 완전매개를 의미한다(Hoyle & Smith, 1994). 검증결과, 도

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

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기업가정신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한 결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 창

업의도,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도덕적 책무, 사회

적기업 창업의도의 유의확률이 모두 .004(p<.01)로 나타나 간

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감성지

능, 도덕적책무는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적기

업가정신에 의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H8
도덕적

책무

사회적기업가정신 .171** .000 .171**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000 .092** .092**

H9
자기

효능감

사회적기업가정신 .487** .000 .487**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000 .264** .264**

H10
감성

지능

사회적기업가정신 .250** .000 .250**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000 .135** .135**

주) * p<.05, ** p<.01, *** p<.001

<표 7> 매개효과 검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중심

으로 한 개인적 특성 요인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창업자의 성별 차이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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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

감,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자의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

감,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긍정적인 관계

를 맺는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려는 의지에 긍적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

신의 관계에 있어 성별 차이의 조절적 역할이 존재하였다. 구

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적 책무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정의실현, 공동체 유대감, 소외계층 지원과 같은 

사회적 배려 의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 및 사

회적 지위가 향상됨으로써 경제활동의 사회적 역할이 남성과 

동등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창업할 

수 있도록 혁신 창출, 기회 포착, 리스크 관리와 같은 핵심 

활동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회적기업 교육과정은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무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감

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없

었다. 이는 타인에 대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공감적 관

심의 수준 정도가 개인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

이지 않기 때문에 남녀 차이로 인한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령, 호텔 판촉원 대상으

로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성 판촉직

원의 감성지능이 여성 판촉직원의 감성지능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가 있다(이은수, 2015).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

성(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

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기업가정신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창업자의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를 더욱 높이는데 있어서 매개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

다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이 충만한 창업자라도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살펴본 학문적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기존의 조직 차원에서 

연구된 사회적기업 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벗어나 개

인 차원으로 살펴보고 내적 특성을 대표하는 주요 선행 요인

인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을 도출함으로써 사회

적기업 창업의도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 확장 

및 접근방식을 제공하였다. 둘째, 사회적 가치실현의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한 예비 사

회적기업 창업자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가 교육과정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에서 주로 진행된 대학

생 및 일반인 대상의 자료수집 및 분석에 대한 한계를 보완

한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분야에 있어서 

개인의 특징 및 성별의 효과를 규명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이

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기능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접근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결정

하는 개인의 직접적 요인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남녀의 차이

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국가차

원에서 이루어진 사회적기업의 창업에 대한 양적 증대를 목

표로 추구했던 것을 확장하여 질적 향상을 목표로 교육과정

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과목

을 개인의 사회적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사회적 혁신, 감성 

리더십, 창업 등을 활용한 경험 중심의 실무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적 자질

과 같은 심리적인 속성, 태도, 의도와 같은 내적 특징을 살펴

봄으로써 실제 창업을 앞둔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들을 대

상으로 1:1 창업 컨설팅 교육 및 지원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창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통

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높

이며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의 목표설정 및 사업 활

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창업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한 설문조사

에서 조사 대상을 서울 및 경기권 지역의 사회적기업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또는 서울 및 경기도 내에서 이수 중인 예비 

창업자로 한정한 표본의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자료 수집을 통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지역별 

그룹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거나, 사회적기업가 교육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함께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해 실증분석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회적기업가정신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요인을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으로 살펴보았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중 개인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기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

적기업 창업자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기업 근무 경험에 대

한 유무, 창업 경험 등과 같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도 고려한 

사회적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가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을 수행한 

사회적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요

인을 도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실질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의 사회적기업의 창업으로 

이어지는 종단연구로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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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n social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fluen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social entrepreneurship were 

identified with moral obligation,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lso, prior studies o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nterprise entrepreneurship intention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ind that moral obligation,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ll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entrepreneurship. Second, social entrepreneu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enterprise 

entrepreneurship intentions. Third,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men and wom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value of the path coefficient repres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obligation and social entrepreneurship. However,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by gender.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for people who 

want to start a social enterprise in the future to verify their characteristics and use them as a way to improve their social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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